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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브랜드를 소비하는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홍보는 광고의 형태로 예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광고의 역사는 문자가 발생되었을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기원전 상형문자가 존재하던 시절에도 정치적 홍보 등의 광고가 

존재해왔다. 이후 호객행위, 간판, 포스터를 벽에 붙이는 등의 단순한 형태에서 

1440 년경 구텐베르크에 의한 활판인쇄술 발명으로 더욱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광고들은 기업들이 브랜딩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며 

고유한 CI(Corporate Identity)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과, 

시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VR, 미디어, 웹사이트 등 새로운 매체와 그에 

맞는 광고들이 등장하며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하는 

광고시장에서 광고를 체할 수단으로 기업 PR 활동이 주목 받고 있는데 이는 

에코마케팅, 사회 환원 사업, 애국마케팅, 기념품, 이벤트 등을 포함한다. 기업들이 

이전과 다르게 제품의 퀄리티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더욱 다채로운 방법으로 브랜드를 소비하게 유도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기업들이 개개인의 글씨체처럼 고유한 개성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전용서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과 

홍보의 효과를 한번에 누리며 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용서체는 

다양화되는 정보 전달 매체에서 전달의 기능뿐 아니라 심미적인 목적도 달성하고 

있다. 디자인의 개념이 이전에 갖춰진 서구에서는 1930 년  런던운송회사의 

Johnston 체를 시작으로, 1956 년 City 서체를 기업의 로고와 스테이셔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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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시작한 IBM, 미국의 APPLE, 영국 언론 매체 TIMES, 그리고 예일 학교 등 

예전부터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한글서체 제작의 

어려움 때문에 2000 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전용서체 개발이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KT 올레체, 제주 한라산체, KT&G 상상체, 현 카드 

유앤아이체 등 다양한 기업 및 조직이 서체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어있는 한글은 한민국의 고유 언어로 문자 그 이상의 문화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문자들로 이루어진 서체는 의미는 물론이고 기업의 역사와 

철학이 형태적으로 내포되어 있어 구상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지속적이고 확고한 

기업철학을 중들에게 보여 줄 수 있다. 

 

전용서체 개발로 성공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를 통해 

기업의 개성과 이념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개성 있는 전용서체는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분의 전용서체는 광고, 인쇄매체, 내부 서식 등 

서체의 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행처럼 만들어진 다수의 전용서체들이 차별화 되지 못해 기업의 전용서체로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다. 독특한 개성의 전용서체를 이용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몇몇 기업의 경우 중들에게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그들의 

서체만 보아도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분 가능하게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전용서체를 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출 

시킨다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로서 서체의 활용도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 이미지에 

있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디지털시 에 들어 간편해지는 

서체개발 상황에서 전용서체를 문자 그 이상의 오브젝트로서의 마케팅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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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의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기업의 이미지나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해서 시각적 현상을 찾는 거보다 더욱 지속 가능하고 꾸준히 

전달 될 수 있는 전용서체가 시각적 모티프,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로서 갖는 

특성과 브랜드 개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시각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주요어 전용서체, 서체디자인, 문자, 타이포그래피, 통합 아이덴티티, 기업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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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PR 하고있다. 광고는 물론이고 캐릭터, 거리마케팅, 

사회공헌 등의 다양한 마케팅 PR 전략을 이용하여 중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각각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체화 하고 있다.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을 이야기 하지만 최근에는 남들과 차별화되는 개성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다양화 되고 있는 기업의 광고와 홍보 역시 제품의 차별화된 품질을 자랑하기보다는 

브랜드에 한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바꾸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이미지는 

기업이 인위적으로 창조하기도하고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 지기도 하는데 기술간 

격차가 줄어들고 제품들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차별화가 어려워져 제품 선택에 기업 

이미지가 직 ·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며 기업 이미지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중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며 자신들의 이미지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PR 즉 public relation 은 기업과 중들간의 소통을 통해 기업에 

호의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 행위를 일컫는데, 최근 기업들은 브랜드 스토어를 

오픈 해서 기업과 관련 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VIP 고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나눠주고, 캐릭터를 개발해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하고, 길거리 및 팝업 

스토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등의 다양한 마케팅 PR 을 진행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다수의 기업이 전용서체의 개발을 통해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에 한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통합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개발한 

양질의 한글서체를 무료 배포하여 다양한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두 가지의 효과를 

얻으며 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용서체란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반에 걸쳐 문자정보를 통일된 스타일로 표현하기 

위해 기업에서 제작하는 특정 서체를 말하는데,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일반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상징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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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개념이 보편화된 서구에서는 1900 년  초반부터 전용서체를 이용하여 

기업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여러 시도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용서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00 년  이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기업이나 단체, 신문사, 방송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분야에서 전용서체의 개발이 유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서체의 개발과 비슷비슷한 디자인의 서체들이 개발되어 

전용서체가 기업의 철학과 이미지와 맞지 않거나 중들이 전용서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용서체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는 일부 

선행된 사례가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 행동 상에서 어떤 자극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한 접근이 부족하며, 좋은 서체를 개발했음에도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과 활용법이 제시되지 않아 전용서체의 개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인간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성립된다. 인류의 문화는 말이 생기고 글자가 생기며 

인쇄술이 발명되는 각각의 시기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해 왔다. 말이 생기면서 의사 

전달이 가능해졌고, 글자로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 남길 수 있었으며, 인쇄술의 발명으로 

지식의 보편화가 이루어져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류 문화가 가속적으로 

진보할 수 있었다. 말로써 내용을 전달하는 한계는 글자가 발명되면서 해결되었다.1  

 

이토록 문자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5 백여 년 전 

세종 왕이 창제한 우리의 글씨 한글은 한국 문화의 표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극적인 이미지와 영상 신에 우리나라의 고유 문자인 한글을 전용서체를 통해 

효과적인 기업 홍보 활동을 한다면 포화된 이미지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1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 <한글 디자인 교과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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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현시 에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인해 서체개발이 더욱 신속하고 간편해지는 

환경에 비해 일시적인 시각적 자극보다 지속적이며 꾸준히 기업의 철학과 비전을 

전달 할 수 있는 시각적 모티프로의 역할을 연구해본다. 기업을 선정하고 전용서체를 

제작 · 활용하여 문자 그 이상의 오브젝트로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전략과 홍보에 

있어 중요한 소재로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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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크게 배경연구, 사례연구, 작품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해 기술하고 2 장에선 

배경연구를 통해 브랜딩과 기업홍보의 역사, 전용서체의 역사, 전용서체의 구분 등을 

통해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본다. 

 

이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3 장에서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성공적인 전용서체 개발 

사례와 활용방안을 통해 성공요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전용서체 노출 전략에 해 

살펴본다.  

 

4 장에서는 선행작업을 통해 디자인 했던 서체와 기념품제작 등의 작업들을 정리하고 

그를 기반으로 5 장에서 기업을 선정하여 전용서체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용서체를 통합 아이덴티티의 시각적 모티프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기 효과에 한 결과를 도출한다.  

 

 

 

 

 

<표 1>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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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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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브랜딩  

‘브랜드(brand)’라는 말의 어원은 ‘낙인 찍다(burn)’는 의미의 고  스칸디나비아 어 

혹은 게르만어에서 유래되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가축의 소유주를 표시하거나 

와인라벨에서 생산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브랜드라는 

용어는 고객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제품의 속성들을 통칭하는 데 쓰인다. 2  

 

이와 같이 브랜드의 시작은 제품을 남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가축의 표식 등으로 

시작하였지만, 소비와 기업사회가 날로 확 됨에 따라 브랜드가 갖는 의미도 변화를 

겪어왔다. 제품의 표식에서 서비스, 조직, 장소, 사람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까지 모든 

것이 브랜드가 되고 있다.  

 

1) 기업광고   

광고는 그 목적에 따라 제품광고와 기업광고, 공익광고로 구분되며, 기업광고는 

기업이미지광고, 혹은 기업 PR 이라고 한다. Kenneth E. Runyon (1977) 은 

기업광고에는 6 가지의 목적이 있으며 목적이 없는 광고는 회사의 자산 낭비일 

뿐이라고 역설하였다.3 

1) 특정 공중이나 고객들 사이에서 기업 명성을 높이거나 유지하려는 목적. 

2) 기업명과 그 기업의 사업 본질에 한 인지도를 심어주거나 유지하려는 목적. 

3) 현재와 미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결합시키기 위해, 통일되고 지지적인 마케팅 실마리를 

제공하려는 목적. 

4) 이익성, 자율성, 경제성과 같은 기업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에 해 오디언스를 

교육시키려는 목적. 

                                                

2 매튜 힐리, <무엇이 브랜딩인가>, 고려닷컴, 2009. p6  
3 Kenneth, E. Runyon, “Consumer Behavior and the Practive of Marketing”,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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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이나 사회적 이슈에 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인식시키려는 의도. 

6) 회사 자체나 회사의 제품 쪽으로 오디언스의 태도를 전환하려는 목적. 

 

광고는 오랫동안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21 세기 초 무렵부터 포화된 광고시장에서 전통적인 광고의 위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광고를 체할 수단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마케팅 관리 분야의 4P 믹스 요인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중에서 일부분인 프로모션 믹스 (Ad, PR, SP, DM 등) 중 하나인 PR 은 

영어로 Public Relation, 우리말로 직역하면 공중관계이다. 즉 PR 이란 기업의 종업원, 

주주와 투자자들, 지역사회 구성원, 납품업자, 소비자, 고객, 신문이나 방송매체, 

시민단체, 정부 관련부서, 금융기관 등 이런 다양한 공중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는 모든 의도적 행위이다. 4 

 

마케팅과 관련된 모든 PR 전략을 마케팅 PR(MPR)이라 일컫는데, 계간지 Public 

Relations Quarterly 에서 Thomas Harris 는 마케팅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PR 이라고 정의했고, George Belch 와 Michael Belch 는 본인들의 

저서에서 마케팅 목적 달성을 위한 브랜드 인지도 증 , 정보제공과 교육, 이해 획득, 

신뢰 구축, 구매유인 제공, 소비자 수용 자극 등의 PR 활동을 마케팅 PR 이라고 

정의했다.  

 

 

                                                

4 정해동, 박기철, <마케팅 PR>,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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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이미지 

브랜드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한다. 소비자, 구매자, 청중, 거주자 

그리고 체험자(즉 모든 고객)는 브랜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 자신만의 

고유한 느낌을 형성한다.5 중들은 제품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를 보고 기업을 

선택하는 사회가 되었다. Dowling(1986)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미지는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킴으로써 구매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며 기업의 존속과도 관계가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기업이 미치는 기업이미지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증 시키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6 중들에게 호의적인 기업은 자신의 기업 브랜딩을 더욱 공격적으로 시행하며 

브랜드 스토어, 캐릭터 상품 개발 등 다양하게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있다.  

 

현 사회처럼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한 시장상황에서는 자사 제품과 

경쟁제품의 차별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기업에 한 

지각(perception)에 의존하여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7 따라서 

제품의 품질은 물론이고 차별화된 제품이미지를 만드는 이미지 차별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지금, 기업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환원 프로젝트나,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프로젝트,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이벤트 및 기념품 등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제품광고, 기업광고 형식의 광고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마케팅 방법으로 중들을 유혹하고 있다.  

 

                                                

5 매튜 힐리, <무엇이 브랜딩인가>, 고려닷컴, p6. 2009. 
6 Dowling, G.R. “Managing Your Corporate Imag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15”, 1986 
7 Aaker, D.A, “Building strong brands, New York: The free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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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기업이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해 기업의 기념품샵을 오픈 하거나 

캐릭터를 개발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기업 PR 활동중의 하나로 중들이 기업을 보는 시각을 호의적으로 바꾸며 

기업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목적이 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는 M&M 스토어, 

허쉬스스토어, 레고스토어, 코카콜라 스토어, 디즈니 스토어 등 여러 브랜드 

스토어들이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샵에서는 기존의 

고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상품들을 판매하거나 다양한 회사와의 

콜라보레이션 상품 등이 고객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며 동시에 브랜드에 한 

이미지를 창의적이며 친근감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독일 본사에 자동차 박물관과 브랜드샵을 동시에 운영하며 

자동차에 한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을 본사로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기업들은 제품의 품질은 물론, 각각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판촉물, 아이덴티티 상품, 기념품 

등은 이러한 기업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활동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업들이 

중들과 가장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림 1> 미국 뉴욕 HERSHEY’S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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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용서체  

1) 서체와 전용서체 

서체(font), 즉 글자체, 란 컴퓨터를 통해 모니터나 프린터 등의 출력장치에서 

출력되는 글자로서 알파벳, 숫자, 기호 등이 포함된 활자 한 벌을 말하는데, 그 

활자꼴의 정보형태가 사진식 자판 등에 쓰이는 아날로그 폰트와, 점이나 선으로 된 

디지털 데이터로 되어 있는 디지털 폰트로 나뉘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디지털 폰트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다.8 폰트는 타입페이스(typeface)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나 

타입페이스는 글자의 형태를 일컫는 말이고 폰트는 생김새와 크기가 같은 한 벌의 

활자 세트이다.  

 

폰트 한 벌은 거기에 속해있는 낱 글자들이 서로 완벽히 같은 그래픽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동일한 체계 속에서 구조적 동질성을 가진다. 그래서 획의 굵기, 형태의 

시각적 조화가 동일하며, 내부를 구성하는 밝음(Ground), 어두움 (figure)의 분포도 

동일하다.9 한글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조합형폰트의 구성은 첫 닿자 19 자, 

홀자 21 자, 받침닿 자 27 자를 합하여 총 67 개로 이루어진다. 이것들을 서로 

결합하여 11,172 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숫자와 특수 기호 75 개를 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142 개로 구성된 폰트가 된다.10 완성형 폰트로 만들 

경우에 한글표준코드(KSC 5601)4)에 의한 2,350 자의 한글과 94 자의 로마자, 

1200 자의 약물이 필요하고, 여기에 한자 4888 자가 포함되기도 한다. 보다 확장된 

내용의 국제표준코드체계인 유니코드(Unicode5)에서는 한글이 11,172 자가 필요하다. 

이토록 많은 숫자의 글자를 디자인해야 함으로, 한글 폰트 디자인은 로마자 

                                                

8 네이버 국어사전(폰트) 
9 원유홍, 서승연 공저,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안그라픽스, 2004 
10 석금호,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미진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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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다 더욱 많은 시간과 개발비용이 든다.  

 

전용서체는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자정보를 일관된 

스타일로 표현하기 위해 기업에서 특별히 디자인하여 사용하는 서체이다. 이러한 

서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중들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기업의 역사와 

비전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역할을 주목적으로 한다. 많은 경우에 기업 심볼이나 

회사명 로고타입을 보조하거나 혹은 그것들과 조화시킬 목적으로 개발된다.11 또한 

보통 자기 회사만을 위해 사용함을 목적으로 제작되며 무료 배포 또는 내부 배포를 

통해 서체의 판매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새로운 서체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서체를 기업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거나, 그 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들은 점점 더 다양한 폰트패밀리 또는 

묶음을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고유 활자꼴들은 매우 세세한 면까지 정교하게 

다듬어진 시각적 표현을 형성하는 주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12  

 

오늘날 기업활동의 핵심이 되는 CI 의 구성은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상, 

전용서체 등의 기본요소(Basic System)와 사무집기 및 서식류, 패키지, 유니폼, 표지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응용요소(Application System)로 이루어진다.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기본요소에 포함되는 전용서체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은 물론이고, 

조직의 비전과 철학을 나타내는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차별성을 부각시켜 

중들에게 조직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1 나카니시 모토, <New DECOMAS : CI · BI 를 통한 신경영 전략>, 디자인하우스, 1994 
12 안상수, 이용제, 한재준, “타이포그래픽 아이덴티티를 위한 글자꼴 ‘아리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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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서체의 역사  

전용서체의 역사는 활자술의 개발과 함께 발전하였다. 전용서체의 시작은 1930 년  

런던운송회사의 존스톤체(Johnston Typeface)라 할 수 있다. 이보다 20 여년 앞서 

센츄리 잡지를 위해 개발된 보이드 벤턴의 센츄리체(Century Typeface)가 있지만 

존스톤체는 아이덴티티 구축 측면에서 매우 앞선 시도로 손꼽히고 있고 계속되는 

리뉴얼 작업을 통해 오늘날에도 런던의 표적인 서체로 활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애플사의 애플 게러몬드(Apple Garamond),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이크로소프트 

세고(Microsoft Segoe),  폭스바겐의 푸투라(Futura), 미국 고속도로 표지판의 

인터스테이트(Interstate) 등 다양한 기업, 국가, 조직의 전용서체 개발과 적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70 년  말 CI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중요시되며 

동서식품(1985), 외환은행(1979) 등 기업의 부서명, 브랜드명, 제품명, 시설 명칭 등에 

사용 할 서체를 개발하여 사이니지 등에 사용하였다.13 당시에는 한글폰트 개발환경이 

좋지 못해 사용 빈도가 높은 200 여개의 글자만을 개발해 사용했다.  

 

과거에는 폭스바겐과 HP 의 전용서체인 푸투라처럼 기존 서체 중 특정한 서체를 

자사용으로 지정해 사용하는 지정 서체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신규로 전용서체를 개발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며 기업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만드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다양한 이벤트에 활용되기도 하고 

무료로 유포함으로써 메세나14로써의 가치도 지니며, 동시에 소비자들이 손쉽게 

                                                

13  홍승희,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서체 개발과 활용방안: 서울시 전용서체 '한강체'와 '남산체'를 중심으로”, 

2009 
14 예술·문화·과학·스포츠에 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에 한 

지원 등 기업의 모든 지원 활동을 포괄한다. 기업 측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 회사의 문화적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어 홍보전략의 수단으로도 유리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메세나 [Mecenat]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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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체험 마케팅의 효과를 제공하기도 한다. 15 

 

제작상의 비용을 감안하면 이미 제작 되어 있는 지정서체를 사용하거나 기존 서체를 

수정해 전용서체를 사용하는 쪽이 유리하지만 다수의 문자를 개발해야 해 많은 

종류의 서체가 개발되지 않은 한글서체 시장에서 타사와의 식별이나 기업의 철학과 

비전을 어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용서체를 디자인 해 개발하는 쪽이 큰 강점이 

된다.  

 

 

<그림 2> Johnston 체를 이용해서 만든 London Transport 지도 

 

 

 

 

                                                

15  원종윤, 김영국, “국내기업의 전용서체 개발과 배포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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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서체의 종류  

(1) 지정서체와 고유서체 

나카니시모토는 그의 저서<New DECOMAS : CI · BI 를 통한 신경영 전략>에서 

전용서체의 종류를 기존서체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는 지정서체(standard 

typeface)와 독자적인 서체를 디자인하여 사용하는 고유서체(original typeface)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 전용서체의 적용범위는 기업명이나 브랜드명에서 

광고문장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 이르는데, 고유 서체와 지정서체를 나누어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지정서체를 가지고 목적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기도 한다.   

 

 

<표 2> 전용서체의 종류 

 

즉, 지정서체란 기존에 존재하는 서체 중에서 특정한 서체를 자사용으로 선정하여 

통일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서체는 기업에서 타사와의 식별을 위해  

독자적이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소비하려 기업에서 새로이 제작하는 서체를 말한다. 

많은 기업에서는 CI 에서 도출되는 심벌(symbol)이나 로고타입(logotype)을 

보조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고유서체를 설정하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의 경우 1950 년 부터 독일 서체디자이너 Paul 

Renner 가 1927 년 디자인한 Futura 를 로고를 포함하여 광고, 인쇄물, 제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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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1960 년 부터 새로운 시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자동차 미니 

광고에도 Futura 는 높은 가독성과 간결한 디자인으로 광고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Futura 는 실용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의 

폭스바겐의 자동차들과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기업 아이덴티티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림 3> Futura를 이용한 폭스바겐 광고  

 

지정서체는 CI 의 심벌(symbol)이나 로고타입(logotype)에 적합한 기존 서체가 있다면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서체가 아니기 때문에 타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정서체는 개발단계나 물리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기업의 고유서체 

개발보다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지만, 타사와의 구별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독자적인 고유서체와는 다르게, 기업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표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전용서체가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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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 상품명 · 사업부명 · 부문명 · 공장 등의 시설명 · 관련회사명 · 주소표시 · 

코퍼레이트 스테이트먼트 · 홍보 · 광고 등과 넓은 범위의 문자정보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 사용범위에 관해서는 고유서체와 지정서체를 그 기능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지정서체를 가지고 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한다.    

  

(2) 기업, 신문, 공공디자인  

한국의 표적인 서체 디자인 업체인 산돌커뮤니케이션은 서체를 업종별 활용되는 

유형에 따라 기업 전용 폰트, 게임 전용 폰트, IT 디바이스 폰트, 웹 폰트, DTP 용 

폰트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서 전용 폰트 카테고리에는 기업전용, 신문전용, 

공공디자인용으로 전용 폰트의 분야를 세가지로 세분화 하였다.  

 

또 다른 한국의 표적인 서체 디자인 업체인 윤디자인은 전용서체에 해 기업 또는 

기관의 정체성 확립 및 소비자와의 친밀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자 정보에 통일된 스타일을 부여한 특정서체라고 설명하며 기업과 

기관을 위한 서체라고 구분하였다.  

 

 

<그림 4> 산돌커뮤니케이션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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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윤디자인 사업분야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는 기업 전용서체는 회사의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통합에 도움을 주고 회사 내의 모든 장소에서 타이포그래피 

요소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타이포그래피의 통일된 정책은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강화시켜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기업 전용 폰트는 기업의 

디자인과 고객커뮤니케이션 사이에 시각적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구현되고 

최적화되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기업 전용서체의 예로는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한 삼성의 삼성폰트, 현 카드의 유앤아이, NAVER 의 나눔글꼴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윤디자인에서는 KT 의 KT 올레체, 현 자동차의 Modern H 체, 쉐보레의 

쉐비체 등을 들 수 있다.   

 

신문 전용폰트는 활자인쇄 시 부터 제작되었을 만큼 깊은 역사성와 함께 

문자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신문의 특성에 걸맞게 부분의 신문사가 

전용서체를 보유 할 만큼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다.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는 신문에 

어울리는 폰트를 제공하기 위해 신문지면의 높은 가독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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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문기능에 최적화 된 독창적인 폰트를 제공한다. 

또한 신문 전용서체의 특징으로: 1. 신문의 본문은 서적이나 잡지보다 작은 크기의 

서체를 주로 사용하여 제한된 크기 안에서 되도록이면 서체가 크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2. 시 를 앞서가는 조형미와 기술로 미려하고 깨끗한 출력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TTF 제작 방식에 최적화된 원도의 설계와 돌기의 간결화, 이응 상투의 제거, 

시각 흐름선의 상단 위치, 시원한 공간 분배와 크기, 가로 쓰기 조판에 어울리도록 

현 적 감각으로 디자인 한다, 3. 가로조판에서는 세로 기둥의 아닌 가로 요소들로 

인해 그 줄의 흐름이 좌우 된다, 4. 부분의 서체들은 자간, 띄어쓰기 등이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신문의 본문은 9~10 포인트 안에서 큰 변화 없이 

사용되므로, 그 일정 크기 내에서 최상의 가독성과 변별력을 갖는 서체로 제작된다고 

정의했다. 신문에서 활자는 뉴스와 독자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만큼, 신문사 

전용서체는 그 의미가 파급력이 남다르다 말할 수 있다.  

 

 

<그림 6>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 디자인한 신문 전용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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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전용서체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디자인 모듈화를 통해 유지 및 

관리비용을 절감시키며, 현 적인 도시로서의 환경 디자인에 한 시민의식을 고취 

시킨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지자체 전용서체는 도시의 상징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담아 통일된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활용되는 전용서체이다. 

도시이미지 안에는 도시의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 문화적인 면이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마련이며, 그것은 각 도시마다 시 적, 문화적, 개발적 측면에 

따라 각기 차별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지자체 전용서체는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수단이자,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긴 상징적인 결과물이다.  

 

 

<그림 7> 공공디자인 전용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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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서체 활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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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PPLE  

해외 IT 기업인 애플은 1977 년 Apple II 에서부터 전용서체를 사용하며 현재까지도 

기업을 상징하는 전용서체를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다. 애플의 전용서체는 제품의 

이름에서부터 설명서,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1977 년부터 

현재까지 시 에 변화에 맞춰 네 개의 전용서체를 거치면서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인 것은 물론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여 차별화된 브랜드 개성을 

표현한 좋은 사례이다.  

 

1) Motter Tektura 

애플사의 첫 번째 전용서체 ‘Motter Tektura’는 1975 년 오스트리아의 디자인 

회사 Vorarlberger Graphik 의 디자이너 Othmar Motter 가 개발하였다. 당시에 이 

서체는 모던하고 새로운 형식에 서체였으며, 애플사는 이 서체를 사용하며 소문자 

‘i’의 점을 빼는 정도의 미세한 수정을 거쳐 자사의 전용 폰트로 사용하였다. 로고 

디자이너였던 Rob Janoff 는 Motter Tektura 를 선택한 이유에 해 테크노적인 

느낌과, 즐거운 느낌이 공존하여 모두에게 첨단기술을 제공한다는 당시 애플사의 

철학과 잘 맞아서라고 하였다. 

 

 

<그림 8> Motter Tek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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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le Garamond 

1984 년 애플사는 매킨토시의 출시와 함께 전용서체를 Apple Garamond 로 

변경하였다. 1977 년에 ITC 사의 Tony Stan 이 제작한 Garamond 는 80%의 자폭으로 

디자인 되었지만 Apple Garamond 는 그것보다 조금 좁은 64%의 자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제작 후 자폭이 좁다는 주위의 평이 있어 미세한 자폭의 조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서체가 완성 된 이후에 애플사의 로고와 함께 텍스트가 사용되면 항상 

Apple Garamond 를 이용하였으며 광고, 제품, 마케팅의 부분 및 슬로건이었던 

“Thnk different”도 Apple Garamond 를 사용하였다. 애플사는 Apple Garamond 를 약 

20 년간 사용하며 사용성을 높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꾀하면서 

컴퓨터가 차가운 기계가 아닌 ‘사귀고 싶은 친구’처럼 여길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림 9> Apple 의 Think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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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pple Garamond 를 이용한 지면광고 

 

3) Myriad 

1980 년 를 지나면서 매출이 하락하고 기업 이미지가 쇠락하자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Stave Jobs)가 1996 년 복귀하였다. 잡스의 복귀와 함께 아이맥, 

맥 OS X 등이 개발되고 아이팟을 통해 애플은 제 2 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2002 년 

1 세 의 전용서체였던 Apple Garamond 체를 버리고 따뜻한 인상의 산세리프 

서체인 Adobe Myriad 를 애플의 새로운 전용서체로 선택하였다. Myriad 는 1992 년 

Adobe 를 위해 Robert Slimbach 와 Carol Twombly 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 애플사는 

Galapagos Design Group 에게 의뢰해 Adobe Myriad 에서 약간의 자간 조정과 몇 

가지 글자의 수정을 통해 자사만의 전용서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Myriad 는 애플의 

새로운 전성기라고 여겨지는 iPod Photo, 5 세  iPod, 1 세  iPod Nano 등에 

이용되며 장식적 요소를 최 한 배제한 서체로 애플 제품의 간결한 형태와 완성도 

높은 소재의 마감이 주는 느낌과 시각적 일치감을 이루며 제품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상생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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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yriad 서체 

 

4) Helvetica 

2007 년 1 세  iPhone 을 출시하면서 애플사는 자사의 iOS 소프트웨어에 

Helvetica 를 전용서체로 선정하였다. iPhone, iPod touch, iPad 와 Apple TV 등 자사의 

다양한 제품에 기본서체로 내장되어 판매하였다. 이후 2013 년 7 월 iOS7 의 발표와 

함께 고화질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선명한 화질을 극 화 한 기존의 Helvetica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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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Helvetica Neue 로 전용서체를 변경하였다. 성공적인 전용서체의 변화로 2014 년 

6 월 애플사는 이후로 발매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서체를 Helvetica Neue 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림 12> Helvetica Neue 

 

 

3.2. 런던 언더그라운드  

London Underground 는 영국의 Greater London 과 Buckinghamshire, 

Hertfordshire 과 Essex 를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지하 중교통 시스템이다. 약 

270 개의 역이 있으며 세계 최초의 지하 철도인 Metropolitan Railway 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용서체인 Johnston 서체를 로고에는 물론이고 역 전체의 표지판과 광고,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Edward Johnston 이 디자인 한 Johnston 체는 Underground Electric Railways 

Company of London (The Underground Group)의 기획 매니저였던 Frank Pick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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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년 자사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해 의뢰했던 서체이다. 1916 년 서체가 

발표되었으며 1933 년 The Underground Group 이 London Passenger Transport 

Board 에 인수되면서 이 서체도 브랜드의 하나로써 함께 인수되었다. 1979 Eiichi 

Kono 가 새롭게 변형 한 New Johnston 체를 개발하여 새로이 디자인되는 표지판에 

사용하였다. 2002 년 Agfa Monotype Corporation 에서 서체를 디지털화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림 13> 존스톤(Johnston)체 

 

빼어난 디자인과 상징성으로 영국 각지의 기념품샵에서는 런던 언더그라운드와 관련 

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 중에 있다. Johnston 서체를 이용해 컵에 원하는 글씨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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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처럼 각인해서 팔기도 하며, 쿠션, 볼펜, 러그, 타월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 

로고와 지도, 역 이름 등을 상품화하여 팔고 있다.  

 

<그림 14>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런던 언더그라운드 관련 기념품 

 

 

3.3. 예일대학교 

미국 보스톤의 YALE UNIVERISTY(예일 학교)는 2004 년 1976 년부터 Yale School 

of Art 의 교수였던 서체 디자이너 Matthew Carter 에게 의뢰해 Yale 서체를 

디자인했다. 처음에는 학교의 건물 사인 등 소수의 부분에만 적용하려고 디자인 

되었으나 추후에 그 역할과 타입패밀리가 확장되어 캠퍼스 내의 표지판, 사인, 인쇄물, 

웹까지 영역이 확장되었다. Matthew Carter 는 이 서체를 제작하면서 가독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며 품위성과 유니크함 사이에 균형을 맞춘 폰트를 목표로 디자인했다. 

예일 학교 서체는 학교 도서관에서 보관중인 Aldus Manutius 의 De Aetna 라는 

책의 서체에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이 책의 서체는 1929 년 Stanley Morison 이 

Bembo 라는 서체로 디자인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주 사용하는 

폰트이기도 하다. Matthew Carter 는 이 서체가 주로 사용되는 건물 사인과 표지판 

등에 문자가 주로 사용되리란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이 디자인한 서체 중 처음으로 

소문자보다 문자에 집중해서 디자인한 폰트라고 말했다. 보통의 영문 세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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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는 문자로 쓰면 자간과 글자간의 어울림에 있어 어색함이 있지만 예일서체는 

이를 최소화하여 문자로만 사용하여도 가독성이 훌륭한 서체이다. 

 

 

<그림 15> 예일 학교 도서관 소장품인 De Aetna 

 

전용서체의 인기와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예일 학교는 다시 한번 Matthew 

Carter 에게 의뢰해 전용서체의 타입패밀리를 확장한다. 뉴스레터, 및 다양한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Yale Administrative, 웹사이트, 책, 애뉴얼 리포트, 포스터 등에 

사용되는 Yale Design, 프린트물과 웹에서 사용되는 Yale Small Caps, 인쇄용 

서체보다 조금 두껍고 크게 디자인 된 캠퍼스 사이니지용 Yale Street 까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현재 이 서체는 예일 학교 학생, 직원, 및 계약된 사용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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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사용성에 따라 제작된 예일 학교 서체 

 

 

3.4. 네이버 

네이버는 2008 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글과 관련 된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8 년 

나눔고딕, 나눔명조의 무료배포를 시작으로 2010 년 나눔손글씨 배포, 2011 년 

나눔글꼴 에코, 그리고 2013 년에는 나눔바른고딕의 배포까지 다양한 폰트를 완성도 

있게 제작하여 무료로 중에게 배포하고 있다. 네이버 나눔글꼴의 지적 재산권은 

네이버에 있지만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판매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 배포할 수 있다. 

 



 

 

39 

NAVER 는 글꼴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한 글꼴을 이용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 중이다. 디지털 스크린에서 보기 적합한 디스플레이 서체여서 간단한 설치를 

통해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기본 서체를 나눔체로 변경 가능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시 

공모전, 한글간판 공모전을 통해 간판을 무료로 나눔고딕 서체를 이용하여 교체해 

주는 등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림 17> 네이버 한글한글아름답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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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대카드 

2004 년 5 월에 첫 선을 보인 현 카드 기업전용서체 유엔아이(Youandi)체는 

네덜란드 디자인회사 토털아이덴티티에서 영문을 제작하고 그 컨셉에 맞춰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 한글을 제작해 완성했다. 유앤아이체는 1  1.6 의 카드 

플레이트의 형태와 비율, 각도를 그래픽 모티프로 곡선으로 꺾이는 부분을 카드 

플레이트의 형태로 표현했다. 한글은 형태적으로 직선이 없고 세로획의 맺음 

부분이나 꺾이는 부분을 커팅(cutting)해 표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딕체의 단단한 느낌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감을 표현하였다.   

 

 

<그림 18> 유엔아이체 디자인 컨셉 설명 

 

현 카드는 서체의 형태적 특성으로 기업을 알리기보다 기업 곳곳에 일관되고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형성되는 지속 가능한 아이텐티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문서 서식 등에서만 사용하는 기타 기업들과 달리 TV, 웹 등에 노출되는 광고나 

브로슈어 같은 각종 인쇄물에도 적극 사용하고 있으며 유앤아이체를 큰 브랜드 

자산으로 인식하여 외부 업체에서 무단으로 도용할 때는 CI 로고 도용과 같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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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여기고 있기도 하다. 현 카드는 전용서체의 개발 못지않게 유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6 년부터 회사 내부에 전담 디자인팀을 신설해 서체를 포함한 기업의 

아이덴티티 유지와 구축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그림 19> 현 카드 전용서체를 적극 활용한 TV 광고 

 

 

3.6. KT  

KT 는 1981 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리되어 창립되었다.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된 1997 년 이후 유선전화 중심의 사업구조를 무선과 인터넷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한솔엠닷컴을 인수하여 자회사인 KTF 와 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동통신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KT 는 합병으로 인한 제 2 의 창업에 

걸맞은 신 경영패러다임이 필요하여 새로운 경영방향인 'Olleh 경영'을 발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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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의 모든 유선, 유무선, 컨버전스 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다. 

 

Olleh 는 'Hello'역순-'역발상의 혁신적인 사고'를 통한 서비스 제공(역발상 

경영),'올來'-'미래가 온다'는 뜻으로 새로운 가치(미래 경영),'올레'-'좋은 길,작은 길의 

제주도 방언'으로 고객과 소통해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 또는 

'KT 로 올레'(소통 경영),'Ole'-환호와 탄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고객 및 

파트너사들이 KT 와 만날 때 느끼게 되는 기쁨과 감동(고객감동경영)등 4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16 

 

Olleh 의 로고타이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올레체는 안정적인 형태의 문자에 

바람이 불어오듯 휘날리는 깃발의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윤디자인연구소( 표 편석훈)는 기본 로고타이프와 영문 소문자 글꼴과의 조화를 

고려한 한글 올레체를 개발하는 일에 착수했다. 한글 올레체의 경우, 모든 획의 

시작과 맺음에는 동일한 곡선과 직선을 적용해 시각적 안정감을 주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성의 경우는 가로획이 많은 ‘ㄴ, ㄷ, ㄹ, ㅌ’에 깃발의 휘날리는 형태를 

주었다. 영문 올레체 ‘o’의 경우 오른쪽 위가 트여 있는데, 한글의 경우는 ‘ㅇ’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통일감을 주었다. 중성 가로획의 끝에도 휘날리는 깃발 형태를 

적용해 낱자마다 독특함을 부여했다.  

 

한편 올레체는 2012 년에 세계 3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한글 서체 디자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수상하는 명예를 얻은 바 있다. 또한 한국 

타이포그래픽 학회에서 주관한 기업 서체는 관련 조사에서 ‘가장 기억나는 서체’, 

                                                

16 http://www.kt.com/pr/cibi_01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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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사용하고 싶은 서체’, ‘기업 이미지를 잘 표현한 서체’ 등의 부문 1 위로 선정됐다. 

 

 

 

<그림 20> KT 전용서체 올레체 

 

 

KT 는 2014 년 KT 전용서체 ‘올레체 neo’를 출시했다. ‘올레체 neo’는 새로움을 

뜻하는 그리스어 neos 에서 의미를 따온 한글, 영문 그리고 숫자 디자인이 전면 

업그레이드 된 올레체의 새로운 버전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활용도가 높은 시 적 

흐름을 반영해 타 기업과 차별화된 KT 만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KT 는 설명했다. 특히 ‘올레체 neo’는 모바일 및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 

화면이 곡선 표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글자를 최 한 크고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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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직선화했다. 또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Light, Medium, Bold, Extra 

Bold 라는 4 종의 굵기 외에도 Thin 과 Ultralight 굵기를 추가했다.17   

 

<그림 21> KT 올레체와 올레체 neo 비교 

 

 

3.7. 배달의민족 

한국의 벤처기업 배달의민족은 모회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사이트를 통해 모두가 제약 

없이 아름다운 한글폰트를 사용 가능하도록 무료로 전용서체인 한나체와 주아체를 

제공하고 있다. 한나체는 배달의 민족 기본 컨셉에 맞춰 키치하고 복고적인 느낌을 

살려 초등학생 포스터의 표어나 1960~1970 년  간판 글꼴의 느낌이 나도록 컨셉을 

갖고 디자인 된 서체이다. 아크릴판 위에 시트지를 붙여 큰 글자를 오려내는 방식의 

옛날 간판제작 방법에서 힌트를 얻어 정적이고 각이 살아있기보단 투박한 느낌을 

내기 위해 서체디자인 경험이 전혀 없는 신입 디자이너에게 처음 한달 동안 스케치를 

                                                

17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4060313384762401&md=20140603134320_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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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이후에 조정을 거쳐 완성된 서체이다. 한나체는 배달의 민족 앱, 광고, 포스터 

등에 쓰이며 배달의 민족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글꼴을 이용한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판매하며 전용서체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흰 바탕에 위트 있는 문구를 담은 배달의 민족 브랜드제품은 다른 디자인 

요소는 과감히 생략하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살려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제품 판매 수익금의 10%는 우아한형제 나눔프로젝트의 하나인 '365 우유안부 

캠페인'에 기부하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서체들은 자유롭게 수정과 배포가 

가능해 디자이너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중들이 한나체와 주아체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22> 배달의 민족 한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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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배달의 민족 주아체 

 

 

3.8. 사례연구 결과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IT 기업인 APPLE 의 사례부터 국내 IT 기업 배달의 

민족까지 7 가지의 사례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기업들의 전용서체이다. 이들은 

모두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홍보를 통해 전용서체를 알릴 수 있었다. 가독성이 높은 

서체를 활용해서 기능적으로 이용하거나, 키치(kitsch)18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18 키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870 년  독일 남부에서였는데, 당시에는 예술가들 

사이에서 ‘물건을 속여 팔거나 강매한다’는 뜻으로 쓰이다가 갈수록 의미가 확 되면서 저속한 미술품, 

일상적인 예술, 중 패션 등을 의미하는 폭넓은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1970 년  한국에서 유행한 

촌티패션을 비롯해 1990 년 의 뚫린 청바지, 배꼽티, 패션의 복고 열풍 등도 하나의 키치 문화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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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의 디자인을 통해 보여주는 등 기업의 철학을 내포하며 개성 있는 목소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바꾸는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용서체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례연구에서 다룬 7 개의 기업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전용서체를 개발하고 있으나 

위의 기업처럼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기업들이 큰 비용을 내고 전용서체 개발을 하고 있으나 완성된 서체가 가독성에 

집중하여 개성을 잃어버리고 기업의 특성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나, 개발 후 

관리가 안되어 잊혀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서체 개발 이후의 관리는 국내기업으로는 현 카드와 배달의 민족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카드는 2003 년 기업 서체에 한 의식이 미비하던 

시절에 전용서체 개발을 통해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역동적인 경영을 하는 

현 카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다양한 디자인 중심 사업을 통해 ‘관습처럼 

받아들이던 불편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지금 이 시 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현 카드의 철학을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현 카드는 이후에도 디자인랩을 설립하고 디자인 

라이브러리, 디자인 기부, 등의 현 카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서체를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IT 기업 배달의 민족에 경우에도 문자를 중심으로 한 광고를 펼치며 특유의 

키치하고 복고적인 느낌을 살려 다양한 매체에 서체를 적용하고 있다. 하얀 지면에 

단순하고 재치 있는 글귀로 채워진 광고가 기존의 이미지 위주 광고들 사이에서 개성 

                                                                                                                        

경우가 많다. 키치 현상을 보편적인 사회현상, 인간과 사물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유형,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능적이며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향 등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키치 (두산백과) 



 

 

48 

있게 다가가 기업의 분위기, 서체가 잘 어우러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림 24> 배달의 민족의 <월간 디자인> 지면광고 

 

또한 다양한 오브젝트에 재치 있는 문구를 올려 디자인 한 오브젝트들을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 하고 있다. 이러한 오브젝트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배달을 

시키는 배달의 민족의 사업과는 큰 연관이 없지만, 즐겁고 유쾌한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는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개성 있고 독특한 서체의 개발은 타이포그래피에 큰 관심이 없는 중들에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다. 배달의 민족이나 현 카드의 경우처럼 기존에 자주 보던 서체 

스타일에서 벗어난 기업의 철학과 개성이 적절히 내포되어있는 전용서체를 사용해 

다양한곳에 적용한다면 기업의 아이덴티티 확립과 호의적인 이미지 상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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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배달의 민족 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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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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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체디자인  

1) 스테들러(Staedtler) 전용서체 – IDEA 

과제를 통해 스테들러를 위한 가상의 전용서체 IDEA 를 개발하였다. 1835 년 요한 

세바스찬 스테들러에 의해 뉘렘버르그에 설립 된 스테들러는 현존하는 문구 회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회사 중의 하나이다. 스테들러는 독일에서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Made in Germany’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모든 아이디어는 

연필에서 시작된다(Every idea starts with a pencil)는 기업철학을 갖고 있고, 모두를 

만족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필기류 전문 회사이다.  

 

스테들러의 전용서체를 만들기 위해 기업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인 Every idea 

starts with a pencil 을 컨셉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Every idea starts with a 

pencil 이라는 문구에서 Idea 는 creativity 를, Starts 는 expandable, 즉 무한한 확장을 

의미하여 creativity & expandable = STAEDTLER 라는 서체디자인의 방향을 

도출해냈다. Creativity 의 컨셉을 curiosity, sketch, rough, drawing, free 라는 키워드로 

세분화하고 기업의 역사를 담은 global, German origin, history, trustworthy 라는 기업 

역사에 관한 키워드도 설정하여 각각 키워드를 담은 기본 서체를 디자인하였다.  

 

 

<그림 26> IDEA 서체 디자인 컨셉 

DSFBUJWJUZ
TLFUDI
SPVHI
ESBXJOH
GSFF

HMPCBM
HFSNBO�PSJHJO
IJTUPSZ
USVTUXPSUIZ

$0/$&15� ��������� $0.1"/:�*%&/5*5:

ᕽℕ�ॵᯱᯙᮝಽ�⧕ᕾ

$3&"5*7*5: &91"/%"#-& 45"&%5-&3��

Every idea starts with a 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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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IDEA 서체 regular 

 

ABCDEFGHIJKLM
NOPQRSTUVWXYZ

abcdefghijklm
nopqrstuvw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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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sity, sketch, drawing, free 등의 키워드에 맞게 폰트의 끝 부분을 펜 자국의 

끝처럼 각지게 만들고 약간 비 칭적인 곡선과 알파벳 ‘I’와 ‘o’ 를 정 원으로 만들어 

호기심과 재미있는 느낌을 주었다.   

 

Expandable 의 컨셉은 다양한 제품의 필기류를 출시하고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낸다는 스테들러의 기업 철학을 담아 새로운 형식의 레이어링 폰트를 

개발하였다.  

 

스테들러 전용서체 IDEA 는 기존 타입패밀리의 bold, regular, light 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스테들러의 상품 라인의 이름을 따라 연필 라인 IDEA_MARS(regular), 

IDEA_MARS(outline), IDEA_MARS(blur) 를 포함해 lumocolor, noris, textsurfer 등 

네 가지 타입패밀리에 regular, outline, decorative 등 총 12 가지 서체를 제작하였다.  

 

 

<그림 28> IDEA 서체 확장 컨셉 

 

각각의 타입패밀리는 regular, outline, blur 등의 스타일로 나뉘며 이는 각각 

타입패밀리에 맞는 필기도구의 실제 질감을 스캔 받아 벡터 드로잉으로 전환시켜 

ᙹ₥ᔪᩑ⦥�	OPSJT


ษ⍅�	MVNPDPMPS


ᩑ⦥�	NBST


⦹ᯕᯕ░�	UFYUTVSGFS


$3&"5*7*5: &91"/%"#-& 45"&%5-&3��

Every idea starts with a 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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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  Blur 의 경우 실제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손으로 번지게 하여 그 번짐을 

스캔 받아서 사진을 폰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16 개의 서체는 서로 레이어링 

되어 60 가지 이상의 조합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29> 위에서부터 mars, mars_outline, mars_blur, 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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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여러 가지 조합의 IDEA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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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뮬라 

텍스트용 사이즈인 8-10pt 에서 잘 보이는 타이프라이터에서 영감을 받은 폰트를 

디자인하였다. 미래에 혼자 방에서 연구를 하는 과학자를 컨셉으로 디자인이 

진행되었으며, 예전 타이프라이터에서 사용하던 폰트에서 조금 더 현 화 하여 

부드러운 곡선과 3 단계로 각이 진 세리프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예전 

타이프라이터의 느낌을 살려 잉크가 뭉쳐지던 부분에는 약간의 스타일링을 더해, 

새로운 형식의 타이프라이터 폰트를 개발하였다. 타입패밀리는 레귤러와 이탤릭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8-10pt 정도의 텍스트 사이즈는 물론 6pt 에서도 괜찮은 

가독성을 보여준다.  

 

 

<그림 31> Formula 서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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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Formula 서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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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태니칼 

서체 Botanical 은 화원의 다양한 꽃과 식물을 보고 영감을 얻어 디자인 한 서체이다. 

정원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뭉쳐있는 둥근 형태와 그 안에 뿌리, 가지 등 뾰족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표현했다. 제목용 서체로 디자인했으나, 본문용 사이즈에서도 

독특한 질감을 보여주며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다. 

 

 

<그림 33> Botanical 서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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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Botanical 서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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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울대학교 기념품   

(공동작업/ 권지연, 김은지, 손영은, 임선아, 조동철, 조은지) 

 

서울 학교의 학문적인 가치를 담은 디자인 모티프를 개발하고 이를 각 기념품마다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소비자와 쓰이는 상황을 생각하여 다양한 

그래픽모티프(관악산, 책, SNU, 십자수, 방안지 등) 를 개발하였다. 이를 실제로 판매 

가능 한 상품(부채, 손수건, 공책, 티셔츠, 캔버스 백, 등)에 적용시켜 현재 서울 학교 

생활협동조합 상품점에서 20 가지 정도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그림 35> 판매중인 서울 학교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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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립중앙도서관 기념품 제작  

(공동작업/ 김은지, 문해원, 조동철, 조은지) 

 

단순한 증정용 아이템으로써의 기념품이 아니라 기관의 철학과 역사성, 지적 문화 

유산의 위 한 가치가 한민국 표 기관이라는 정체성이 전달 될 수 있는 디자인 

결과를 도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하나의 (개념적 차원의) 브랜드화 되어 국가의 

종합 문화 자산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증정용 기념품을 제작하였다.  

 

<그림 36> 국립중앙도서관 기념품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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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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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상 선정 

전용서체의 개발과 적용의 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글자 및 언어와 연관성이 

많은 기업을 찾도록 하였다. 글자는 정보(언어, 소리)를 기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인간의 기억이 보존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글자로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이론상으로 한계가 없다.  

 

인류의 문화는 말이 생기고 글자가 생기며 인쇄술이 발명되는 각각의 시기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말이 생기면서 의사 전달이 가능해졌고, 글자로 

인류의 역사를 기록에 남길 수 있었으며, 인쇄술의 발명으로 지식의 보편화가 

이루어져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류 문화가 가속적으로 진보할 수 있었다.  

이렇듯 문자와 책, 신문 등의 인쇄물은 인류 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자, 책, 인쇄물과 연관이 있는 기업 중에 브랜드를 개발 할 만큼 

상징적이며 외국인의 방문이 잦아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전용서체의 개발과 개발된 전용서체의 다양한 활용법을 제안하는 

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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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립중앙도서관 

한민국 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 년 10 월 15 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이후 도서관 시설이 협소하여 1974 년 12 월 2 일에 

남산의 옛 어린이회관 자리로 이전하였으나, 도서관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1988 년 5 월 28 일에 현재의 서초구 반포 로 201 으로 이전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국내외 자료의 수집 · 제공 · 보존관리, 국가서지 작성 및 표준화,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도서관 직원의 교육 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한 지도 · 

지원 및 협력,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 · 

연구, 그 밖에 국가 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 연구 업무수행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내에 도서관연구소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와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문헌 17 종, 

국립중앙도서관 귀중본으로 지정된 고문헌 933 종 3428 책, 2009 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양의학서 [허준의 동의보감], 세종 29 년(1447) 간행된 

최초의 한글활자 자료 [석보상절], 국내 최 의 족보장서, 3 만 5 천책의 족보, 고서와 

고문서 약 27 만점, 1900 년  이후의 잡지 창간호 등 한국을 표하는 여러 소장품을 

관리하고 있다.19  

 

<그림 37> 국립중앙도서관 L.I. 

                                                

19 http://www.nl.go.kr/nl/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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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서체개발 

1) 그래픽 모티프 - <석보상절> 

서체의 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표 소장품 중에 1970 년 12 월 30 일 보물 

제 523 호로 지정된 석보상절 [釋譜詳節]을 바탕으로 디자인하였다. 석보상절은 

1446 년(세종 28)에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가 사망하자,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석가의 전기를 엮게 하였는데, 석가보(釋迦譜), 법화경(法華經), 

지장경(地藏經), 아미타경(阿彌陀經), 약사경(藥師經) 등에서 뽑아 모은 글을 한글로 

옮긴 것으로, 1447 년(세종 29)에 완성한 것을 1449 년(세종 31)에 간행하였다.20 

국립중앙도서관은 권 6, 9, 13, 19 의 초간본 4 책(보물 523)을 소장하고 있다. 

 

  

 <그림 3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품 [석보상절] 

 

석보상절의 분량은 현전하는 권 24 의 내용으로 미루어 모두 24 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갑인자로 된 활자본이다. 당시의 활자 인쇄술로 미루어 많은 부수가 

                                                

20 [네이버 지식백과] 석보상절 [釋譜詳節]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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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더구나 임진왜란 ·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그나마 전해지던 

책도 없어져 현재 초간본은 권 6, 9, 13, 19, 23, 24 가 각 1 책씩 존재한다. 복각된 

중간본도 권 3, 11 의 2 책뿐이다. 석보상절이 학문적으로 갖는 가치는 첫째, 

불교학적인 면에서 당시의 불교를 조직화한 것으로 조선 초기의 불교학 수준을 

말하는 것이며, 최초의 번역 불경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둘째, 문학적인 

면에서 국문으로 된 최초의 산문 작품이지만, 세련된 문장이 유려하여 후 의 고전 

소설 등의 문체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어학적으로는 풍부한 어휘와 

이에 따른 어법 · 음운 · 표기법 등 15 세기 중엽의 국어 연구 및 한자음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서지학적으로는 ≪월인천강지곡≫과 함께 최초의 

국문활자본이란 점에서 값진 문화재로서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21 

 

위와 같이 소중한 자료인 석보상절은 이미 2013 년 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에서 개발한 석보체가 개발되었다. 활자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쓰임에 맞게 새롭게 만들었으며, 석보상절 글꼴 원형의 굵기를 그 로 따른 

‘석보체 보통’과 가늘게 보정한 ‘석보체 가는’ 두 가지 굵기로 개발되었다. 석보체는 

현재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수정도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석보상절의 활자에서 석보체를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그리드시스템을 

도출하여 영문과 한글 자음 · 모음과, 필요에 따라 한글 추가 글자를 그리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새로운 그리드를 이용한 ‘도서관체’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의 

훈민정음 서체의 모양을 하고 있다.  

 

 

                                                

21 [네이버 지식백과] 석보상절 [釋譜詳節] (두산백과) 



 

 

67 

 

 

 

 

 

 

<그림 39> 도서관체 한글용 그리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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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픽 모티프 – 책,  L.I. 

그리드 시스템의 개발로 서체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췄고, 추가적인 요소로 열린 책 

중간부분에 생기는 뾰족한 각과 둥근 각의 특징을 이용하여 직각과 둥근 각을 서체 

다향한 부분에 조형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림 40> 책의 그래픽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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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필 스케치 

 

 

 

 

 

<그림 42> 책의 펼친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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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디지털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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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L.I.에 있는 45 도 각도를 세로줄기에 이용하여 기타 

훈민정음체와 확실한 차별성을 두었다. L.I.에 있는 45 도 각도는 실제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관의 형태를 바탕으로 제작 된 심볼이다. 종합적으로 석보상절, 

책, 도서관, 이 세가지 아이덴티티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 44> L.I.에서 도서관의 전경을 상징하는 45 도 각도의 선 

 

 

 

 

<그림 45> 완성 된 도서관체의 ‘가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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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완성된 도서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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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도서관체 한글 자음 ·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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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도서관체 영문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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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입패밀리  

도서관체는 타입패밀리는 도서관 주변의 사이니지, 포스터, 현수막 등 헤드라인에 

어울리는 레귤러체를 기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관리하에 있는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의 전용서체인 라운드체를 포함한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그림 49> 왼쪽부터 도서관체_레귤러, 도서관체_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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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완성된 도서관체_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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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도서관에서 사용했던 도장들에서 보이는 심볼들을 글리프로 사용하여 

다른 서체들과 차별성을 주는 동시에 추후에 패턴 등으로 활용 가능한 도서관체만의 

아이콘으로서의 기능도 가능하게 했다.  

 

 

 

<그림 51> 국립중앙도서관 등록 도장 

 

<그림 52> 도장의 아이콘들을 활용한 글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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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용서체 활용 

개발된 두 가지 전용서체를 이용해 도서관의 전용서체를 문자 그 이상의 

오브젝트로서의 개발과, 중요한 그래픽 소재 중에 하나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도서관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다양한 요소들을 형태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서체의 조형성을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시킨다면 서체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서체의 인지도 상승은 물론 서체를 

기반으로 한 통합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용서체를 적용하는 아이템은 세가지 카테고리: 1. 내부 서식, 사이니지 등에 

사용되는 기능적 적용, 2. 서체의 조형적인 모티프를 다른 아이템에 적용시키는 

형태적 적용, 3. 서체를 이용해 패턴, 구성 작업을 하는 심미적 적용으로 나눠 

진행하였다. 

 

 

<표 3> 전용서체 적용 세가지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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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적 적용 

국립중앙도서관은 지하 1 층 지상 7 층까지 있는 본관과 지하 3 층부터 지하 1 층까지 

있는 디지털도서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렇게 큰 공간에서는 이용자의 네비게이션을 

책임지는 사이니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관에는 1 층부터 6 층까지 일반인의 

이용이 허용되고 있는데 다양한 안내문, 전시 포스터, 배너, 사이니지를 한가지 

서체로 통일한다면 모든 정보를 일관된 아이덴티티로 보여 줄 수 있다.  

 

많은 기업에서 전용서체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내부 사이니지에 전용서체를 

이용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이니지와 더불어 책을 읽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살려, 때와 장소에 연관된 글귀를 포스터로 제작하는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   

 

 

 

 

<그림 53> 사이니지 활용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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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사이니지 활용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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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사이니지 활용 예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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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이니지와 더불어 지식과 지혜의 모음인 책을 보관하고 정보를 후 에게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이용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아이템에 

서체를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문자가 개발되면서 책이 생겨나고 인간은 기록을 

책의 형태로 남기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모두 언어의 개발과 습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간에게 있어 언어는 모두와의 소통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언어 메모리 카드게임을 디자인하였다.  

 

언어 메모리 카드게임은 도서관 존재의 목적과 언어라는 중요한 소재를 내포함과 

동시에, 서체 하나하나의 특성을 보여주는 SPECIMEN BOOK 의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어린이 도서관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도서관체_라운드를 이용해서 

디자인하였다. 2~4 명이 함께 플레이 할 수 있으며, 모든 카드를 뒷면을 향하게 편친 

후, 카드를 뒤집어 똑같은 카드 2 개를 맞추는 간단한 게임이다. 한글과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56> 메모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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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메모리 카드 게임 (한글) 

 

 

<그림 58> 메모리 카드 게임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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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메모리 카드 게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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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적 적용 

도서관체는 3 가지 그래픽 모티프를 바탕으로 형태가 만들어 졌다. 석보상절의 

훈민정음체를 바탕으로, 책의 펼쳐진 모습을 형상화 한 둥근 각과 직각의 각, 그리고 

도서관의 외관과 로고에서 차용한 45 도 각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체에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그래픽 모티프의 형태적 특징을 서체가 아닌 도서관에서 이용객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물건에 적용하여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의 아이템을 

제작하였다.  

 

아이템의 선정은 현 시 의 문방사우라고 볼 수 있는 노트, 연필, 지우개를 

선택하였다. 노트, 연필과 지우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의 위치를 검색해서 그 

위치를 적기 위해 컴퓨터 옆에 항상 구비되어있는 물건이다. 기존의 육각 혹은 둥근 

연필에 로고가 찍혀있는 흔한 연필 신 서체의 조형성을 포함하여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형태의 오브젝트들을 도서관 곳곳에 배치하면 효과적으로 서체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한 통합아이덴티티 구축이 가능하다.  

 

세가지 아이템은 도서관체 ‘ㅁ’의 형태에서 보이는 둥근 각과 직각의 각을 형태의 

기본 모티프로 제작하였다. 이 형태는 두 번째 그래픽 모티프인 책의 열린 모습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형태이다. 연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습기제거에 탁월해 모든 

서가에 활용되는 오동나무를 이용해 만들었다. 사용자를 위해 꽂혀있는 연필을 보면 

일반 연필과 비슷하지만, 사용자가 연필을 잡는 순간 다른 연필과 다르다는 것을 

형태적으로 알아 챌 수 있다. 지우개와 노트 또한 똑같은 형태로 제작되어 일관된 

형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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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도서관용 연필과 지우개 

 

노트는 도서관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해서 

도서를 검색하는 컴퓨터 옆에 놓고 사용할 수도, 공부를 위해 챙겨오는 이용객도 있고, 

직원들이 기록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노트는 책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책의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국립중앙도서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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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중인 표적인 서적이자 서체의 그래픽 모티프였던 <석보상절>, 국내 최초의 근 

현  잡지 <소년>,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서적인 수학의 정석의 사이즈와 

페이지수를 동일하게 만든 노트를 제작하였다. 이 노트들은 이용객이 간접적으로 

역사성이 깊은 책들을 체험함과 동시에 양쪽 끝의 둥근 각을 통해 도서관의 

아이덴티티 또한 느낄 수 있다.  

 

<그림 61> 도서관용 노트 

 

<그림 62> 도서관용 연필, 노트 전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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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미적 적용 

도서관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타이포그래픽 패턴, 포스터, 등의 그래픽 작업 또한 

가능하다. 문자를 읽고, 쓰고, 배우는 공간인 도서관은 문자 중심으로 작업 한 

타이포그래픽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기에 좋은 장소이다. 도서관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문화를 담은 포스터와 패턴, 서체의 형태를 보여주는 포스터 등을 제작해서 

서체의 심미적 적용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시험 해 보았다.   

 

<그림 63>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십진분류법을 표현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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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십진분류법을 표현한 작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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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십진분류법의 볼륨 표기법을 확 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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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글리프를 이용한 패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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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도장, 수학의 정석의 청구기호, 훈민정음의 아래아를 이용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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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도서관체’의 개성을 보여주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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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전용서체 패턴작업 활용의 예 

 

 

 

<그림 70> 서울 학교 미술관 MoA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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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서울 학교 미술관 MoA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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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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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서체의 역사와 종류,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전용서체 개발로 성공적인 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는 몇몇 기업,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는 기업의 개성과 이념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전용서체의 활용이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효과를 기 하고 많은 기업이 전용서체 제작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서체 개발 이후의 활용법을 찾지 못해 내부 서식, 광고, 인쇄매체 등에만 사용 

할 뿐 그 외에 다른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최근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과 기업 홍보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며 

다양한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전용서체의 발전 가능성을 연구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다수의 전용서체가 개성없이 제작되어 타이포그래피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컴퓨터에 설치되어있는 기본서체와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와 더불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한 서체를 내부 서식에만 사용하여, 

이미지보다 중들의 집중도가 낮아 지속적인 노출로 문자의 형태를 알려야 하는 

서체를 중들에게 쉽게 인식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용서체는 개인의 목소리와 억양에 성격과 분위기가 담겨있는 것처럼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말을 중에게 문자로 전달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철학과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매체이다. 따라서 개발 단계부터 신중하게 기업의 철학과 

이념을 이해하고 어떠한 톤의 목소리를 중에게 전달하고 싶은지를 확실히 한 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서체들과 구분이 가능한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어야 

중들에게 쉽게 인식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나의 기업을 선정해 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있는 서체를 제작하고 이를 단순이 내부 서식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 기업의 가치관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양한 장소와 아이템에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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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했다. 아이템은 세가지 (기능적, 형태적, 심미적) 카테고리에 맞춰 다양한 

적용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렇게 개발 된 아이템은 기업 내부 사이니지는 물론, 

패턴개발, 형태의 동일성 등을 통해 서체를 활용해 하나의 공통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시도를 했다.  디자인 된 아이템들은 추후에 그 기업만의 스토리가 되어 

기념품 판매, 혹은 증정용 기념품의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패턴과 그래픽 작업은 

엽서나 자석, 포장지, 쇼핑백 등의 형태로 활용된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연구와 논문을 통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전용서체의 문제점은 

지적되어 왔지만 정작 개발된 전용서체의 활용방법에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용서체의 노출이 가능한 

기업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규모 사탕가게까지도 창의적으로 서체를 이용해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새로운 방식의 시각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 하며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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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초 록 

Dongchul Cho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 world flooding with brands, corporates are focusing to strengthen their identity. 

Corporate promotion has been around as a form of advertisement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history of advertisement goes back as far as to invention of letters and 

political advertising was found even in hierogplyphic ages. Since than, its’ form has 

significantly improved from simple advertising such as hanging signs, and sticking 

posters on the wall to using cuttign edge technology such as VR, media, and websites. 

In this fast changing field, corporates are seeing corporate public relation(PR) as a good 

substitution for advertisement. Corporate PR includes activities such as eco-marketing, 

back to society business, patriotism marketing, selling souvenirs, and free events for the 

public. As brand image became an important factor for choosing the product, 

corporates are developing new marketing strategies to improve their identity and their 

brand.  

 

During past few years, corporates have been developing custom fonts as a tool to 

express their characteristics just as how people have different handwritings. These 

developments have been sucessful in strengthening their total brand identity and 

improving awareness of the brand to the public. Custom fonts not only work as a form 

to transport literal message but also work as an artistic factor. In western society, 

custom fonts have been used since 1930’s when London Underground used John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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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face. From then many other corporations started to develop or select custom fonts 

for their corporates including IBM, Apple, Times, and Yale Univeristy, but situation 

was differnet in Korea. Korean font development was too much time consuming so 

custom fonts were hard to be developed before year 2000. As the condition for 

developing typeface got better, corporates such as KT, KT&G, Hyundai Card, and Jeju 

Island started to make custom fonts. Hangul means more than a language to Korea. 

Custom fonts have a possibility to give public a continuous and solid philosophy of the 

corporation through words. 

 

Researches on past cases about custom fonts have shown that custom fonts have 

improved companys’ image when corporates carry sucessful marketing strategy with 

their font. Other corporates started developing their custom fonts based on the past 

cases, but most of the fonts were limited in use to stationary, and advertisement. Also, 

many fonts have been developed without any strategy, so many do not vary in style 

which makes custom font hard to identify itself from other fonts. Utilizing visual 

communication marketing based on the custom font could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font which will power the use of custom font.  

 

In this thesis, I analyzed the current custom font situation and explored ways to utilize 

custom font more than just a font used in the corporation. Custom font shows 

corporates’ philosophy through their design. Using this font as a graphic motif for the 

corporate could give the audience long lasting experience of the corporates identity.  

 

 

KEYWORDS: Custom Fonts, Typeface design, Typography, Total Identity, Corpora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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