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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근대 인쇄술의 유입과 함께 라틴 알파벳 권역의 

타이포그래피 용법(이하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으로 통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개항 이후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한글 고유의 논리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쓰기 

방향이 우종서에서 좌횡서로 바뀌었으며 이를 계기로 문장부호와 띄어쓰기와 같은 

기존의 한글의 사용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소들이 개입되는 등 적극적으로 서구 

타이포그래피의 규율을 따르는 근대화를 겪게 된다.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400여 년 

동안 세로방향으로 쓰이던 관례에도 불구하고 불과 60여 년 사이에 한글의 사용은 

전면 가로쓰기에 맞춰지게 되었다. 이는 한글의 기계화, 표준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글 타이포그래피에는 문제점과 

오류들이 산재하게 된다.  

 근래, 본문에서 이탤릭에 대응하는 인용 및 강조를 위한 흘림체 적용 연구 

및 한글 활자체에 어울리는 문장부호 연구 등 과거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과 오류들을 한글의 역사적 자산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그 방향과 태도는 서구 타이포그래피 요소에 일대일로 대응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려는 것에 한정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세로쓰기에 맞게 정형되어온 한글 활자체의 

형태·구조적 특징에도 어긋나는 등 근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로짜기는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적 요소이지만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내면화를 통해 점차 잊혀지고 심지어 금기시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유입으로 인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쓰기 방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전까지의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수용과정을 거꾸로 뒤집어보도록 한다.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양식에 서구 

타이포그래피를 대응 시려는 시도로써, 다시 말해 세로짜기를 위한 라틴 알파벳 제목용 

활자체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시도의 목적은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발전과 수용에 

있어 일방적인 자세와 환경에 관한 전환적 발상의 개입으로 인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법을 둘러싼 인식의 환기에 있다.

주제어: 타이포그래피, 세로쓰기, 활자체 디자인

학번: 2012 - 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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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 Univers의 구성

[그림74] 동일한 크기의 Sitka의 모습. 

[그림75] 기존 활자가족의 구성(오른쪽 상단)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활자가족의 구성(왼쪽)

[그림76] 가변 폭 서체(오른쪽 상단)와 가변 높이 서체(왼쪽)의 모습

[그림77] 모듈에 따른 높이  1.0, 1.5, 2.0, 3.0, 4.0, 6.0 (왼쪽에서부터)

[그림78] 모듈에 따른 높이 활자체 구성의 예

[그림79] 활자체의 세부모습 Light, Regular, Bold (왼쪽에서부터)

[그림80] 활자체의 세부모습

[그림81] 3가지 weight, 6가지 height로 구성된 활자가족 전체 총 468개 알파벳

[그림82] A의 높이비교, 확대 모습

[그림83] C, V, X, M regular와 bold height별 비교 모습

[그림83] bold M, X  비교 모습

[그림84] bold V, C  비교 모습

[그림85] 한글, 한자와 섞어짜기의 예

[그림86-89]  최종 작업 전시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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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글 명칭의 변화 과정 - 출처: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돌베개, 2011

[표2] CSS Writing Mode의 개념 - 출처: http://www.w3.org/TR/2014/CR-css-writing-modes-3-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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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한글과 라틴 알파벳이 함께 사용될 때 세로쓰기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틴 알파벳의 쓰기 방향에 따라 불필요하게 가로로 쓰인 한글의 사례는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이 이미 관습화되어버린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는 400년 동안 세로쓰기를 통해 축적된 역사적 자산을 포기하는 바와 같으며 

세로와 가로 모두 가능한 자유로운 쓰기 방향이라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을 스스로 제한하는 꼴이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문자사용 전반을 둘러싼 기술· 

환경적 제약이 무화된 현재, 기존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자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많은 시도들이  

눈에 띄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한글 세로짜기의 의미와 

가능성이 재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유입으로 인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전까지의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수용과정을 거꾸로 뒤집어 봄으로써 세로짜기를 위한 라틴 알파벳 제목용 

활자체 연구를 시도해본다. 이러한 시도의 목적은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발전과 

수용의 일방적인 자세와 환경에 관한 전환적 발상의 개입으로 인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법을 둘러싼 인식의 환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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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및	범위의	제한	

주된 연구의 대상은 한글 활자체와 라틴 알파벳 활자체이다. 지역적·문화적 

경계를 넘어 현재 한글과 라틴 알파벳과의 혼용은 필수적 상황일 정도로 

현대의 한글 문자 생활 전반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글 활자체와 함께 라틴 알파벳 활자체를 다루고자 한다.

 창제 이후 한글 활자꼴의 변천 과정과 현대 한글에서의 사용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취합된 특징과 디지털 활자체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라틴 

알파벳 활자체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범위이다.

 오랫동안 가로로 쓰여 오던 라틴 알파벳을 하루 아침에 세로로 바꾸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문자 생활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한 활자체 개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앞서 

1.1. 연구 배경과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 작업의 범위는 일반적인 인쇄매체가 아닌 도로표지판, 간판을 

비롯한 건물 외벽의 사인물과 같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정보 전달에 있어 

공간의 제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 사용되는 제목용 서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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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정의

쓰기	방향	writing	direction	

문자를 써나가는 방향. 혹은 문자가 배열되는 방향. 서자 방향書字方向.

세계에 존재하는 문서는 그 언어 및 표기 문자 체계의 조합에 따라 

문자를 써나가는 방향이 다르다. 이 방법은 크게 가로쓰기:횡서橫書와 

세로쓰기:종서縱書로 나뉜다. 가로쓰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좌횡서左橫書와 그 반대로 쓰는 우횡서右橫書로 나뉘고, 세로쓰기에는 

행갈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좌종서左縱書와 그 반대로 하는 

우종서右縱書로 나뉜다.

세로쓰기	vertical	writing 

글자를 세로(위에서 아래)로 쓰거나 입력하는 방식. 주로 전통적인 필기 도구인 

펜과 붓을 이용한 수기에 해당한다. 같은 세로 방향이라 할지라도 글줄의 

진행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는 좌종서左縱書이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우종서右縱書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한글을 다루는 본 연구에선 

한글, 가나, 한자의 진행방향인 우종서를 기본으로 둔다.

세로짜기	vertical	typesetting	/	vertical	text	layout

활자를 세로(수직)방향으로 조판하는 일. 주로 인쇄공정에서 나무나 금속으로 

이루어진 활자를 이용하여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세로짜기의 경우에도 역시 

우종서를 기본으로 한다.

가로쓰기	horizontal	writing 

글자를 가로로 쓰거나 입력하는 방식. 가로쓰기는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우횡서右橫書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좌횡서左橫書로 

나뉜다. 라틴 알파벳의 쓰기 방향인 좌횡서左橫書는 전 세계 현재 대부분의 

유럽과 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일부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에서 모두 

좌횡서로 사용되고 있다. 한글과 라틴 알파벳 타이포그래피를 다루고 있는 본 

연구에서 좌횡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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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짜기	horizontal	typesetting	/	horizontal	text	layout

활자를 가로(수평)방향으로 조판하는 일. 주로 인쇄공정에서 나무나 금속으로 

이루어진 활자를 이용하여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가로짜기의 경우에는 

좌횡서를 기본으로 한다.

글씨와	활자	writing	and	type

글씨와 활자는 모두 글자letter의 한 종류로 그 안에 포함된다.
1
 손으로 쓴 

글씨writing와 비교했을 때 활자type는 인쇄를 위해 도안된 글씨이며 전형적인 

모습으로는 사각 기둥 형태의 소재에 글자를 양각으로 새긴 것이다. 

글씨체와	활자체	handwriting	and	typeface

글씨체와 활자체는 글자체letterform에 포함되며 활자체typeface는 기록 표시, 

인쇄 등의 글자 조판을 위해 통일적 개념에 따라 제작된 구조의 글자 또는 

기호의 모양 활자면에 있는 활자로 찍혀진 특정한 한 벌의 글자 성격을 말한다.
2

정음(正音)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줄임으로 바른 소리란 뜻을 가진다. 한글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건 1910년에 이르러 주시경에 의해서다.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유입에 의한 한글의 변화양상에 대해서 다루는 본 논문에서는 보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1446년 창제 이후부터 1864년까지 옛활자 시대의 한글을 

활자체와 같이 조형적 특징을 다루는 부분만을 제외하고 정음이라 부르기로 

한다. 

라틴	알파벳	Latin	alphabet	

글자시스템의 이름으로 현재 영어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언어를 비롯하여 

베트남어, 터키어, 인도네이사어까지 표기하는 글자체계이므로 ‘영문’이라는 

1. 유지원, 「라틴 알파벳의 이탤릭체와 한글의 흘림체」, 『글짜씨 1-280』 ,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안그라픽스, 2010, p.114

2. 유지원,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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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옳지 않다. 알파와 베타로 시작하는 표음문자인 동시에 음소문자 체계인 

‘알파벳’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가운데 고대 로마시대에 라틴어를 표기하기 

위해 새로 확립된 알파벳 체계가 바로 ‘라틴 알파벳’이다.
3

쓰다	write	

인류가 문자를 사용한 이래 문자를 둘러싼 행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손글씨 문화와 활자 조판 관습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타자기의 등장 이후 ‘타자를 친다’ ‘키보드를 

누른다’ 등의 새로운 표현이 추가되어 문자를 이용한 문서의 작성을 다룰 

때에도 상당히 다양한 기원의 표현들이 사용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레포트를 

쓴다’ 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종이 위에 연필로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 자판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입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엄밀한 구별에 의해 사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4
 본 논문에서는 문자의 입력행위를 ‘쓴다’로 통칭하기로 한다.

하지만 활자를 이용한 조판과 같이 그 행위의 과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짜기’로 

표기하기로 한다.

3. 유지원, 위의 논문

4. “활자란 집어 들어서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것이다” Type is something that you can 

pick up and hold in your hand. 영국의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인 해리카터 Harry Carter는 

1968년 저서 『초창기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고찰, 1600년경에 이르기까지』에서 이렇게 

운을 뗐다. 프레드 스메이어스는 『라이프치히 서체와 서체수업 100년』을 소개하는 같은 

제목의 서문에서 오늘날 활자는 여전히 손으로 집어 들어서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것이지만 

해리 카터가 이야기했을 당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활자가 눈에 드러나는 

방식이 금속이나 다른 어떤 종류의 물질과의 연관성을 잃어버렸다는 것, 즉 활자 자체가 

활자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비물질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 유지원 역, 『글짜씨 

545-736』,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안그라픽스, 2011, 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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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 이전의 한글과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법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인 김진평은 활자체 변천 과정을 기준으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시대구분을 제안한다.

옛활자 시대 : 1443-1863

새활자 시대 : 1864 - 1949

원도활자 시대: 1950 - 19891 

 

한글 활자체의 옛활자 시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조활자 및 나무활자로 

서책을 인쇄하던 시대로서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된 해를 기점으로 하여 

1863년 철종 말년까지의 421년 동안을 가리킨다. 근대 인쇄술과 함께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이 유입되는 시기는 이 다음 시대로 분류되는 ‘새활자 시대’로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1.1.	정음과	한자의	관계

훈민정음은 한자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 당시의 

모든 문자 생활이 오직 한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나 

당연하다. 노마 히데키에 따르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한반도에서 모든 ‘쓰인 

언어’는 한자와 한문이었다. 즉 문자란 한자 그 자체를 일컫는 것이었다. 당시의 

정음은 언문諺文으로 불리며 식자층으로부터 경시되었다.[표1] 이에 따라서 

한글은 한자의 쓰기 방향인 세로짜기를 의도하여 만들어졌다. 한글 활자체에서 

세로줄기가 강조되는 것은 그러한 점을 잘 말해준다. 이 밖에도 정방향틀안의 

모아쓰기 구조 또한 이러한 관습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훈민정음에 사용된 활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자와의 공존를 염두에 두면서도 한 편으론 한자와 달라지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훈민정음』 [그림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창제 초기의 한글 

1.　김진평, 「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 고김진평교수 추모논문집 발간위원회, 

『한글조형연구』, 1999,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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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훈민정음』1446, 목판본  - 창제초기체 [그림2] 『용비어천가』1447, 목판본  - 창제초기체 

[표1] 한글 명칭의 변화 과정 

1.   훈민정음: 세종 때의 공식 명칭.

2.   정음 正音: 훈민정음을 줄여 쓰던 이름. 훈민정음 정인지 글에,    

'정음 스물여덞 자'라고 하였고, 『석보상절』 서문에나타난다.

3.   언문 諺文: 창제 때부터 최근까지 쓰던 것으로 '우리 글','우리말'의   

 뜻으로 쓰인 이름. 최만리의 상소문에 21번 나타난다.

4.   언서 諺書:  한문을 진서라고 높여 부른 것에 대칭하여 우리 글을 일컬음.   

이수광의 『지봉유설』 등에서 나타난다. 

5.   언자 諺字:  이익의 성호사설에 나타난다.

6.   반절 半切:  연산군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름. 최세진의 『훈몽자회』범례에,   

"언문 자모 속 소위 반절 이십칠 자"라고 하여 나타난다.

7.  암클: 선비가 아닌 부녀자들이나 쓰는 글이란 일컬음.

8.   중글: 승려들이 불경을 번역하고 가르폈다고 일컬음.

9.   상말글: 한문이 양반 글이므로 한글은 상놈들 글이라고 일컬음

10.  국문: 1894년 이후 일컬음

11.  가갸글: 가갸날을 정했던 1926년 전후에 부르던 이름

12.  그 밖: 아문 我文, 우리 글, 조선글, 한국글, 배달글, 한자 韓字라는   

 이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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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는 모든 줄기의 굵기가 같으며 붓으로 생기는 돌기
2
가 없고 직선, 사선 

그리고 정원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형태를 그 특징으로 가진다. 한자를 붓으로 

만들어진 선線에 의한 문자라 할 때, 붓 쓰기를 거부한 정음 자획의 모습은 

한자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知으로부터 달라지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3

1.2.	한글	활자체의	변천	양상

인쇄된 글자가 손글씨보다 먼저 등장하게 된 문자인 한글은 다른 문자의 

발전양상과는 달리 ‘활자체 - 붓글씨 - 활자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창제로부터 

약 200년이 흐른 뒤에 간행된 『가례언해』의 활자체를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글자의 곳곳에서 보이는 꺾임과 맺음은 붓글씨의 영향을 말해주고 있다. 

 『오륜행실도』에 쓰인 활자체에서는 오늘날 한글 활자체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붓글씨적 성격이 두드러지면서도 줄기의 굵기와 돌기, 맺음 등의 

줄기 성격이 통일되고 있으며 한자 활자 정리자와 어울리도록 작은 크기의 

붓글씨체적 응축된 짜임새의 구성으로 이전까지 활자체와 크게 구별된다.
4

 한글 방각본 『삼국지1』 목판 글자체는 흘림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5
 

오륜행실도의 활자체에서 보여진 균일한 짜임새가 흐트러진다는 평을 듣기로 

하나 붓의 자유로운 곡선이 강조된 초기 궁체 흘림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정체의 형태감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흘림체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감 있는 본문용 활자체로 보인다. 이렇듯 한글의 모습은 창제초기의 

기하학적 형태구조와 붓글씨의 상호적인 영향을 받으며 한글 활자체의 

정형定型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2.　명조체 한자 '一'의 획 끝에 있는 삼각형을 일본 인쇄 용어로는 '우로코' 비늘鱗이라 

한다. -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돌배게, 2011, p.4 

3. 노마 히데키, 위의 책, p.331

4. 김진평, 앞의 논문, p.129

5. 김진평, 앞의 논문,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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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명성황후 친필편지』 1662년, 필사본 
- 교서관기체

[그림4] 『한글 소설 삼국지』 1859년, 목판글자체  
- 옛활자체 말기

[그림5] 『가례언해』 1632, 목판본  - 난후복구기체 [그림6] 『오륜행실도』 1797년, 놋쇠 혹은 나무활자본 

- 정형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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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조와	인용의	용법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유입 이전의 한글 및 한자의 전통 문서에는 

지면상에서의 돋보임과 위계의 표시등 정보를 다루는 고유한 방식이 

존재했었다. 이복규는 「우리의 옛 문장부호와 교정부호」에서 

근대 이전의 인쇄물에서 10종류의 문장부호를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6
 

— 강조: 강조를 위한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보인다. 첫째, 검은 바탕에 흰 글자로 

반전되도록 음각한 음문자陰文字를 사용했다. 이것을 ‘먹으로 에워싼다’는 뜻의 

묵위墨圍, 또는 묵광墨匡이라고 불렀다. 책의 제목, 소제목, 각종 주석과 주해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별기호였다. 둘째, 붉은 색 먹인 주사朱砂를 이용하여 글자를 

빨갛게 인쇄했다.

— 위계: 큰 글자 하나의 폭에 작은 글자 두 개가 들어가도록 하여 크기를 구별했다. 

전통인쇄 시대인 19세기 중반까지의 한글 및 한자 활자체에는 큰 자, 중간 자, 작은 

자의 크기 차이가 있어, 조판할 때 본문 내용에 위계를 두었다. 이는 세로로 박힌 사이줄 

안쪽에 바둑판처럼 활자를 끼워 넣는 전통 조판에 사용했던 방식으로, 가로로 글줄을 

흘려 넣는 오늘날의 한글 디지털 조판환경에는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 인용: 인용을 위한 경우에는, 부호를 쓰거나 특별한 표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7

 

한글의 활용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세로방향은 절대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모든 부분에서 쓰기 방향은 우종서였으며 오직 현판만이 우횡서로 

쓰여졌데 이는 글자가 쓰일 공간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 예외가 관습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에 존재했던 

문자(한자)의 일반적인 사용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는 서구로부터의 근대 인쇄술 

유입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6.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단락구분표 2) 구두점 3) 사성표 4) 드러냄표 5) 거침표 

6) 자거듭표 7) 묶음표 8) 따옴표 9) 높임표 10) 완결표, 이복규, 「우리의 옛 문장부호와 

교정부호」, 『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Vol. 9 No.1, 1996

7.　유지원, 「라틴 알파벳의 이탤릭체와 한글의 흘림체」, 『글짜씨 1-280』 ,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안그라픽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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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도산서원陶山書院의 현판,  선조가 사액(賜額·임금이 직접 현판을 내림)하여 한석봉이 썼다고 전해진다.

[그림7] 『홍무정운』(1455), 나무활자본
음문자와 함께 두 가지 크기의 글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8]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1455)
검은바탕의 흰 글씨가 나타나는 음문자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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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수용으로 인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변화

근대식 연활자와 활판인쇄술은 1883년(고종20년) 10월 박문국과 광인사공소가 

설립되면서 일본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이 유입되는 

건 1864년에서 1949년 사이의 새활자 시대
8
 에 해당한다. 

2.1.	근대	서구와의	접촉을	통한	한글의	탄생

또한, 이 시기는 인쇄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서구의 사상과 문물이 

밀려오는, 이른바 대전환의 시기였다. 1446년 창제 이후 언문이라 불리며 

사회·문화적으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한문에 밀려있던 정음
9
은 이 시기의 

근대적 국가의 형성과 맞물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개화파 지식인들(사실상 

다양한 주체)에 의해 국문으로서 호출된다.
10
 당시 조선이 근대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타국과 대칭되는 표상들을 만들어내야 했다고 하는 황호덕의 

설명은 이를 잘 반영한다.

비서구 세계는 시간적 지체감, 직선적 시간관을 근거로 문명화 근대화를 기획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문화 간의 ‘차이’가 시간적 지체감으로 경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차이가 지체가 아닌 지체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환 가능한 표상을 

만들어내야 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장기나 유니언 잭에 대칭되는 

태극기가 있어야 했고, 외무 대승이나 프랑스 공사에 대칭되는 전권 대신이 있어야 

8.　“새활자 시대: 1864 - 1949 근대식 서양의 활판술과 납으로 주조되는 전태식 

활자인 새활자가 수입되어 전통적인 옛활자와 교체됨으로써 모든 서책은 판형과 판식이 

근대식으로 바뀌어간 시대로 개화기를 맞는 대원군 집정 원년인 1864년부터 6.25동란 

직전인 1949년까지의 86년 동안을 가리킨다.” - 김진평, 앞의 논문, 1999, p.116

9.　15세기 한글이 창제되었을 때는 이를 훈민정음 또는 정음이라 불렀다. ‘한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에 이르러 주시경에 의해서다. 

10.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2011,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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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일본어나 영어 혹은 불어에 대한 ‘조선어’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11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정음은 라틴 알파벳 문자문화권의 글쓰기 양식에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띄어쓰기, 문장부호, 좌횡서 등의 

글쓰기 양식을 가지게 된 ‘한글’로서 발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2.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법에	미친	선교사	집단의	영향

이 시기의 한글을 논하는 데에서 기독교 선교사와 조선어 학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들의 관계는 구자은의 연구
12
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그는 한글전용 

및 가로짜기를 주창한 조선어학회의 주축이 된 대부분의 인물들이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점을 짚어내며 근대 한글 

사용의 태동기에 선교사와 조선어학회가 긴밀한 관계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밝힌다. 다음 글에서 선교사들과 한글과의 만남의 필연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온 애초부터, 그에게 초기 천주교 선교사의 『한불자전』과 

문법서란 마땅히 계승해야 할 ‘위업’ 그자체로서 인지되었다. 이것들을 계승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개신교보다 이른 시기에 조선에 들어와 문법과 사전을 

보유했던 천주교는 “한국어에 능통한 선교사”, “한글 천주교 문학 관련 소책자”, “성당 

건축의 기획”, “천주교 신학교와 학생들”을 ‘이미’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계승이란 

우려의 표현이기도 했다. “만일 개신교가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교도들 대신 

천주교도들을 개종시켜야 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1861.1.31) 입국 초기부터 사전 

발행과 문법서의 간행은 언더우드에게 있어서 중요한 업무였던 것이다.13

	

11.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 타자 교통 번역 에크리튀르』, 소명출판, 2005, 

p.146

12.　구자은, 「한글 가로짜기 전환에 대한 사적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시각디자인전공, 2012

13.　황호덕,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2권 언더우드, 『한영ㅈ뎐』(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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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글에	수용된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들

가로쓰기, 띄어쓰기, 문장부호, 장체들은 이 시기를 거쳐 한글이 내재화하게 

된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들이다. 장체長體를 제외하고 가로쓰기를 비롯하여 

띄어쓰기, 문장부호는 정서법에 해당하는 요소들이다. 송명진은 근대 초기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난 근대성의 발현 양상을 다룬 그의 연구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정서법, 활자, 편집으로 분석의 편의상 구분하였고 정서법이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발명’된 한글의 독특한 

역사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인쇄 기술 발달 이전에 이미 문자체계가 확립된 

서구 타이포그래피와 달리, 한글의 체계적인 확산 및 정착과 근대적인 인쇄술의 

발전이 유사한 시기에 겹쳐진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14

	 2.3.1.	가로쓰기

프랑스인 페롱Férron(1827-1903) 신부에 의해 육필로 작성된 『불한사전 

(Dictionnaire Francais‐Coreen, 1868)』은 최초의 프랑스어-한국어 

이개어(二個語) 사전이며 가로짜기 한글이 사용된 첫 번째 서적이다. 본문은 

프랑스어를 나타내는 라틴 알파벳 사이 사이에 한글이 들어가도록 구성되었다. 

한글이 단어나 음절 단위로 삽입되어 소극적 가로짜기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불한사전』과는 달리 이후 등장한 조선어 학습서들에선 문장을 병기한다거나

[그림11] 그 목적에 따라 점차 가로짜기 한글의 모습이 뚜렷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조선인이 편찬한 최초의 가로쓰기 책은 1895년 편찬된 『국한회어』 

(필사본)라는 국어 대역사전이다. 이 책의 가로쓰기 역시 선교사들이 간행한 

서적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거의 모든 이개어 사전들은 편찬 주체를 가릴 

것 없이 가로쓰기로 조판된다.

이 책의 서문에 '자행字行은 종좌달우從左達右하며 간차簡次는 자하철상自下徹上하야 

외국책外國冊을 방倣하고'라고 하고 있어서 가로쓰기를 설명하고 이 방식은 외국 

문헌을 본뜬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때의 외국은 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가로쓰기는 잘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14. 송명진, 앞의 논문,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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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페롱(1868) 
『불한사전(Dictionnaire Francais-Coreen)』

[그림11] 언더우드(1890) 
『한영문법(An Introduction to Korean Spoken 
Language)』

[그림12] 로스(1877)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

[그림13] 로스(1882)
『조선어 회화(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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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字行은 종좌달우從左達右하며’는 곧 ‘글자와 행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란 

뜻이고, ‘간차簡次는 자하철상自下徹上하야’는 결국 가로쓰기의 결과로 생겨난 것인데, 

즉 글씨는 가로쓰기로 하되, 올림말의 배열은 위에서 아래로, 즉 종으로 배열하고 그 한 

단이 끝나면 다음 오른쪽 단의 위로 올라가도록 배열하였다는 것입니다.15

	 2.3.2.	문장부호

오늘날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구식 문장부호는 1800년대 

후반 일본을 거쳐 유입되었다.
16
 서구 선교사들의 조선어 학습서를 시작으로 

19~20세기에 이르러 문장부호는 한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17
 

문장부호는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그 후 5번의 

개정을 통해 규정되었고, 오늘날 사용하는 것은 문교부에서 1988년 발표한 

한글 맞춤법이다. 현재 문장부호는 한글 맞춤법에서 부록에 실려 있으며 

1. 마침표, 2. 쉼표, 3. 따옴표, 4. 묶음표, 5. 이음표, 6. 드러냄표, 

7. 안드러냄표로 나뉘어 그 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2.3.3.	장체長體

장체는 글자너비가 표준정체보다 좁은 길쭉한 글자체를 말한다.
18
 세로쓰기의 

경우 이와는 반대인 평체가 존재했다. 근대 이전의 옛활자 시대의 자료에서 

평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로짜기 지면으로 개편되기 이전의 

신문용 서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글 장체의 첫 등장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인 존 로스Ross(1841-1915)가 편찬한  「조선어 회화 

(Korean speech : with grammar and vocabulary, 1882)』에서 발견된다.
19
 

 

15. 홍윤표, 『한글 이야기 1 - 한글의 역사』, 태학사, 2013

16. 김병철, 「한국구두점기원고」, 한국학보, 3권 4호 p.106

17. “한글과 함게 사용된 최초의 문장부호는 선교사 언더우드H. Underwood가 지은 

조선어 학습서인 『한영문법(An Introduction to Korean Spoken Language, 1890)』에서 

발견된다. 어절형 띄어쓰기 뿐만 아니라 로마자와 같이 내어짜기 된 단락과 서구식 

문장부호의 사용이 눈에 띈다.” 구자은, 앞의 논문, p.60

18. “장체”- 『타이포그래피 사전』,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안그라픽스, 2012, p.416

19. 구자은, 앞의 논문,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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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체와 평체 모두 한정된 공간 상에서의 정보 전달을 위해 자연스럽게 등장한 

글자꼴의 종류이다. 하지만 사진식자 도입 이후의 무리한 글자꼴의 왜곡은 그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한다. 

 2.3.4. 띄어쓰기

최초의 한글 띄어쓰기의 등장은 1877년에 간행된 로스Ross의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국어 입문서 특성상 

영어의 진행에 한글이 맞춰진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띄어쓰기가 이루어진 

건 『독립신문(1896)』부터라고 볼 수 있다. 홍윤표는 『독립신문(1896)』에서 

띄어쓰기가 이루어진 이유는 국한문 혼용에서 한글전용으로 변해가면서 생긴 

중의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20
 

 

20. 홍윤표, 「홍윤표의 한글 이야기 7 - 띄어쓰기는 언제부터 왜 하기 시작했을까요?」, 

국립국어원 - 쉼표 마침표, 2014년 8월에 검색, http://news.korean.go.kr/  

[그림14] 『독립신문』(1896) [그림15]  『초등 국어 교본』, 조선어학회(1945), 군정청 
학무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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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근대	한글이	맞이한	상황적	한계

국가 문자로서 한글의 위치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하게 된 근대 인쇄술을 

비롯한 서구 문물들과 급박하게 전개되는 사회적 상황들은 한글 고유의 

타이포그래피 용법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술 및 문화가 충분히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조선에 비해 일찍 

근대 문물을 받아드린 이웃 국가인 일본이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는데 이는 단순한 기술의 관습적 답습
21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조선이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전환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한글 전용(가로쓰기) / 국한문혼용(세로쓰기) 논쟁을 들 

수 있다. 국한문혼용와 세로쓰기는 한글 전용 옹호론자로부터 ‘한자시대의 

유물’, ‘일제의 잔재’ 등 청산해야할 과거의 유산으로 칭해졌다.
22
 그 배경에는 

일제 식민지기를 경험했던 한반도 내의 정치적 상황과 새로운 시대의 질서로 

등장한 미군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군정 시절 대표적 한글 

전용론자인 최현배는 편수국장을 역임하며 한글 가로쓰기 국어 교과서 제정에 

관여했다. 이른바 ‘한글 세대’의 탄생이 계기를 마련하게 된 한글 전용 정책의 

시작으로 결국 한반도의 문자 사용 양식은 한글전용과 가로쓰기로 흘러가게 

된다.

21. 예로 한글 조판 시 마이너스 자간을 설정하게끔 하는 고정폭 활자 시스템을 말할 수 

있다. 김진평이 「한글의 글자꼴과 그 관계집단」(1987)에서 언급했듯이, 서구 인쇄술을 

도입한 일본의 활판술, 이른바 정네모틀의 1자 1각 단위로 토착시킨 조판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여 여기에 한글 활자를 적용한 것이 그 시초였기 때문이다. 

22. 하지만 박노자와 같은 이는 한글 전용의 이면을 꼬집기도한다. “미·일만큼의 교육 

발달도 당장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자 계통의 고등 어휘를 ‘순 조선화’할 수도 없었던 

서재필과 같은 계몽주의자들은, ‘국문’을 외쳐봐야 결국 한자어를 한글로 적는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 박노자, 「박노자 칼럼 - 한자만 나오면 ‘자아분열’」, 『한겨레 21』, 
2006년 10월 20일 제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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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으로	인한	문제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3.1.	문장부호

3.2.	가짜	장체

3.3.	마이너스	자간	

3.4.	가짜	이탤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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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으로 인한 문제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유입 이후 한글은 라틴 알파벳 타자기의 타자 

속도보다 빠른 세벌식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는 등 기계화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전산 입력 체계 기술 개발의 성취로 인해 컴퓨터 환경에 안착하며 

표면적으로는 안정화된 듯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오류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오늘날 많은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자들과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관심을 보이며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1.	문장부호

김강수는 그의 연구에서 한글 문헌의 조판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 문장부호의 

처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에 의하면 한·중·일 가운데 우리 

문헌만이 문장부호에 영문자 부호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글 폰트와 영문자 폰트의 베이스라인 불일치, 디자인 컨셉의 불일치, 그리고 

문장부호의 시각적 효과의 상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23
 심우진은 

실제 타이포그래피 실무상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기술한다.
24

〈한글 + 라틴  문장 부호 조합〉상의 문제

- 상이한 나열 구조로 인한 글자면 높낮이 차이

- 글자틀imaginary frame 너비의 차이

- 글자틀 대비 글자면typeface 크기의 차이

22　김강수, 「한글 문장부호의 조판 관행에 대하여」, The Asian Journal of TEX, Volume 

1, No. 1, April 2007

23　심우진, 「한글 타이포그라피 환경으로서의 문장부호에 대하여」, 『글짜씨 993-1176』,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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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전각 문장 부호 조합〉상의 문제

- ‘글자틀 내 글자면 위치’ 표준 부재

- 조판 표준 부재

- 번거로운 입력

- 구체적 문제 사례: 꺾쇠 괄호 〈 〉

- 산술 기호와의 일관성 문제

- 정보 변질 가능성

- 폰트 호환성 저하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글리프 제작상의 표준, 조판상 표준의 

미비함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1. 문장부호 관련 표준 지정, 

2. 문장 부호 클래스 지정, 3. 모듈화된 비례폭 지정을 제시한다. 

3.2.	가짜	장체

가장 일반적인 인쇄매체인 신문을 예로 들었을 때, 최정순의 신문명조는 

세로짜기 전용 또는 세로·가로짜기 겸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로짜기 

전용 글자꼴 개발이 필요했다. 가로짜기 전용 글자꼴 개발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많은 신문사에서는 디지털 윤곽선 폰트의 장평을 변형하여 

장체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폰트의 장평을 강제적으로 줄이면 가로 줄기는 

그대로이지만 세로기둥은 굵기가 가늘어지게 된다. 그 변형률이 10%내외이므로 

본문의 경우 육안으로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제목의 경우, 때에 따라 

20~30%까지 변형하는 경우가 있어 글자의 왜곡이 심해진다. 글자꼴의 

조형미와 완성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나 당시에는 모든 

신문에서 만연하게 사용되었고, 신문에서의 영향으로 일반 사용자들 또한 

2000년대 초반까지 고민없이 잡지, 단행본 등의 인쇄물에서도 글자꼴의 비례를 

변형시켜 사용하였다.

 가로짜기가 본격화되면서는 세로짜기 신문의 활자와는 달리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길쭉한 비례의 진짜 장체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산돌커뮤니케이션이 함께 가로짜기 전용 디지털 윤곽선 폰트 ‘조선명조’를 

개발하였다. ‘조선명조’는 910 x 1000 비례의 장체로 개발되었고 한자 포함 통 

26,195자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도 가로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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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의 개성 있는 대표글자꼴을 개발하였다. 

	

3.3.	마이너스	자간	

한글 활자체를 이용하여 조판 시 자간값을 마이너스로 주는 것은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일 정도로 일반화된 관행이다.

그 이유는 바로 김진평이 「한글의 글자꼴과 그 관계집단」(1987)에서 

언급했듯이, 한글 활자체가 정네모틀의 1자 1각 단위로 정형화한 일본의 활판술 

그대로 도입하였고 바로 이것이 디지털 글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 

활판술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세로짜기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너비 체계(가로 폭)보다는 높이 체계(세로 폭)의 공간 배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고정폭의 사용이 더 용이했을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2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제시되는 것은 바로 

가변폭 서체의 개발이다. 고정폭 활자체처럼 동일한 폭width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형태별로 그룹을 나눈 뒤 그룹별로 글자의 폭을 적용하는 방식의 

가변폭 서체는 이미 시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샘물체, 가는 안상수체와 

같은 탈네모꼴 서체에서부터 윤명조, 윤고딕과 같은 본문용 서체까지 다양한 

서체가 가변폭을 지원하고 있다.

 ‘윤고딕 700’은 획의 굵기에 따라 글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비례폭 

활자체로 가변폭 서체에 이어 한글 타이포그래피 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모아쓰기를 하는 한글의 특성상 획의 굵기가 굵어질수록 ‘밝’과 같이 

요소가 많은 글자의 경우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25.　권은선, 「글자너비 변화와 가독성의 상관관계」, 『글짜씨 737-992』,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지, 안그라픽스, 2011, p.772

[그림21] 윤고딕 710과 790의 가로 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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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짜	이탤릭

가짜 이탤릭이란 문서편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기계적으로 한글 

활자체를 억지로 기울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짜 장체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바른 한글 장체’가 개발된 것에 비해 

‘한글 이탤릭’의 경우 그에 대한 요구에 비해 특별한 대안이 가시화되지 않은

점이 그 차이이다. 

유지원은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의 가짜 이탤릭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글은 라틴 알파벳과는 글자시스템의 구조와 둘러싼 환경이 달라 이탤릭체의 전통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탤릭체와 시각적, 의미적 등가성을 가지는 한글의 

타이포그래피적 도구에 대한 요구는 계속 높아져 왔다. 그에 따라 한글활자체를 

기울이기만 함으로써 이탤릭체와 같은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tv자막, 광고, 간판 등에서 빈번히 나타날 뿐 아니라 심지어 전문적인 타이포그라퍼가 

디자인한 인쇄매체와 서적 본문 타이포그래피에서도 등장한다. 그러나 특히 본문에서 

억지로 기울임을 주는 것은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자 시스템의 고유성에 어긋나고, 

조형적 측면에서는 글자 형태를 왜곡시킨다.26
 

또한 그는 위의 대안으로 한글 본문 기본형 활자체의 일원으로서 흘림체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정영훈의 「한글 폰트에서 강조 및 인용을 표시하기 위한 가족체 

디자인」
27
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연구를 통해 한글로 조판된 글에서 문장부호가 

많이 쓰이는 이유를 라틴 알파벳의 이탤릭체에 호응할 ‘한글 이탤릭’의 부재로 

판단했고 흘림체를 ‘한글 이탤릭: 본문 강조용 서체’로 개발하고자 했다. 하지만 

세로로 쓰인 흘림체의 형태적 특징에만 주목했을뿐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운필에 따른 형태가 가로쓰기에 적용되지 않아 시각적으로 

어색함을 주는 아쉬움이 남는다. 

26.　유지원, 「라틴 알파벳의 이탤릭체와 한글의 흘림체」, 『글자씨 1-280』,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지, 안그라픽스, 2010, p.111

27.　정영훈, 「한글 폰트에서 강조 및 인용을 표시하기 위한 가족체 디자인」, 국민대학교 

대학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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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정영훈이 제안하는 하는 흘림체를 정자체(산돌고딕네오)와 섞어서 사용한 예

[그림22] 워드 프로그램 등 편집 프로그램의 이탤릭체 버튼 [I  ] 의 모습과 버튼을 눌렀을 때 기계적으로 12도 
가량 기울러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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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로짜기의 한글의 한계 및 세로짜기의 장점

앞서 살펴본 바 한글은 라틴 알파벳과는 글자 시스템의 구조와 이를 둘러싼 

환경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상에서 마이너스 자간, 가짜 이탤릭, 가짜 장체, 문장부호의 부조화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1.	구조상의	한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두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라틴 

알파벳 타이포그래피 용법에 대응시키려는 발상[그림24]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글줄흐름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온 라틴 알파벳 타이포그래피는 풍부한 

역사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한글은 라틴 알파벳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나마 400여 년 동안 축적된 결과물마저도 

가로쓰기 전환에 의해 일부분 포기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앞으로 

이 장에선 글줄흐름선에 따른 한글 가로짜기의 한계와 해결노력을 살펴보고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적 자산이자 특징적 요소인 세로짜기의 장점과 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림24]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이 한글에 유입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두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라
틴 알파벳 타이포그래피 용법에 일방적으로 대응시키려는 발상에 의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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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시각흐름선의	불일치

한글의 시각흐름선을 다룬 연구결과는 한글 가로짜기 전환이 매끄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28
 시각흐름선이란 조판된 글자들이 만들어내는 시각적인 선으로 

글자의 무게 중심에 의해 글자와 글자를 잇는 연결축에 의해 형성된다. 라틴 알파벳 

활자체는 베이스라인과 엑스하이트를 비롯해 어센더와 디센더에 의해 가로로 

흐르는 균질한 흐름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글의 경우 한글 활자의 기원이 되는 

글자꼴이 세로쓰기와 붓글씨 환경에서 생겨난 것이어서 가로줄기에 비해 세로줄기가 

28.　구자은, 앞의 논문

[그림25] 세로짜기와 가로짜기의 글줄 흐름선 [위], [그림26] 세로짜기와 가로짜기의 속공간 조정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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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어 만들어졌고 따라서 시각흐름선도 글자가 세로로 배열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한글 활자체를 가로로 

조판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29

 김진평은 세로 쓰기를 위해 고안된 활자체가 가로쓰기에 병용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향에 따라 활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한글은 한자와 마찬가지로 원래 세로쓰기였다가 점차 가로쓰기로 되어서 활자도 

가로짜기와 세로짜기에 모두 쓰이도록 활자의 원도는 정사각형의 글자틀에 맞추어 

설계되어있다. 그러나, 이같이 활자의 가로짜기와 세로짜기에 가장 공통되게 만든 

글자꼴은 반대로 두 가지 모두에 미흡한 점들을 갖게 된다. 한글의 줄기 수가 글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데도 같은 글자 폭 혹은 같은 글자 높이에 채운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먼저 가로짜기 혹은 세로짜기만을 위한 활자의 개발이 

바람직하며, 글자 표현에서는 이같은 활자꼴의 미흡한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다.30 

실제 한글 활자체와 라틴 알파벳 활자체를 혼용하여 조판할 때 발생하는 문제:

크기, 굵기, 자형, 자간, 글줄의 불일치는 한글 활자체와 라틴 알파벳 활자체의 

개발이 서로의 혼용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31
 따라서 한글 활자체와 라틴 알파벳을 함께 조판했을 때는 여타 미세한 

조정과 함께 라틴 알파벳 활자체의 크기를 10%정도 축소해야 하는 관습을 

낳기도 하였다. 크기나 굵기 자간의 불일치 문제는 미세한 조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글줄의 불일치는 베이스라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활자체 

자체의 문제이다. 박재홍은 이러한 글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틴 알파벳 

활자체의 베이스라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글줄 기준을 '므 높이'에 적용한 

활자체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32

 

29.　안상수, 『한글 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2011, p.108 

30.　김진평, 『한글의 글자표현』, 1983, p.31 

31.　최근, ‘산돌네오고딕 시리즈’와 같이 개발초기부터 한글활자체와 어우러지는 라틴 

알파벳 활자체를 고려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32.　박재홍,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 글자틀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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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글	세로짜기의	가능성

세로짜기는 현재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시각물이나 교육현장에서는 라틴 알파벳의 쓰기 

방향을 내재화한 나머지 한글 세로짜기를 금기시하거나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한다. 가로짜기의 전환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현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가능성을 점쳐보고자 하는 세로쓰기의 범위가 문자생활의 

전반의 전환이 아닌 부분적 활용, 즉 가로쓰기와의 혼용에 있다고 보았을 때, 

그 장점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4.2.1.	편집디자인에서	한글	세로짜기의	장점

이승희는 그의 연구에서 한글 세로짜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주목성 : 다른 쓰기 방향으로 짜여진 글줄이 같은 화면안에서 배치된다면 그 차이로 인해 

주목을 끄는 효과를 낼 수 있다.

2. 독창성 : 가로방향이 보편화된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 세로방향로 짜여진 글줄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해낼 수 있다.

3. 전통성 : 약 500여 년 동안 축적된 관습적 미감이 존재하며 그 안에 고유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있다.

4. 가독성 : 가로쓰기에 익숙한 오늘날의 가독습관과 생리학적으로 눈이 가로로는 165˚인 

데 반해, 세로는 60˚정도되어 가로쓰기 우세설이 나오지만, 세로짜기는 세로 모임의 모음 획 

때문에 눈의 이동을 편하게 하여 가독성에 도움을 준다.33
 

	

33.　이승희, 「편집디자인에서 한글 세로쓰기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87호 Vol. 23 No. 1, 2010,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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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새로운	문자생활	환경에서의	세로짜기

석상호는 모바일 기기와 같은 제한된 화면에서의 한글 세로쓰기의 장점에 

주목한 디자이너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들과 

운송 기기들의 정보 표시, 유저 인터페이스들이 가로쓰기로 일관되어 있으며 

또한 제품이 세로로 긴 비례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들이 야기된다고 

말한다.

또한 제품이 손에 잡기 편하도록, 세로 형태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쓰기 방식은 

화면이 좁아 글씨를 읽기가 불편하고, 화면을 넓게 보기 위해, 제품을 가로방향으로 

잡고, 화면을 90도로 회전시킨다고 해도, 화면이 위 아래로 좁아지고, 손으로 잡는 

면적도 좁아져, 제품을 떨어뜨릴 위험성도 발생한다. 또한 가로 보기로 전환 시, 내용의 

시작 위치도 변화되어, 순간적으로 읽는 곳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34

그의 연구가 비록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모바일 기기라는 제한된 여건에 

머무르고 있지만 전면적인 세로쓰기의 전환이 아닌 가로쓰기와의 부분적 

병행을 통해 인지에 있어서 차별성과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34.　석상호, 「세로쓰기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유저 인터페이스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Vol.- No.28, 2011, p.2

[그림27] 세로쓰기와 가로쓰기가 병행되어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을 보여주는 스마트 폰 웹 브라우저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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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전통과	실용성의	조화:	일본의	경우

한국이 근대화 이후 전면적인 쓰기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 예라면 일본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현재 일본에선 가로쓰기와 세로쓰기가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문자 진행 방향에 따라 제본 형식 또한 바뀌게 

되는데 따라서 서적의 페이지 진행방향도 세로쓰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뀐다. 근래까지 업무관련 서식과 과학 

및 외국어 관련 서식은 가로쓰기로 이루어지며 보다 개인적이고 전통적인 

의사소통에는 세로쓰기가 활용되고 있는 등 그 사용 범례의 구분이 명확한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기점으로 가로쓰기의 사용범위가 확장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의 일상화로 인해 문자를 사용하는 

양상이 크게 달라졌음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문과 잡지와 같이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중시되는 매체에서는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혼용해서 

쓰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28] 세로짜기로 구성된 일본 서적의 표지, 「こころ(마음)」, 나쓰메 소세키, 카도카와문고, 2004



54

[그림29] 제한된 공간에 세로쓰기와 가로쓰기가 효율적으로 사용된  일본의 지하철 노선도

[그림30] 다양한 정보가 구성되는 지면에 적용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는 정보를 쉽게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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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글의 세로쓰기의 난제들  

오래된 세로짜기 관습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다소 급진적으로 한글 

사용이 전면 가로짜기로 전환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한글의 

기계화와 외래어 병기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5.1.	한글	기계화

김태호는 초기 기계식 한글 타자기 개발 과정을 다룬 그의 연구에서 한글 

타자기의 개발은 기술적 제한을 극복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인의 글쓰기 방식 

자체를 바꿈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주장을 펼쳐보인다.

한글 타자기는 로마자 타자기와 달리 현존하는 글쓰기 방식을 그대로 기계에 옮기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었다. 한글전용과 가로쓰기를 받아들여야 쓸만한 한글 타자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글 타자기의 개발이란 로마자 타자기의 활자를 

한글 자모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큰 과제였다. 한글 기계화란 실상 한글의 쓰기 문화를 

서구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35

실제로 한글 타자기 개발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아쓰기와 풀어쓰기, 

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 그리고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문제에서 모아쓰기를 

제외하고선 당대의 한글 사용 방식과는 다른 서구로부터 유입된 기술과 

제한적으로 타협하게 된다. 이를 통해 타국의 문자에 비해 비교적 일찍 한글 

기계화에 성공하게 되지만 그 대가는 기존의 문자 사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로쓰기는 가로쓰기에 그 자리를 내어주었으며 

현대에 이르게 된다.  

35.　김태호, 「‘가장 과학적인 문자’와 근대 기술의 충돌」,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3권 

제3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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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주체들의 생각

한글 타자기가 개발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한글 학자들과 한글 기계화 연구자들의 

시선은 이미 가로짜기에 쏠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 학자와 한글 기계화 

연구자들은 해외 유학생 출신이 많았고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36
 1910년 

최초의 한글 타자기를 만든 이원익李元翼은 로나녹크 대학Roanoke College에서 

상업을 전공한 재미교포였으며, 이어서 네벌식 타자기를 개발한 송기주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와 시카고대학교에서 유학하였다.
37
 한글 타자기 개발 초기부터 그들에게 

가로쓰기에 비해 세로쓰기는 비효율적/비과학적이었다. 한글 학자들의 한글 

가로쓰기/풀어쓰기 주장은 세로쓰기와 모아쓰기 대비하여 가로쓰기와 풀어쓰기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았다. 최현배는 

『가로쓰기의 이론과 실제』,  『글자의 혁명』 등을 통해 가로로 풀어쓰는 한글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한글 학자이다. 

일인은 이천 팔백의 한자에 가나48자를 더하여 타자기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가나 48자 

대신에 한글활자 약 2,000을 더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 조선의 식자가 공석상에서 

태연히 우리도 한자로써도 만들 수 있다고 세우는 조선의 다입우라이떠는 약 5,000자의 

활자로 된 것일 수 밖에 없다. 3,000여 자로 된 화문타자기도, 한 40자로 된 서양의 

다입우라이떠에 비하여 병신 구실밖에 못하는 터인즉, 5,000자 이상으로 되는 조선의 

다입우라이떠는 중병자 구실밖에 못할 것이 뻔한 일이다.38 

이렇게 경제성과 합리성을 주안으로 한글을 바라보는 최현배의 태도는 구본영과 

한욱현은 「풀어쓰기 한글의 타당성 고찰」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36. 기독교 선교사와 조선어학회의 관계는 구자은의 논문(2012)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그는 한글전용 및 가로짜기를 주창한 조선어학회의 주축이 된 인물들이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점을 짚어내며 근대 한글 사용의 태동기에 선교사와 

조선어학회가 긴밀한 관계로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밝힌다.

37. 김태호, 위의 논문

38. 최현배, 『글자의 혁명』, 정음문화사, 1983, p.23 - 이미 1936년 송기주타자기에 이어 

공병우식 타자기의 특허 출원이 완료된 시점이었던 1956년에 출판된 이 책에서 한글 타자기의 

글쇠에 왜 완성형 활자만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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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기한글에 대한 논의의 발단은 당시의 출판환경에 선진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가세하여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풀어쓰기한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면이 

짙게 나타난다. 특히 김두봉과 최현배가 제시한 풀어쓰기한글의 안案을 살펴보면 라틴 

문자의 특성을 비판적 판단 없이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이들이 제시한 두 안은 모두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성되어있으며, 제시된 대문자의 사용규칙 역시 영어문장에서의 

대문자 사용규칙과 매우 유사하다.39

이를 통해 한글 학자들의 시선은 합리성,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그조차도 선진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온전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고 가로쓰기 

기계화에 비해 많은 비용과 연구 개발 노력이 요구되는 세로쓰기 기계화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음은 당연해 보인다.

 

39. 구본영, 한욱현, 「풀어쓰기한글의 타당성 고찰 -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의 풀어쓰기 

안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통권 제29호, 

2009, p.5

[그림31] 『글자의 혁명』에서 최현배가 제안한 풀어쓰기 한글의 낱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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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타자기 개발과정 

초기의 한글 타자기 개발은 기존 영문 타자기를 한글 자모로 대체하고 한글 시스템에 

맞는 부속 키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 개발된 세로쓰기 한글 

타자기 모두 가로로 활자를 찍어 종이를 돌려 세로로 읽게되는 방식이었다. 한글 

타자기 개발의 근간이 되는 라틴 알파벳 타자기의 주요 작동원리가 가로쓰기라는 

틀 위에 구현되어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절충안을 찾게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40
 하지만 이후 개발되는 한글 타자기의 작동방식은 오로지 

가로쓰기에만 집중되며 결국 온전한 세로짜기 한글 타자기의 구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초의 모아쓰기 한글 타자기는 1914년 이원익이 영문타자기(Smith 

Premier Typewriter NO10)에 한글 활자를 붙여 제작하였다. 이원익은 버지니아주 

로어노크 대학에서 상업을 전공한 재미교포로 알려져있다. 현재 실물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지만 그가 개발한 타자기는 미국에서 쓰이던 7행식 스미스 프리미어 

10호(Smith Premier 10) 영문 타자기에 한글활자를 붙여 개발한 다섯벌씩 모아쓰기 

타자기로써, 글자꼴은 해서체였으며, 12글쇠 7열의 84글쇠식(붉은색 보조키5개 

포함하면 89개 키) 타자기이다. 실용화나 대중화에는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나라 

최초 한글 타자기로써 이후 송기주타자기나 공병우타자기 등 한글 타자기 개발에 

초석을 열어두게 된다. 타자 방식은 활자를 왼쪽으로 90도 기울어진채 찍은 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세로로 읽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주목할만한 한글 타자기를 만든 이는 텍사스 주립대학을 거쳐 

시카고 대학에서 지도제작을 공부한 유학생 송기주였다. 그의 한글 타자기는 1929년 

동아일보에 소개되었으나 현재 이 타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41
 현재 송기주타자기로 전해지는 것은 1934년 공개된 것으로 42글쇠 

2단 쉬프트식인 영문 타자기 언더우드 포 터블(Underwood Portable)을 개조한 

것이었다. 글쇠 수에 따라 이원익 씨의 타자기는 촉지법(touch typing, 자판을 보지 

않고 손가락 자리를 외워 타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반하여,
42
 송기주의 것은 

촉지법이 가능한 기계였다. 역시나 송기주타자기 또한 이원익타자기와 같이 가로로 

40. 김태호, 앞의 논문, p.404

41. 김태호, 위의 논문, p.414

42.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1989, 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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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고 세로로 읽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세로쓰기 한글기계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한글 타자기들이 이미 음절 단위의 활자를 음소 단위의 

키보드로 옮겨놓고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러한 과정은 한글 기계화의 

선구자인 공병우 박사에 의해 구현된다. 

세벌식의 3이라는 숫자는, 훈민정음 창제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였던 

음절삼분법과 관련이 있다. 음절삼분법은 한 음절이 셋으로 나뉜다는 원리이다. 공병우 

세벌식 한글 타자기는 키보드가 초성, 중성, 종성의 세벌로 구성되어 있어, 세 가지 

성聲이 어우러져 음音을 이루는 한글의 원리에 부합한다.43

 

43. 유지원, 「공병우 타자기와 공한체」, 한국디자인문화재단 디자인위클리, 2008년 11월

[그림32] “언문 글씨 쓰는 기계”, 이원익 타자기의 광고. 이승화, 『모범한 글타자』,교학도서주식회사, 1973,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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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송기주의 “조선글 타자기” 광고. 『동아일보』, 1934. 5. 12 조간 5면

[그림34]  정부공인 표준 인쇄 전산기용 2벌 자판과 타가지용4벌 자판의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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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였던 그는 한글 학자 이극로를 만나게되면서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했다. 그가 1947부터 연구에 몰두한 타자기는 두벌식이었으나 이내 초성 

중성 종성을 따로 찍는 세벌식으로 방향을 바꾸게된다. 아래와 같은 그의 

말들은 한글 기계화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나는 글자 체재에 대한 과학적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고 종래의 근거 없는 다만 습관상의 

미적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비과학적인 자체를 찍는 비능률적인 타자기기를 고안하고 

싶지는 않다.44 

어쨌든 나는 내 나름대로 먼저 개발한 발명품보다 월등하게 속도가 빠르고 글씨꼴도 

간편한 가로쓰기의 한글 타자기를 세벌식 입력과 세벌식 출력으로 개발하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했다.45  

이러한 그의 언급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그에게 한글 기계화에서 가로쓰기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졌었고 이에 따라 세로쓰기는 고려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타자기의 주요한 역할을 신속한 정보의 전달에 

두었고 따라서 실제 개발에서 주목한 점은 속도와 효율성에 있었다. 이러한 

속도와 효율성에의 추구는 완성형 글꼴에 대한 거부감을 이어지며 탈네모꼴을 

만들어내게 된다.

 앞서 한글 타자기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글 기계화 과정을 통해 

결국 한글의 기계화는 단순히 기술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달성된 것이 아니라 

문자사용에 관한 사회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공병우, 「내가 개발한 쌍초점식 세벌식 한글 타자기」,『한글』, 107호, 1949

45. 공병우,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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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술의	발달	

디지털 미디어에서 문자 표현 기술 발달 흐름은 기존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자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컴퓨터를 위시로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이미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는 지금 문자가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사실 웹환경 상에서 세로짜기의 구현은 생각보다 일찍부터 가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어 5.5에서부터 CSS 

기능인 writing-mode를 통하여 세로짜기 레이아웃 기능을 지원해왔다.
46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건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적 교두보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더해진 웹환경 위에서 

전 세계가 교류할 수 있게 되자 이전까지 이루어져왔던 단방향적인 소통과는 

달리 다양한 문화의 문자를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술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달은 앞서 살펴본 기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기술적 제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장에서는 세로짜기을 포기하게 했던 기술적 제약들이 어떤 식으로 무화되고 

있는 지를 앞으로 살펴볼 유니코드
47
, CSS3,  EPUB과 같은 기술 표준들은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46.　「Using Vertical Layout in Internet Explorer 5.5」, http://msdn.microsoft.com/en-

us/library/bb250415(v=vs.85).aspx

47.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일관되게 표현하고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 표준이며, 유니코드 협회Unicode Consortium가 제정한다. 이 표준에는 ISO 

10646 문자 집합, 문자 인코딩, 문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문자들을 다루기 위한 알고리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니코드의 목적은 현존하는 문자 인코딩 방법들을 모두 유니코드로 

교체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인코딩들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한정되어 있고, 다국어 

환경에서는 서로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유니코드가 다양한 문자 집합들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면서 유니코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국제화와 지역화에 널리 

사용되게 되었으며, 비교적 최근의 기술인 XML, 자바, 그리고 최신 운영 체제 등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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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유니코드 

유니코드Unicode는 웹 및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어의 정확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틀역활을 해주는 기술이다. 다양한 나라가 서로 

동일한 혹은 비슷한 의미를 문자를 사용할 때마다 저마다 다른 인코딩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자료 및 프로그램의 확장성 호환성을 저해하는 관계로 이를 

하나의 문자세트인 유니코드로 통일시켜 표현함으로써 해결하자는 의도로 

개발되었다. 

 유니코드가 도입되기 전 대한민국의 한국어 컴퓨터 환경에서는 KS 

X 1001(완성형)이라는 코드와 이에 기반한 EUC-KR 인코딩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완성형의 한글 글자 수는 2,350자로, 현대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중 빈도수가 높은 일부분만 수록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를 해결한 

CP949/UHC(통합 완성형)라는 코드도 있는데 완성형에 없는 글자를 억지로 

구겨넣었기 때문에 코드가 자모순으로 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드 표준에 

맞지 않게 구현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자잘한 문제가 많아 컴퓨터에서 온전한 

한글의 표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한글의 경우, 현대 한국어의 자모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완성형 한글 11,172자이 모두 유니코드안에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옛한글 

낱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는 유니코드를 통해 한글의 표기가 

자유로워졌음을 알 수 있다.

	 5.2.2.	Ubantu

우반투는 남아프리카의 ‘우반투 철학: 타자를 위한 인간성’을 따라 명명한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료로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며 학습하며 이를 통해 다른 이에게 공헌할 수 있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48
 우반투 OS를 위해 개발된 우반투 타입페이스는 공공성을 띄며 

유니코드가 목표하는 바에 가장 가까운 타입페이스이다. eye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반투 타입페이스의 개발자 달톤 맥Dalton Maag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8.　“Ubantu” -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Ubuntu_(operating_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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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hope is that it will almost become a household font, that it replace Arial..  

I really would like to take it on and make it become a global font.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윈도우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있었던 Arial 서체의 

문제점이 다양한 언어의 문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들었을 때 이에 반해 우반투의 

문자셋character set은 타입페이스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다양한 언어의 문자를 

포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유니코드에서 각 문자별 코드를 지정해주더라도 

그것을 시각화할 글리프를 제공하는 폰트가 지원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림37] 유니코드의 배열구조

[그림36] 유니코드에 배열된 완성형 한글 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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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밝힌 계획과 같이 개발이 진행된다면 머지 않아 모든 컴퓨터에서 

거의 모든 언어의 문자를 특별한 노력없이 입력하고 볼 수 있게 된다.

	 5.2.3.	CSS3

기존의 HTML은 웹 문서를 다양하게 설계하고 수시로 변경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스타일 시트이고 스타일 

시트의 표준안이 바로 CSS이다.
49
 2005년 발표된 이후 현재에도 계속 개발이 

진행중인 CSS3에 들어서 웹환경에서 세로짜기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자들과 디자이너들이 「한국어 텍스트 레이아웃 

및 타이포그래피를 위한 요구사항W3C 기술노트」
50
의 작성에 참여하여 

웹환경에서의 한글 세로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이다. 

  CSS Writing Modes는 왼쪽->오른쪽(라틴 문자, 인도문자계열), 

오른쪽->왼쪽(희랍문자, 아랍문자), 양방향(아랍문자, 혼합 라틴 문자), 그리고 

세로방향(아시아문자권)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writing-mode 속성과 

direction 속성, 그리고 text-orientation 속성을 가진다.

 이런 기술의 구현은 2006년 「 International Text Layout & 

Typography:The Big And Future Picture」 by Edward H. Trager 와 같은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 오던 것으로 위 논문에서 그는 CSS상에서 다국어 

타이포그래피 지원을 위한 알고리듬에 대해서 논할 뿐만 아니라 비 라틴 알파벳 

권역의 문자들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과 그 올바른 용례까지 다루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라틴 알파벳 사용권 연구자들이 품고 있는 관심을 엿볼 수 있다.

49.   CSS를 통해 웹 개발자들은 보다 풍부한 디자인으로 웹을 설계할 수 있고, 글자의 

크기, 글자체, 줄간격, 배경 색상, 배열위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CSS” - 두산백과

50.　「한국어 텍스트 레이아웃 및 타이포그래피를 위한 요구사항 W3C 기술노트」, http://

www.w3.org/TR/2013/WD-klreq-2013051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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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EPUB

EPUB은 세계 전자책(eBook) 표준 가운데 하나로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IDPF)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디지털출판포럼에서 발표한 전자책 공개 표준 포맷인 EPUB 3.0, 줄여서 

EPUB3는 최신 HTML5와 CSS3의 축소판subset으로, 본문 글씨와 이미지만 담을 

수 있는 EPUB 2.0(2007년 10월 발표)을 훨씬 뛰어넘어서, 전자책에 멀티미디어와 

[그림38] 우반투의 그리스 문자와 키릴 문자 활자체 모습, http://ian-albert.com/unicode_chart/unichart-
korean-100.jpg

[그림39] 위: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업시 폰트가 해당 글리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나타나는 글자 깨어짐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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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요소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51

 EPUB3은 CSS3 모듈을 지원함으로써 문자에 따른 고유한 

타이포그래피를 가능케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기능이 세로짜기를 포함한 다양한 

문자진행방향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페이지 진행 방향의 지원이다. 

EPUB로 작성된 문서는 PDF와는 달리 규격화된 경계가 있지 않아 스크린의 

사이즈와 폰트의 크기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기능은 모바일 기기와 같은 

작은 화면에서의 독서행위를 가능케 한다. 세부적으로보았을 때 화면의 선명도, 

줄 간격, 문단 정렬방식 등 역시 독자 개별의 취향과 상황에 따른 읽기 환경의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종이책의 독서행위와는 다른 독서 형태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 힘입어 현재 EPUB는 널리 디지털 

책의 형식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양은 훨씬 더 나은 복잡한 

레이아웃, 풍부한 미디어 및 상호 작용, 글로벌 활판 인쇄 기능을 포함하여 더욱 

넓은 범위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5.2.5.	디지털	매체에서	세로짜기	적용사례

Mac OS X 10.7 Lion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응용 프로그램인 텍스트 편집기 

1.7에서는 세로짜기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4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세로짜기 입력이 가능하며 폰트에 따라 세로짜기에 맞는 기호와 약물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
52
 

한/글 포멧은 관공서 및 교육기관의 공식 문서로 지정되어있을 정도로 

한/글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서편집도구이다. 본문 세로짜기 

기능 본문 세로짜기 기능[그림42]은 ‘한글 2007’부터 들어간 기능이며 그 

이전판 한/글에서는 글상자나 표를 써서 세로짜기를 해야 했다. 이에 비해 

51. “EPUB” -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EPUB

52. 본디 이름은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아래 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HWP(Hangul Word Processor의 준말)’ · ‘아래아 한글’ · ‘하안글’ · ‘한/글’ 등으로 

대체하여 표기했으나, 국가 표준인 완성형 한글 코드에선 이 이름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한/글로도 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글” - 위키피디아 http://

ko.wikipedia.org/wiki/%ED%95%9C/%EA%B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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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CSS Writing Mode의 개념 표 - Writing mode -> text-orientation -> direction 순으로 세부 명령어에 따라 
제어할 수 있는 방향과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40] 왼쪽: line orientation, inline base direction, block flow direction에 관한 개념도
              오른쪽:  양방향성(bidirectionality) 에 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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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사의 word 프로그램에선 세로짜기 기능을 지원하나 한글에 

비해 매끄럽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 편집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인 Adobe Indesign과 Quarkxpress 세로짜기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유니코드와 CSS3와 같은 기술표준으로 인해 웹환경에서의 세로짜기를 

포함한 다국어 타이포그래피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브라우저 환경과 컴퓨터의 

운영체제의 차이에 따라 그리 매끄러운 편만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적 환경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웹환경에서의 세로짜기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사용자들의 인식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40] 전자책 리더 가운데 하나인 '깃든 리더'의 일본어 문서 구현모습 - 세로짜기 레이아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화면의 
밝기, 활자체의 크기, 글줄의 간격, 문단의 정렬 등 EPUB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들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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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Mac OS X 10.7 Lion의 기본 응용프로그램인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글 세로쓰기를 지원하는 모습 

[그림42] 왼쪽: 한/글에서의 세로쓰기 기능 옵션  오른쪽: Adobe Indesign 에서의 CJK(중국일본한국)문자 지원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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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래어	표기

	 5.3.1.	근대화	이전

근대화 이전의 한반도에서 한자는 외래문자가 아니었고(일본의 현재 문자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몽골어, 일본어가 주된 외래어였다. 이들 모두 

세로짜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가능하였다. 외래어를 표기해야 

했던 서적들을 중심으로 근대 이전의 한글은 어떤방식으로 타언어의 문자들과 

함께 표기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첩해신어捷解新語

첩해신어는  조선 중기의 사역원司譯院 역관 강우성康遇聖이 일본어 학습을 

위하여 편찬한 책으로 10권 10책의 활자본으로 엮여있다. 저자인 강우성은 

진주 출생으로 임진왜란을 통해 포로신분으로 일본에 건너가 10년 후 조선으로 

돌아와 일본어 역관으로 활동하였다. 권1에서 권4까지와 권9의 전반부는 

일본인과의 일반적인 통상에서 사용되는 회화가 문답체로 담겨있으며, 

나머지 권에는 통신사 일행이 에도에 다녀오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 대화체로 

엮여있다.
53
 본문은 일본어를 히라가나로 쓰고 그 오른편에 작은 글씨로 발음을 

한글로 적었으며 우리말 해석을 덧붙였다. 가나 또한 한글과 그 진행방향이 

같았으므로 병기함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조선시대의 중국어교본으로 고려때 부터 전해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책의 제목이 등장하는 것은 『세종실록』부터이다. 세 명의 고려 상인이 

특산품인 말과 인삼, 모시 등을 싣고 중국의 북경으로 가서 팔고 그곳의 

특산품을 사서 돌아올 때까지의 내용을 담았다. 상권은 완전히 회화체로 

되어 있는, 여행이나 실무에 필요한 실용 회화책이다. 48장 106절로 구성된 

주요 장면마다 대화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중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53. “첩해신어”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

Contents?contents_id=E0056220# (2014.5.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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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걸대의 내용을 몽골어로 쓰고 한글로 풀이한 것이 몽어노걸대이다.
54
 

각 행마다 왼쪽에 몽골 문자로 몽골어 문장이 쓰여 있고, 오른편에 한글로 

몽골어의 발음이 표시되어 있으며, 문장이나 구절이 끝나면 한국어 번역문이 

붙어 있는 체재로 되어 있다. 몽골어는 위에서 아래로 쓰이며 글줄의 

진행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인 좌종서이기 때문에 한글은 이에 따라 쓰여졌다. 

	 5.3.2.	근대화	이후

근대화 이후 맞이하게 되는 외래어들은 영어, 불어 등 대부분 라틴 알파벳 

계통의 문자들이었다. 한글과 쓰기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기존의 한자문화권 

영향아래 있던 문자들과는 서구 언어들의 문자의 쓰기방향은 전혀 다른 

것이었고 병기된 양쪽 문자를 읽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에선 서적을 

회전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되었다. 근대 초기의 서적에선 쓰기 방향이 다른 

문자들의 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4. “노걸대”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

[그림43] 첩해신어捷解新語 [그림44]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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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경우 근대화 이후 한글과 외래어의 혼용 사례는 앞서 2장에서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을 다루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본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16세기 일본은 이미 네덜란드과 교역을 시작하며 자국어와 네덜란드어 

혼용을 경험했다.
55
 아래 자료들은 네덜란드어 관련 서적들인데, 라틴 알파벳의 

문자진행방향을 따라 가나와 한자가 쓰인 경우와 가나와 한자의 진행방향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문장을 90도 기울여 배치한 경우 그리고 한권의 

서적내에서도 내용에 따라 진행방향이 번갈아 바뀌는 경우 등 다양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라틴 알파벳과 가나를 배치하는 데 특정한 법칙이나 

규율은 보이지 않는 점이 흥미롭다.

 이 장에서 살펴본 한글의 쓰기방향이 가로로 전환된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로 하나는 한글의 기계화 다른 하나는 한글과 외래어 병기의 문제였다. 

기계화는 기술적 제약과 개발 주체들의 생각으로 인해 가로로 맞춰졌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그러한 기술적 제약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글과 외래어 병기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외래어 그 가운데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라틴 

알파벳의 쓰기 방향이 좌횡서로 고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뒤로 이어질 

작업 연구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 세로짜기 한글과 병기가능한 세로짜기용 

라틴 알파벳 활자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55. 난학蘭學은 에도시대(1603~1867)에 일본이 네덜란드로부터 받아들인 서양 학문이다. 

일본 에도시대에 서양의 의학과 과학지식이 보급되었고, 이것은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정립되었다. 주로 네덜란드를 통해 전래되었다는 의미에서 난학이라 한다. 당시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지배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서양에 대해 개방정책을 폈으나 그리스도교가 

확산되자 쇄국정책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유일하게 선교활동을 하지 않았던 네덜란드만 

제한적인 교역이 허용되었다. “난학”-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EPUB



77

[그림44] 자서원고字書原稿
메이지 계몽사상가이자 교육자인 니시무라 시기키가 기록한 네덜란드어-일본어 사전으로 라틴 알파벳의 진행방향에 맞게 
가나가 세로로 씌여졌지만 가로로 눕혀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5] 난학패휴蘭学佩觹

네덜란드어 알파벳 표이다. 요시카와 요시스케에 의해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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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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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로로	쓰인	라틴	알파벳	활자체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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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작업

앞서 살펴본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 한글은 창제 이후 약 400년 동안 우종서로 쓰였다.

2. 한글은 근대 활판인쇄술의 유입과 함께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3. 기계화와 외래어 병기에서의 용이함을 근거로 전면 가로쓰기로 전환된다.

4.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결정적 원인이었던 기술적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고 

외래어 병기 측면을 제외하고선 일상적 문자생활에서 한글의 세로짜기는 가능한 

상황이다.

6.1.	연구	작업의	목적과	의의	

현대의 한글문자생활에서 외래어, 특히 라틴 알파벳과의 혼용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글과 라틴 알파벳이 함께 사용될 때 라틴 알파벳의 쓰기 방향에 

따라 세로짜기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로 쓰인 한글의 사례는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이 이미 내재화되어버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는 400년 동안 세로쓰기를 통해 축적된 역사적 자산을 포기하는 바와 같으며 

자유로운 쓰기 방향이라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이자 장점을 스스로 

제한하는 꼴이다. 

 본 연구 작업을 통해 앞서 살펴보었던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수용과정을 거꾸로 뒤집어 봄으로써 세로짜기를 위한 라틴 알파벳 제목용 

활자체 제작을 시도해본다. 이러한 시도의 목적은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발전과 

수용에 있어 일방적인 자세와 환경에 관한 전환적 발상의 개입으로 인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법을 둘러싼 인식의 환기에 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가로로 

쓰여 오던 라틴 알파벳을 하루 아침에 세로로 바꾸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문자 생활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한 활자체 

개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본 연구의 목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 작업의 범위는 일반적인 인쇄매체가 아닌 도로표지판, 

간판을 비롯한 건물 외벽의 사인물과 같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정보 전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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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공간의 제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 사용되는 제목용 서체
56
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6.2.	세로로	쓰인	라틴	알파벳	활자체의	사례

라틴 알파벳 활자체가 세로로 쓰인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시대의 한자가 

가로로 쓰인 경우를 제외하고선 찾아볼 수 없다. 바로 간판의 경우인데,  

marquee
57
로 불리는 이러한 종류의 간판들은 대게 상업적인 공간에서 

사용된다.[그림46,47] 하지만 이조차도 그리 흔하지 않으며 몇몇 타이포그래피 

서술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라틴 알파벳의 세로짜기에 대한 관념은 명백한 

오류로 자리잡혀있음을 알 수 있다ㅡ

56. display type, 주로 책의 표지나 신문의 헤드라인headlines, 간판 등 크고 강조되어야 

하는 상황에 주로 사용되며 본문 서체의 비해 획의 대비가 강하며 섬세하다. 잉크 트렙ink 

trap의 유무로 본문용 서체와 구별되기도 한다.　

57. 호텔이나 극장의 입구에 설치된 옥외 간판의 한 종류로서 일반적인 간판에 비해 크고 

화려한 경우가 많다. - “marquee” - 위키백과, http://en.wikipedia.org/wiki/Marquee　

[그림46,47] marquee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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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라틴	알파벳	활자체의	구조와	세로짜기	시	문제점

라틴 알파벳의 기원을 이루는 문자 가운데 그리스 글자(Greek, B.C.500)에 

이르러 쓰기 방향은 좌횡서로 정착되었고 가로축이라는 뚜렷한 기준 위에서 

로마(Roman, B.C.100) 활자체의 모습은 발전하게 된다. 

 현대 라틴 알파벳 활자체를 구성하는 주요 기준선으로는 대소문자의 

밑에 놓이는 베이스라인baseline, 소문자 어센더acsender의 위쪽 끝 부분이 

정렬되는 어센더 라인acsender line, 소문자 디센더descender의 아래 부분이 

정렬되는 디센더 라인descender line 그리고 소문자 ‘x’의 높이를 말하는 엑스 

하이트x-height
58
가 있다. 

 6.3.1. 문제점

기존 라틴 알파벳 본문용 활자체를 세로짜기로 조판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균일하지 않은 글자폭

2. 소문자의 어센더와 디센더로 인한 간격 조절의 어려움

3. 세로짜기용 라틴 알파벳 문장부호의 부재

 6.3.2. 해결안

이에 대한 해결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균일하지 않은 글자폭 -> 고정폭 활자체의 개발 - 한글과 같은 정방형 틀안에 

모든 자소가 들어가는 활자체의 개발 - 과 함께 소문자와 대문자가 통합된 

유니케이스Unicase 활자체를 개발. 

2. 리가처Ligature의 활용한 세로형 흘림체의 개발. 

3. 기존의 라틴 알파벳의 문장부호를 세로짜기에 맞게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서 동양의 

강조, 인용의 용법을 적용한 문장부호를 새롭게 제안.

58.　기준선(baseline)에서 소문자 x의 윗변(mean line)까지의 거리로 x자는 아래 위 

끝부분의 높이가 기준선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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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라틴 알파벳 활자체의 기준선

[그림49] 세로 조판 시 발견되는 특징적 자소 

x-width를 
벗어난 자소 

x-height를 
벗어난 자소

기준을 벗어난 
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방형 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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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해결안 이외에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는 평체expanded 

typeface의 개발을 들 수 있다. 가로 폭이 제한된 지면에서 주어진 글을 

배열해야 했기 때문에 발전한 장체와는 반대로, 세로로 글자들이 쌓였을 때 

글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폭은 넓으나 높이가 낮은 평체를 개발한다면 

세로짜기가 지적받는 상하로 폭이 큰 안구운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6.3.3. 참고 사례 

 ‐ Courier, OCR B

초기 전자 타자기 활자체로 개발된 Courier
59
와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위해 개발된 OCR B
60

와 같은 폰트는 주로 프로그램의 코딩에 사용된다.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폰트의 특징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글과 같은 

고정폭이라는 점이다. 가로나 세로 줄기와 균일한 굵기로 고안된 슬랩 세리프 

slab serif는 상대적으로 모니터의 해상도가 낮았던 과거에 가독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 Unicase 

Unicase 활자체는 1920년대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대소문자 구별 

없이 한 벌의 라틴 알파벳만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센더와 디센더가 

없는 글자만을 집자하여 만든다면 고정폭으로 개발이 용이하다. 

59. 하워드 케틀러Howard Kettler에 의해 1955년 개발된 모노스페이스 슬렙 세리프 

활자체mono space slab serif typeface로 에드리안 프루티거Adrian Frutiger에 의해 

IBM의 전자식 타자기에 활용되기 위해 다시 그려졌다. 균일한 자폭을 가짐으로 인해서 

단과 행에서 균일한 배열이 가능하다. 

60. 미국에서 국내 표준으로 정한 광 문자 인식(OCR)용 문자 폰트의 집합(USAS X3.17).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국제 표준으로 권고(권고 R 1073)하였다. 영숫자를 비롯하여 

20여 종의 특수 기호의 형상과 크기 등이 규정되어 있다. - “OCR-A 폰트”-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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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 위:  Herbert Bayer's 1925 experimental universal typeface 
[그림51] 아래: OCR A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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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type 

오픈 타입은 오늘날 디지털 활자 기술이 제공하는 기능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기술이다. 오픈타입을 통해 활자체 디자이너들은 리가처ligature와 

대체 글자alternates를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생성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글리프는 문서 편집 도구에서 필요에 따라 취사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그 활용성은 매우 높아졌다.

 

[그림52] 오픈타입Opentype의 기능 가운데 자동 리가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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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선행연구

 6.4.1. 한글 흘림체의 특징을 적용한 세로짜기 스크립트체 

조선 시대 방각본 소설집 『삼국지1』[그림53]에 사용된 한글 세로짜기 

흘림체는 목판본 활자체의 견고함과 흘림체의 자연스러운 획의 흐름이 잘 

조화되어 있다. 흘림체에 대응할만한 라틴 알파벳 활자체를 찾아보자면 

스크립트체script의 전통과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이다. 매튜 카터Matthew 

Carter가 영국의 명필가였던 찰스 스넬Charles Snell의 손글씨체를 바탕으로 

하여 1966년 라이노타입사Linotype를 위해 디자인한 스넬 라운드핸드체Snell 

Roundhand는 균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선의 흐름을 가져 완성도 높은 

스크립트체의 하나로 손꼽힌다.[그림54] 

 두 활자체의 특징을 잘 담아내기 위해 방각본 활자체을 바탕으로 

글자틀을 만들고 글자의 진행을 고려하여 활자 골격Skeleton을 만들었다. 

그 골격 위에 서구에서 글씨를 쓸 때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넓은 부리 

펜촉으로 활자체 도안을 시도했다.  

[그림53] 왼쪽: 조선시대 방각본 소설집 『삼국지』의 활자체
[그림54] 위: 스넬 라운드헤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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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5] 왼쪽 상단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글자틀, 글자틀 위에 그린 골격, 골격 위에 그려진 활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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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 왼쪽: 활자체의 바탕이 되는 골격 [그림57] 오른쪽: 골격 위에 그려진 활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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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 소문자 l이 두번 연속으로 입력될 경우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 조절한 글리프의 모습

[그림59] 글자별 이음새를 자연스럽게하기 위해서 글자별 커닝kerning 값을 지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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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0] 대체 글자와 커닝 값이 적용되어 배열된 활자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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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 붓글씨의 유기적인 획과 기하학적 세로축을 결합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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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 붓글씨의 유기적인 획과 기하학적 획을 결합한 실험 n,e,m (위에서 아래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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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오픈타입 리가처Opentype ligature 를 활용한 활자체 개발

기술이 제공하는 기능 가운데 리가처는 본 작업 연구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리가처란 한문으로는 합자合字로서 손글씨와 

인쇄 조판 시 두 개 이상의 문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 모양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소문자 fi처럼 대개는 두 개의 연속적인 문자가 공통의 부분을 

공유하면서 한 덩어리의 문자처럼 만들어질 때 합자가 나온다. 합자의 전통적인 

필사에서 빠르게 문자를 적는 효율성에서 시작되었지만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심미적인 또는 가독성의 이유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합자는 라틴  문자뿐만 

아니라 아랍 문자, 그리스 알파벳, 일본의 가나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통적으로 사용됐다.

[그림63] 리가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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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타입에서 리가처 기능은 재량적 리가처discretionary ligature와 문맥적 

대체글자contextual alternate 기능을 함께 이용함으로 빛을 발휘하게 된다. 

문맥적 대체글자는 어느 문자가 그 주위를 둘러싼 문자들의 조합 혹은 행의 

말미에 가까워짐 같은 문맥적 요소에 따라 글리프의 모양이 바뀌는 동작을 

일일이 사용자가 지정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라틴 알파벳의 세로조판 시 다른 글자에 비해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i나 j를 

포함하여 b와 p같이 어센더와 디센더로 인해 근접 글자와 충돌하게 되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시도했다. /C_j/F_i/F_j/I_j/L_f/M_j/P_i/P_j/T_i/T_j/

V_i/Z_j/f_f/f_i/i_f/i_i/i_j/j_i/j_j/l_i/l_l/m_i/p_i/p_l/q_i/q_j/r_i/r_j/t_j/

v_i/w_f 와 같은 조합일 때 생기는 시각적 오류를 해당 사항마다의 리가처를 

제작함으로써 해결했다. 

[그림64] 폰트 제작도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리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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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5] 왼쪽: 리가처가 적용되지 않은 모습   오른쪽: 리가처가 적용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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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정방형 틀과 리가처를 적용한 활자체 

앞서 진행했던 선행연구에서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울어진 

활자골격과 정방형 틀, 그리고 리가처를 종합한 활자체 디자인을 

시도해보았다. 같은 글자꼴을 공유하는 라틴 알파벳 세리프체와 

산 세리프체를 정방형의 틀에 맞춰 만들고 글자와 글자사이의 과도한 

공백이나 자연스럽지 못한 단절을 리가처 기능을 적용해 해결해보고자 

했다. 세리프체의 경우 15도 가량 기울어진 활자 골격을 토대로 이탤릭체를 

추가하였고 산 세리프체의 경우 리가처를 최대한 자유롭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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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6] 세로쓰기용 세리프체와 일반 세리프체(Adobe Garamond) 세로짜기 조판 시의 비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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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7] 정방형 틀에 맞춘 세로쓰기용 세리프체 대소문자와 정방형 틀에 맞춘 세로쓰기용 산 세리프체 대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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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8] 세로쓰기용 산 세리프체의 폰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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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9] 세로쓰기용 산 세리프체 폰트의 리가처 구성



101

[그림70] 리가처 기능을 적용한 세로쓰기용 산 세리프체로 조판된 모습



102

6.	5.	 최종연구

최종 연구는 앞서 진행했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도하는 일종의 

타이포그래피 실험이다. 실험의 목표는 한글을 비롯하여 세로쓰기라는 한글과 

같은 타이포그래피 용법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61
의 문자 사용 

관습에 맞춰 라틴 알파벳이 세로로 쓰이기 위한 활자의 골격skeleton
62
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필요에 따라서 완성된 골격을 이용하여 상황에 맞는 장식적 

형태 요소 및 그래픽을 추가한 제목자display typeface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해본다. 

 작업은 크게 두 종류로 가변 높이 서체variable height typeface와 

모듈형 높이 활자가족module height font family를 제작했다. 가변 높이 

서체는 일반적인 라틴 알파벳 활자체가 형태에 따라 다른 폭을 지니듯이 세로로 

조판 되었을 때 ‘형태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높이를 가져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시도이다.모듈형 높이 활자가족은 기존 활자가족의 구성이 폭과 무게를 

기준으로 펼쳐져 있는 것에 착안하여 모듈에 따라 높이가 다른 활자가족을 

만들고자 한 시도이다. 이에 더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문자에서 보여지는 

타이포그래피적 특징인 반각, 전각 개념으로 1/2의 폭과 너비를 가진 글리프는 

이는 선행연구에서 다뤘던 리가처를 활용하여 글자의 카운터를 활용한 재량적 

리가처 등과 함께 추가했다. 

 

61.　한자 문화권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62.　활자체의 근간이 되는 기본 형태를 뜻한다. 이러한 골격에 살을 붙이거나 뺌으로써 

다양한 무게와 폭을 가진 활자가족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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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가변 높이 서체

라틴 알파벳 고유의 형태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변폭 문자라는 것이다. 

정방형 틀에 맞춰진 한자나 한글 그리고 일본의 가나문자와는 달리 라틴 

알파벳은 대문자 I와 W의 폭 차이처럼 개체마다 고유의 폭을 가진다. (그림)

‘가로 조판 시 서로 다른 폭을 가졌다면, 세로 조판 시에는 서로 다른 높이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가정에서 출발한 이 시도는 높이를 극단적으로 

늘이거나 줄였을 때 라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이 최소 높이와 

최대 높이에서 보편적으로 인식 가능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소 높이 설정은 기준으로 가로 폭 대비 세로 높이의 비율을 2 : 

1로 잡았다. 이 경우 원형인 C의 경우 비례는 1 : 1.2로 다른 형태보다 1 : 1에 

가까웠다. 최대 높이 설정에서 기준 글자틀의 비례는 1 : 2이었으며 원형인 

C의 경우 비례는 1 : 0.6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경우 

최소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O, G, C, E, Y처럼 다른 알파벳보다 길이가 

길어지는 알파벳들이 존재하며 극단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H, I, Y, T 과 

같이 반대로 다른 알파벳보다 짧아지는 알파벳들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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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 적용시 개별 알파벳의 높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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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 가변 높이 서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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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 :  Univers의 구성

[그림74] :  동일한 크기의 Sitka의 모습. 
왼쪽부터 차례대로 small, text, subheading, heading, display, 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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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모듈형 높이 활자가족

모듈형 높이 활자가족은 등간격 그리드에 따른 6가지 높이를 가지는 

활자가족을 만들려는 시도로써 상세히 말하기에 앞서 활자가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활자가족의 개념은 무게와 너비의 다양성에 머물러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써 스위스 디자이너인 아드리안 푸르티거Adrian Frutiger의 

유니버스Univers를 들 수 있다. 푸르티거는 서체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획의 무게와 글자의 너비라는 두 개의 변수를 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활자체를 정렬했다.
63

 활자가족에 관하여 비교적 최근 등장한 개념은 ‘대가족 

superfamily’이다. 여기서 ‘대 super’의 의미는 단순한 수적 총량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시각적 동질성이 떨어져 보이는 폰트 스타일이 하나의 

형태 유전자를 공유하면서 한 가족으로 묶일 수 있게끔하는 것, 다시 

말해 세리프체와 산 세리프체가 하나의 형태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활자가족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활자로는 루카스 드 

그룻Lucas de Groot이 개발한 Thesis가 있다. Thesis는 TheSans, TheMix 

and TheSerif의 세 가지 호환 가능한 스타일, 여덞가지 무게와 각 무게에 

해당하는 이탤릭으로 구성되어있다.

 폰트 스타일이 아닌 시각적 크기optical size에 관한 논의 또한 

활자가족의 개념 안에 수용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노력의 예로는 메튜 

카터의 Sitka
64

가 있다. 사진 식자 기술의 등장 이후 누구나 자유롭게 활자의 

크기를 변환되면서 망각하게 되는 ‘시각적 크기’에 대한 디자이너의 주목과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금속 활자에서 사진 식자기술과 디지털 기술로 넘어가면서 활자의 크기에 관해서 

사람들은 일종의 인지 불능에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용자들은 폰트를 자신이 

63.  민병걸, 『designdb 잡지』 통권 187호, 2003　

64.  폰트 디자이너인 메튜 카터Matthew Carter와 디지털 폰트 제작 업체인 타이로 

타입페이스Tiro Typeworks,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가 함께 제작한 새로운 

활자 가족이다. regular, bold, italic, bold italic의 네가지 스타일 아래 크기에 따라 

다시 small, text, subheading, heading, display, banner의 6가지 폰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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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어떠한 크기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금속 활자 

장인들이 공들인 시각적 크기에 대한 노력을 망각하게 된다. 실제로 활자들은 

너무 작은 크기로 줄였을 때 너무 뚱뚱해 보이거나 키웠을 때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보이기도 한다.65

위의 사례들로 알 수 있듯이 최근에 제작된 많은 활자가족들은 하나의 

활자가족 안에서 다양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폭넓은 변화를 

모두 수용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활자가족 개념의 확장을 살펴보면서 가로 

폭이 아닌 높이를 변수로 한 일련의 활자가족을 만들고자 시도했다.

 모듈에 따른 높이는 1.0, 1.5, 2.0, 3.0, 4.0, 6.0 총 6가지이다. 

라이트light, 레귤러regular, 볼드bold의 세 가지 무게를 부여하여 총 18가지 

폰트를 만들었다. 각 높이에 배정된 숫자는 그리드 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이를 뜻하며 필요에 따라 높이를 섞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안했다.
66
 

메세지가 담겨야할 공간과 비례가 한정적인 경우에서 문장의 위와 아래가 

일치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가독성 측면에서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 활자가족의 적용매체로 고려하는 대상은 일반적인 인쇄매체가 아닌 

도로표지판, 간판과 같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글자 수는 적으며 공간의 

제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한정한다. 

 시각적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시각적 보정을 거쳤다. 따라서 

동일한 무게를 지닌 폰트 내에서도 활자마다의 줄기나 획의 굵기가 조금씩 

달라지며, 가로 폭 또한 달라진다.   

65.　Stephen Coles, 「Review on the book Size-specific Adjustments to Type 

Designs」, http://typographica.org/, 2014

66.　예를 들어 'ROAD CLOSED’와 같은 도로표지판 문구의 구성을 3.0높이 

4글자와 2.0높이 6글자로 동일한 폭과 높이를 가지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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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5]  기존 활자가족의 구성(오른쪽 상단)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활자가족의 구성(왼쪽)

[그림76]  가변 폭 서체(오른쪽 상단)와 가변 높이 서체(왼쪽)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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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7]  모듈에 따른 높이  1.0, 1.5, 2.0, 3.0, 4.0, 6.0 (왼쪽에서부터)

[그림78]  모듈에 따른 높이 활자체 구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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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9]  활자체의 세부모습 Light, Regular, Bold (왼쪽에서부터)

[그림80]  활자체의 세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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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1]  3가지 weight, 6가지 height로 구성된 활자가족 전체 총 468개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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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2]  A의 높이비교, 확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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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3]  C, V, X, M regular와 bold height별 비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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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3] bold M, X  비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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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4]  bold V, C  비교 모습



[그림85] 한글, 한자와 섞어짜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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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5] 한글, 한자와 섞어짜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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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6]  최종 작업 전시 설치 모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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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7]  최종 작업 전시 설치 모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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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8]  최종 작업 전시 설치 모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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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9]  최종 작업 전시 설치 모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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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연구는 단순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세로로 쓰이도록 만들어진 한글이 

어찌 된 연유로 현재에는 철저하게 가로만 쓰이는가?’. 이를 위해 한글 

창제에서부터 근대식 인쇄술의 유입을 거쳐 신문사 전면 가로짜기 지면 

전환에 이르기까지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법의 변천 과정을 쓰기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를 통해 그동안 서구 타이포그래피가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미친 

지대한 영향과 그동안의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발전이 서구 타이포그래피 

용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부재하는 요소를 베끼거나 만들어서 채우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견은 

‘그렇다면 반대로 서구 타이포그래피에는 부재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법을 

라틴 알파벳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와 같은 전환적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

     하지만 서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가독성은 연구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대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가독성이란 단순히 

형태적 표현에 앞서 사회·문화적 인식과 교육 훈련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는 개념이므로 짧은 시간 안에 문자의 표현 양식이 바뀐다고 

해서 가능 여부를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 

작업에서는 그 대상을 적은 수의 글자로 소통해야하지만 공간과 비례의 

제약을 절대적으로 받는 도로표지판, 옥외 간판과 같은 매체에 사용되는 

제목용 서체로 한정하였다. 

 선행연구가 희소한 상황에서 전통적 방식이 아닌 대안적 방식을 

통한 접근과 시도는 새로움에 대한 흥분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지만 그에 

걸맞은 한계를 경험하게 해주었다. 최종 연구 작업으로 진행한 활자체 

디자인은 개성적 형태의 발견보단 기존의 형태에 근거하여 세로쓰기를 위한 

기본적인 골격을 찾아나간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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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atin Alphbet Display Typeface 
for Vertical Writing

Hyungseuk Cho

Faculty of Design, College of Fine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l University

With the introduction of early modern printing, Latin alphabet typography

(western typography) exerted a profound influence on current Hangul typography. After 

Korean ports were opened to the west, Hangul typography switched its writing direction 

from right-to-left vertical into left-to-right horizontal regardless of its own systematic 

context. The modernization adhered to new rules that previously did not exist in Hangul 

typography, such as punctuation marks and word spacing. Despite 400 years of vertical 

writing tradition, Hangul fully adopted horizontal writing in only 60 years. Although the 

transition was inevitable in the course of its mechanization and standardization, Hangul 

typography confronted its fair share of problems and errors throughout the process. 

 

Recent times have witnessed various efforts within Hangul's own tradition to address the 

problems and errors that arose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Research on a Hangul cursive 

for quotation and emphasis that corresponds to italic of the Latin alphabet, or punctuation 

marks suited to Hangul typography, are such. However, the direction and approach of these 

efforts have been limited to establishing features that correspond to those of Latin alphabet 

typography, discrepant from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angul which had been 

made for vertical writing. Vertical writing, one of the most distinctive features of Hangul, 

was forgotten and eventually banished by the internalization of western typography.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hanges in Hangul typography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western typography and the problems that ensued, and review conventional typographical 

incorporation procedure in reverse; in other words, it is an attempted study on a Latin 

alphabet typeface for vertical use. It seeks to heighten our perception of Hangul typography 

through reverse thinking where its development is concerned. 

Keywords : Typography, Vertical writing, Typeface design

Student Number : 201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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