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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로짜기에 적합한 한글 글자틀의 구조를 제안하기 위해 글줄의 기

준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므 높이’를 제안하였다. 종래의 글줄기준선은 첫닿

자, 홀자, 받침닿자의 단편적인 기준으로 글자꼴이 개발되어 왔다. 오늘날 한글

은 더이상 한글만의 문자 환경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외국어

와 함께 편집디자인될 수 있는 가로짜기 전용 한글 글자틀 개발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로짜기 전용의 한글 글자틀 구조는 시의적 논제라고 

할 수 있다.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의 글자틀 구조 연구는 기존 연

구에서 도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글줄기준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글 글자틀은 가로짜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기존 한글 글자꼴의 글줄기준선을 어디에 있는가? 

[연구문제 3] 라틴 알파벳과 한글의 글줄기준선은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가?

[연구문제 4] 한글은 다른 문자나 부호와 같은 기준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문헌연구와 기존 한글 글자꼴의 글줄기준

선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한글 글자틀 구조에 반영하였고 이를 따르는 

완성형 글자꼴 디자인을 정량적으로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장에서는 조영제, 김인철, 김진평,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 황일선의 연구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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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준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서 현행 한글 

글자꼴 가로짜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탐구

하였다. 이춘길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우리 눈이 낱말을 이미지처리하여 읽는

다는 사실은 지각체제화 이론 중 게슈탈트 심리학의 부드러운 연속성의 원리를 

글자틀 속에 내포시키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라틴 알파벳의 역사 속에서 어

떻게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게 되었는지 중간 단계의 필사체인 반언셜을 통해 

연구자의 글자틀 구조와의 형태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장의 마지막 부

분에서는 창제 당시 기하학적 글자꼴이었던 한글이 어떻게 부드러운 곡선의 세

로방향 궁체로 융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서체회사가 발표한 대표적인 글자꼴을 글줄기준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닿자를 글줄기준선으로 삼고 있는 미소체, 산돌60체, 모빌체, 까

치발체, 홀자를 글줄기준선으로 적용한 율려체, 보선을 글줄기준선으로 적용한 

매트릭스체, 이상 세 가지 기준으로 디자인된 글자꼴들을 통해 가로짜기 글줄

기준선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글줄을 가로짜기하기 위해 기준이 될 수 있는 글자틀 기본 구조를 

만들어 글자틀체를 디자인하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다. 먼저, 오랜 기간동

안 가로짜기해온 라틴 알파벳의 기준선을 분석하였고 연구자의 글줄기준 높이

인 ‘므 높이’를 제안하였다. 글자틀의 비례는 가로로 쉽게 읽히는 가로가 좁고 

세로로 긴 황금비율을 적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본 낱자와 낱글자를 디자인

하였고 대표글자 100자와 파생글자 100자를 디자인하였다. 아울러 글자틀의 

10단계 무게 변화와 라틴 알파벳 소문자, 숫자와의 기준선을 정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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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로서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 글자틀 2,350자

와 라틴 알파벳, 숫자를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 한글의 탈네모 글자꼴 구조 속에서 가로쓰기 문장방향에 맞

는 글줄기준선을 한글 글자틀 구조 속에 녹여 최종 글자틀을 디자인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한글 글자틀 속에 새로운 글줄기준인 ‘므 높이’를 적용하여 가로짜기 한

글 글자틀 구조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로짜기 전용 

한글 글자틀은 향후 글자꼴 디자인의 학문적 기초 연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실용적인 폰트 개발로 이어져 본문용 한글 글자꼴의 풍부한 다양성에 이

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한글, 타이포그래피, 글줄기준선, 가로짜기, 므 높이, 글자틀 

학  번 : 2009-30987

e-mail : jaehongpa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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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론

1-1. 연구동인 및 필요성

한글을 가로짜기해 보면 글자의 위, 아래에 수평으로 두 개의 선이 보이고 세로

짜기해 보면 글자의 기둥선에 수직으로 한 개의 선이 보인다. 가로짜기의 경우, 

라틴 알파벳은 글줄이 가지런하게 보이며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

글은 아직도 가로짜기의 기준선이 애매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한글 글자꼴

이 세로쓰기와 붓글씨에 적합하게 발전되어 세로줄기가 강조되어 만들어진 궁체

를 모태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글을 가로짜기해 보면 글줄의 기준

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500여년간 한자와 더불어 네모꼴로 낱글자들이 세로짜

기되어 왔다. 한글의 형태가 네모꼴인 이유는 한자의 형태를 본 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나무 위에 세로로 쓰여졌던 한자의 전통을 따라 한글도 세로방향

으로 쓰여졌다. 붓으로 쓰여져 인쇄된 초기 출판물들을 살펴보면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글의 형태는 필기구의 영향을 받아 유기적인 곡선 구조

로 변모한다. 오늘날의 한글 서예에서도 이러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담아 정자, 

반정자, 흘림, 반흘림, 진흘림 등 모두 기둥선에 맞춰 세로로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한글의 글자꼴이 탈네모의 구조를 가지고 가로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

은 50여년도 채 되지 않는다. “최초 1947년 8월부터 호남신문(이은상)에서 

한글을 가로쓰기로 사용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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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1 1990년대 이후, 가로쓰기를 위한 한글 글자꼴의 개발은 한글 글

자꼴 전문회사의 출현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2 

이에 맞추어 한글의 글자꼴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 전용으로 디자인되었

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사진식자전용 한글 글자꼴 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모리사와와 샤켄은 활자용 한글 원도 설계로 유명했던 최정호를 만나 

글자꼴 개발을 의뢰했다. 최정호가 개발한 모리사와, 샤켄 사진식자체는 한

글이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화하던 시점에서 가로쓰기를 중심으로 균

형을 재설계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오늘날 디지털 글자꼴 구조의 

바탕이 되었다(노은유, 2011).3 

세로쓰기 전용 글자꼴, ‘꽃길’체(이용제, 2006)을 제외하면 오늘날 한글 글자

꼴은 모두 가로쓰기를 전제로 디자인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로쓰기 

문장방향에 따른 한글 글자꼴 구조는 세 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네모형 

구조인 최정호, 최정순의 명조체, 탈네모 조합형 구조인 안상수체, 공한체(공

병우・한재준), 절충형 구조인 윤명조 200, 윤고딕 200 시리즈가 있다. 이 밖

에도 홀자를 기준선으로 디자인된 율려체((주)윤디자인연구소), 산돌 헤드라

인체((주)산돌 커뮤니케이션) 등의 실험적인 서체들이 있다. 

 

1      1985년 6월, 스포츠서울 창간하면서 가로쓰기 도입, 1988년, 한겨레신문 가로쓰기 순한글 편집 창간, 

1995년 10월 9일, 중앙일보 가로쓰기 도입, 1999년 5월 17일, 모든 신문이 가로쓰기로 편집디자인되었다.

2     이기성ㆍ최윤곤, 2001, 2001년도 한글 글꼴 개발의 현황, 글꼴2001, 한글글꼴개발원, 1~3쪽.

3      노은유, 2011, 최정호의 한글 디자인, 타이포잔치 2011: 서울 국제 타이포그라피 비엔날레, (주)안그라픽

스,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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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의 구조 면에서 살펴보면 습관적이고 상업적인 글자디자인의 현실 속에서 

가로짜기에 적합한 한글 글자꼴 구조에 관한 연구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

에 본 연구는 네모꼴 글자 구조의 전통을 이어 탈네모꼴이면서 조합형 글자꼴 

구조의 장점을 살리고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한글 글자꼴 구조의 방향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한글 본문 조판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가 영문과 숫자의 혼합조판 때 생

기는 문제들이다. 책을 만들어 본 사람 중에서 영문과 한글의 어울리지 않는 

조판 때문에 일일이 영문과 숫자를 다른 서체로 교환해서 해결하는 임시변

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고급 출판물을 기대하는 디자이

너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굵기의 불일치, 어울리지 않는 글자꼴, 자간의 

불일치, 한글 글줄보다 뚝 떨어져 보이는 영문 글줄(베이스라인이 맞지 않

음으로), 한글보다 두드러지게 커보이는 영문과 숫자 문제 등 말하자면 끝

이 없다. 이런 혼합조판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번의 정밀한 조판 테스트

가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서체회사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본문서체에서 영

문을 조화시키려면 한글보다 영문의 크기를 10% 정도 축소해야 한다.4 

한글의 구조는 공병우 박사의 타자기 발명에 따른 탈네모꼴 조합형의 구조로 

발전하였다. 공병우, 한재준의 공한체에 이어 절충형 글자꼴로 발전하였는데 

기준선이 윗선에 있다. 오늘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윤디자인연구소의 글

자꼴 기준선은 절충형 글자꼴 구조의 기준선을 제시하였다.

4     석금호, 1994,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미진사,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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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가로짜기에 적합한 한글 글줄기준선을 제시하고 글줄기준선에 맞는 

글자틀 구조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 글자꼴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은 문장 방향에 따라 맞고 틀린 글자꼴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다. 글자틀

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활자를 디자인하

거나 현재있는 활자를 다시 디자인할 때, 문장 방향에 적합한 글자틀 구조의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논의한 것은 부분적인 대

상과 표본으로 연구자가 제안한 것이기에 후속연구에서 더 면밀한 비교 분석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글 글자꼴을 왼쪽에서 오른쪽의 문장방향으로 가로짜기할 때 글

줄이 시각적으로 수평에 가깝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글자꼴 구

조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탈네모 완성형 글자틀의 구조를 가

로짜기 글줄기준선에 맞게 제안하려 한다.

이 글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글 글자꼴의 타이포그래피적 문제점들을 돌출시키

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글의 글자꼴은 기존 한글 글자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작용하여 문화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기에 좀처럼 그 구조를 바꾸기 

힘든 대상이다. 하지만, 창조적인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개발

한다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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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는 선행연구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기존 발표된 글자꼴의 글줄기준선으

로 분석, 이를 반영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기준선과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론적 배경을 문헌적, 실험적 

관점에서 찾아보았다. 아울러 현행 발표된 글자꼴 중에서 글줄기준선을 중심으

로 대표적인 글자꼴을 선택, 분석하였다. 글자틀의 구조를 새롭게 제안하기 위

해서 기본 구조를 디자인하고 글자틀을 디자인한 후 글자틀을 글자꼴에 적용해

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기존 한글 글자꼴 개발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역순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글줄이 수평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는 글자틀의 구조를 디자인하려

면 팬그램을 먼저 만들어 보고 나중에 글자틀을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를 위해 기존 첫닿자 기준선으로 디자인된 서체를 중심으로 조판실험을 실행하

였다. 이를 근거로 ‘므 높이’의 기준이 되는 면을 찾고 글자틀에 적용하여 글자

꼴을 만들어 보았다. 팬그램은 전공자들과 비전공자들에게 가독성 실험을 하여 

다시 글자틀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팬그램 테스트를 먼저 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으로는 첫닿윗선을 맞췄다

고는 하나 보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각보정

되지 않은 단계로 테스트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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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글자디자인 개발과정이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에서 매크로 타이

포그래피 영역으로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순서는 이와는 반

대의 방향으로 글줄테스트를 먼저 한후 낱자, 낱글자, 낱말, 문장, 다시 글줄테

스트를 거쳐 검수작업으로 마무리하였다. 물론 낱글자의 완성도, 낱자와 팬그

램도 테스트하였다. 낱내글자들의 높낮이를 시각보정하여 맞춘 후 글자꼴의 

표정과 컬러(회색도)를 고르게 다듬어 주었다. 

연구의 범위는 한글 글자꼴 디자인 중에서 한글을 위주로하여 숫자와 문장부

호를 포함한 글자틀의 구조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완성형 글자꼴 개발의 특

성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본 글자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연구

의 성격을 띈다. 따라서 기본적인 글자의 크기, 너비, 비례, 굵기, 글자 사이, 낱말 

사이, 글줄 사이 등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한자, 특수기호, 약물 

등 그 외의 글자들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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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정의

가로짜기 : 활자를 가로로 배열하는 조판 방식을 말한다. 글자의 나아감(문자열)

은 가로로 되게 하고 세로로는 글줄의 방향이 되도록 조판하는 것. 왼쪽에서 오

른쪽 방향으로 한 개의 글줄을 만들고 다음 글줄을 아래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

는 조판방식. 또는 이런 방식으로 조판해 놓은 횡서체의 인쇄물. 

기준선 : 글자를 디자인하거나 판짜기를 할 때 그 형태적 배열의 기준이 되는 가

상선. 로마글의 주요 글자는 기준선이라는 가상선을 기준 높이로 디자인되고, 그

것에 의해 판짜기가 이루어진다. 

글줄기준선 : 각각의 글자들이 배열되어 하나의 글줄을 이루거나 낱쪽 전체에 

판짜기가 되었을 때, 글줄과 낱쪽 전체에 일정한 글자 배열의 통일감을 부여하고 

수평적인 배열의 기준이 되는 가상선을 말한다. 

글자틀 : 글자의 구조를 보여주며 글자디자인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글자꼴 : 글자틀을 토대로 글자를 디자인하여 다듬은 형태를 일컫는다. 서체, 폰

트, 자형 등으로 불린다. 

므 높이 : ‘므’ 꼴의 높이,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제시되어 한글 글줄을 수평

으로 가지런하게 유지시켜주면서 글줄의 띠를 형성하는 중심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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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본 줄기와 기준선 

그림 1  바탕체 기본 줄기(노은유, 2012, 최정호 한글꼴의 형태적 특징과 계보 연구, 홍익대학교, 21쪽) 

그림 2  돋움체 기본 줄기(노은유, 2012, 최정호 한글꼴의 형태적 특징과 계보 연구, 홍익대학교,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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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네모틀 바탕체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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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연구자는 가로짜기 전용 한글 글줄기준선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자를 읽을 때 우리 눈의 움직임을 관찰한 실험결과

를 고찰하고, 게슈탈트 심리학의 부드러운 연속성의 원리를 알아보았다. 언제

부터 라틴 알파벳이 가로짜기할 때 기준선에 맞춰 쓰여졌는지, 한글은 왜 세로

로 쓰여질 때 맞아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1 선행연구

 2.1.1 조영제의 연구

1976년 조영제는 “한글타자기를 위한 글자꼴 디자인”에서 글자틀 구조의 학

문적 접근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조영제는 한글 타자기에서 네모꼴 한글 글자

꼴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타자기 활자를 제작함에 있어 그 방

법론을 제시하였다. 조영제의 시도는 한글 타자기에서 모아쓰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한글의 기계화와 함께 한글의 구조 또한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5 

글줄기준선은 윗선에 맞춰져 있다. 삼벌식 타자기를 전제로 디자인되어 낱자의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는 반면 낱글자 전체의 조형성은 떨어진다. 탈네모틀의 원

5     석금호, 1990, 한글 창제 이념을 계승한 새로운 한글디자인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산업디자인 112,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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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라고 볼 수 있다. 네모틀 안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낱글자의 형태를 취함

으로서 글자의 밀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 4  조영제의 한글타자기를 위한 글자꼴 디자인 기본 모듈(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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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김인철의 한글 글자꼴 기본 모듈과 스케치 (1977) 

 2.1.2 김인철의 연구 

김인철의 글자꼴(1977)은 극적인 새로움과 전통적인 미감이 절충된 탈네모

꼴 글자라고 할 수 있다. 김인철은 글자 높이의 차이로 생기는 리듬감이 알파

벳의 가독성을 높이는 이유라고 판단하고, 이 리듬감을 한글 본문용 글자꼴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는 낳자가 (흘자 1벌, 

받침 1벌이지만 원칙대로 활자를 디자인할 경우에는 활자의 조형성에 무리가 

있어 부분적으로 규칙을 벗어났다. 김인철은 활자의 전통적인 미적 가치와 탈

네모꼴이라는 낯섦 사이에서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6 

6     이용제, 2009, 한글+한글디자인+디자이너, 세미콜론,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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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김진평의 연구 

김진평은 다양한 한글 글자꼴을 디자인했는데 본문용 서체로는 굴림명조를 들 

수 있다. 바탕체와 돋움체의 중간 성격을 글자의 표정으로 상정하고 네모틀 한

글의 윗선과 밑선을 글줄기준선으로 삼았다. 특히, 이음줄기 부분이 붓글씨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굴림명조는 바탕체의 성격과 돋움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부분적인 돌기가 바탕체의 특징을, 직선적인 가로줄기나 걸

침이 돋움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김진평이 디자인한 굴림명조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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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안상수의 샘이 깊은 물체 기본 모듈

 2.1.4 안상수의 연구 

샘이 깊은 물체(1984)는 잡지 ‘샘이 깊은 물’(1984. 11 ~ 2001. 11)과 ‘과학

동아’(19861)의 제목에 쓰인 글자꼴로 조영제의 글자꼴의 구조와 같다. 안상

수체는 조영제와 이상철의 예처럼 글자꼴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지만 이론보

다는 실제 쓰임을 더 중시한 사례로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로 만들어진 

다. 안상수체는 전형적인 탈네모꼴 서체로 글줄기준선을 윗선에 두었는데 본문

용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주로 제목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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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한재준의 연구 

공병우와 한재준이 함께 만든 공한체는 닿자, 홀자, 받침의 형태와 크기, 위치는 

원칙적으로 기준선에 따라 조합형으로 만들어졌다. 조합형 글자의 구조에서 오

는 단점으로는 가로홀자 부분의 공간이 비어 보인다는 점이다. 조합형 글자꼴에

서 글줄기준선은 윗선을 따르고 나머지 홀자와 받침은 본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보선도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글줄기준선이 보인다. 공한체의 아래 글줄

기준선은 안상수체와 같이 세로 기둥홀자의 맨 아래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한체는 안상수체와는 다르게 모든 세로 기둥 홀자와 받침이 겹쳐지지 않는데 

그것은 받침의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에 따른 미세한 위치 변화 때문이다. 

그림 8  공병우와 한재준의 공한체 기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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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위로부터 뉴SM세명조, 뉴SM중명조, 뉴SM신명조, 뉴SM신신명조

 2.1.6 이용제의 연구  

이용제는 ‘문장 방향과 한글 글자꼴의 관계’의 논문에서 현재 가로짜기 본문용 

한글 글자꼴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뉴SM세명조, 뉴SM중명조, 뉴SM신명

조, 뉴SM신신명조, 4가지 글자꼴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세로쓰기 문장방향에

서 가로쓰기 문장방향으로의 전환에 주목하여 문장 방향과 글자꼴의 관계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글줄기준선의 변화도 언급되어 있는데 가로쓰기용 글자꼴의 

주된 변화 요인으로 활자화를 들었고 첫닿윗선과 홀자 윗선의 차이가 작아 윗선

에 가지런하게 맞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무게중심과 글줄

기준선이 비슷한 글자꼴로 공한체를 들고 있다.7 

7     이용제, 2012, 문장 방향과 한글 글자꼴의 관계, 글짜씨, 1101~1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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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황일선의 연구

한글 세벌식 활자꼴의 가로 기준선 체계8에 관한 연구에서 활자를 배열하는 기

준이 되는 글줄기준선의 통일된 위치를 탐색하고 글줄기준선을 기준으로 세

벌식 활자꼴은 첫닿자 중심, 가로모임 홀자 중심, 받침 중심의 세 가지 방향으

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8     황일선, 2010, 한글 세벌식 활자꼴의 가로 기준선 체계, 서울여자대학교, 141쪽

그림 10 위로부터 뉴SM세명조, 뉴SM중명조, 뉴SM신명조, 뉴SM신신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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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론적 배경

 2.2.1 이춘길의 연구

글자틀을 통해 한글의 구조를 가로짜기에 적합한 글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

선 글을 읽을 때 글줄을 어떻게 보느냐를 알아야 한다. 그동안 이에 관한 많은 

실험과 결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라틴 알파벳이나 다른 언어에 국한된 연구였

고 따라서 한글에 대입해서 생각하기에는 제한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

만 2004년 한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보는지에 관

한 구체적이고 명쾌한 연구결과가 있었다. 이 결과는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 글자틀 구조 연구에 반영되어야 할 뚜렷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글줄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읽지 않는다. 우리 눈은 글

줄의 한 위치를 응시하여 일정 기간 동안 머문 후, 다음 응시점으로 움직여 

멈추기를 반복한다. 글이 지각되는 시기는 고정 기간 동안이지만, 어디에 

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도약안구운동이다. 글 읽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 형태의 도약운동이 주로 관찰되는데 진행성forward 도약운동, 역행성

regressive 도약운동, 그리고 줄바꿈return 도약운동이다.9 

 

진행성 도약운동은 문장 방향으로 안구를 빠르게 움직이는 안구운동으로서, 

문장을 읽는 동안 일어나는 도약운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역행성 

도약운동은 문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안구운동으로서 한 번 읽

9     이춘길, 2004, 한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 서울대학교출판부,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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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부분을 다시 읽기 위해 되돌아갈 때 나타나며, 대체로 전체 도약의 약 

10~15%를 차지한다. 문장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 뿐만 아니라 문장의 

내용과 상관없이도 역행성 도약운동이 발생한다. 역행성 도약운동이 일어나

는 이유는 문장 이해의 측면보다는 현재 보고 있는 단어의 길이와 관련있는 

듯이 보인다. 또한 역행성 도약이 발생하기 직전의 진행성 도약이 만들어지

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 되는 것으로 보아 시각적 요인과 안구운동의 상호 작

용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줄바꿈 도약은 글줄을 바꿔 읽을 때 일어

난다. 이러한 도약운동은 대개 한 번의 큰 도약운동과 연속적인 작은 도약운

동들로 이루어진다.

성인이 한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진행성 도약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가로로 읽

을 경우 4.6자이며 세로로 읽을 때 3.6자 정도이지만, 전체 글을 읽는 동안에 

일어나는 도약들의 크기는 매우 다양해서 반 글자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의 도

약운동에서부터 약 10자 정도를 건너뛰는 매우 큰 크기의 도약운동까지 그 범

위가 매우 크다. 한 사람이 한 덩이의 글을 읽는 동안에 일어나는 도약운동들

의 크기도 다양하지만, 같은 글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읽는 경우 사람들 간에

도 도약운동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영어의 경우 똑같은 글을 멀리서 읽을 때보다 가까이에서 읽을 때 한 글자가 

시야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데, 이때 눈이 도약하는 크기가 가까

이에서 읽을 때 더 커지며, 결국 한 번 도약할 때 건너뛰게 되는 철자의 평균적 

수는 가까이에서 읽을 때와 멀리서 읽을 때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한글

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글자체의 크기가 도약의 크기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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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가로짜기 한글을 읽는 시선의 위치(이춘길, 한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 서울대학교출판부, 72쪽)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글자체를 크게 하였을 때 도약의 크

기가 자 수로 세었을 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국어의 경우 진행성 도약

의 크기는 평균 2자 정도, 일본어의 경우는 3.6음절 정도로 알려져 있다. 10

참가자에게, ‘글 위의 삼각형을 응시하다가 시작 소리와 함께 글을 읽기 시

작하고 읽기를 마치면 글 아래의 삼각형을 응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원 사

이의 거리가 멀면 안구운동의 속도가 빠른 것을 나타낸다. 많은 원이 중첩

된 위치가 시선의 고정 위치이다. 각 고정 위치에 중첩된 원의 개수를 세면 

고정 기간이 얻어진다. 줄을 바꾸어 글줄의 처음에 착안하는 곳은 글줄의 첫 

자가 아니다. 한두 자 정도를 건너뛰어 글줄을 읽기 시작한다.11 

10     이춘길, 2004, 한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 서울대학교출판부, 71쪽

11      표시방식은 시선이 향하는 위치를 초당 500회 결정하여 매회마다 한 개의 원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춘길, 

2004, 한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 서울대학교출판부,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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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평균적으로 4~6자 정도를 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로방향으로 글줄을 읽어 나갈 때 반드시 일

치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낱말 단위로 읽어나간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

는 낱말의 구조, 낱말의 형태, 그리고 낱말의 속공간에 의해 낱말을 인식하는

데 글자틀 구조에 이를 반영한다면 글줄기준선의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낱말의 구조는 진행성 도약운동 중 ‘므 높이’에 맞춰진 낱글자들의 글줄기준선

이 반영되어야 한다. 낱말의 형태는 네모꼴, 탈네모꼴과 달리 위아래로 높낮

이가 다른 불규칙한 형태를 만들어내며 수평적 지각단서를 유발시켜 인식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낱말의 속공간은 중

앙에 가로흐르는 첫닿윗선과 보선의 일관성있는 기준선으로 고른 속공간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눈은 진행성 도약운동과 역행성 도약운동을 하다가 글줄의 마지막에

서 줄바꿈 도약운동을 하는데 이 때 다음 글줄로 잘 못 도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적절한 글줄 사이가 원인이기도 하고 글줄 사이 뿐만 아니라 글자

꼴이나 글자 사이, 글자 크기, 독자의 상태 등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글자틀의 구조가 글줄기준선을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글자틀을 적용

하여 디자인된 글자꼴로 글줄이 형성된다면 줄바꿈 도약운동의 성공률도 높

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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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부드러운 연속성 

인간은 빈공간을 채우려는 심리가 있다. 호로르 바쿠이Horror Vacui는 공백에 대

한 두려움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여백이나 빈 공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엇인

가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르킨다. 이 단어는 주로 여백을 주지 않고 빼곡

히 채운 미술양식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여백공포’, ‘공백공포’ 또

는 ‘공간 공포’라고도 일컫는데 글자를 디자인하던 활자주조공과 원도제작자

들 또한 활자나 원도의 빈공간을 채우려 했을 것이다. 

한글의 글자꼴도 한자처럼 정방형 네모틀의 공간을 채우려는 경향으로 여백없

이 꽉 채워 디자인되었다. 전문 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활자주조공에게 사각

형의 금속활자 공간 속에서 여백을 고려한 글자틀 계획을 세웠기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가로모임 민글자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다른 받침글자와

의 균형을 위해 세로홀자의 기둥을 길게 아래로 내려 공간을 채워 주었다. (그림 

12) 이러한 방법은 가로짜기와 세로짜기 글줄을 동시에 고려하여 만들어야했

그림 12 네모꼴 바탕체에서 가로모임 민글자와 다른 모임 받침글자들과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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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과거의 기술적,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낱글자들은 밀도가 달라져 같은 자소의 형태도 각기 다른 형태의 닿자와 홀자

를 만들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림 13)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할 때부터 네모틀 글자꼴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은 글

을 읽을 때 네모틀 형태에 대한 생각없이 자동적으로 읽게 된다. 우리는 문자

그림 13 같은 자소의 다른 형태(안상수・한재준・이용제, 한글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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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의 의식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

이 그 패턴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형태 지각에 관한 게슈탈트 이론은 지각적 구성에 관한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

했으며, 점차 지각적 현상들과 관계가 있는 일련의 실험과 시도들을 촉진시켰

다. 게슈탈트는 영어로 정확히 번역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대충 ‘전체

whole’, ‘윤곽configuration’, 또는 ‘형태form’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게슈탈

트 심리학파들의 주요 연구 목적은 인간이 지각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정의하

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강조점은 형태의 윤곽이 따로따로 보일 때와 통합되

어 전체적으로 보일 때, 왜 다르게 보이며 어떻게 다르게 지각되는가를 이해하

기 위하여, 지각의 윤곽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이었다. 형태를 실제로 있는 그

대로가 아니라 수정된 형태로 인식하려는 경향에 관한 연구는 게슈탈트 심리

학자들인 베르트하이머Max Wertheimer, 쾨엘러Wolfgang Kohler, 코프카Kurt Koffka에 

의해 검증되었다. 게슈탈트 이론에서의 주요 관점은, 시지각의 실험과 연구들

이 경험을 구성하는 부분적인 요소들을 다루기보다는 더욱 폭 넓은 관점에서 

지각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각적 경험의 총체적 효과는 부

분적 효과들의 집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12

12     찰스 왈쉬레거·신디아 부식 스나이더, 1998, 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안그라픽스,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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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초상화를 살펴보자. 유사한 대상, 목걸이, 보석, 그리

고 옷깃을 사용함으로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공통적 세부특징들을 

체제화하도록 만든다.13

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대상은 함께 속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

다. 우리의 눈은 흐름을 잘 따라가는 데 연속성continuation의 한 예가 그림 16에 

13     로버트 솔소, 2000, 시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130쪽

그림 14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초상화와 지각체제화된 그림

그림 15 구성의 지각원리 - 연속성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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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구성의 지각원리 - 연속성의 법칙(로버트 솔소, 시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0, 78쪽)

나와 있다. 우리는 B와 같이 어색한 두 그림을 보기보다는 A처럼 수평선이 연

속적인 곡선을 볼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시각 경향성은 움직이는 대상의 물리

학적 속성과 관련된다. 동일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의 게스탈

트로 집단화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움직이는 사물이 움직이는 도중에 급격하

게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진행방향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지각체제화는 유사성에 의한 집단화와 부드러운 연속성의 법칙good 

continuation(그림 15)을 통해 한글 글자틀 구조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첫닿윗

선, ㅣ꼴 홀자의 첫돌기, 곁줄기, 덧줄기, 걸침, 그리고 ㅡ꼴의 보처럼 지속적

으로 반복되는 글자틀 속공간의 인지단서들로 글줄기준선을 찾아낼 수 있고 

이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어 보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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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장기기억에 들어있는 체제화된 정보에 근거하여 정보처리의 틀을 획

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의 체제화 그리고 정보의 사용과 결합을 

주도하는 규칙을 스키마schema라고 부른다. 스키마는 대상, 장면, 생각의 구조

를 표상한다. 글자를 볼 때, 우리는 “글자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며 이 스키마

는 우리가 보게 될 세부특징들과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알려준다. 우리

는 윗선과 밑선이 글자의 위 부분과 아래 부분에 나타나고 무게중심선이 글자 

몸체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한글 바탕체에 익숙해져 있다. 실험심리학자들은 

현실에 대한 하향적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망

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증명하여 왔다. 이러한 스키마는 세상에 대한 우

리들의 집단적인 지식의 한 부분이다. 글자틀 구조 또한 개별 하향처리가 강

력하여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다. 탈네모꼴의 인식도 그러했듯이 변화는 시간

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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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대문자, 반언셜, 소문자

독서를 할 때 우리의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진행성 도약운

동으로 4~6자 단위의 낱말을 훑어 읽는다는 사실이 이춘길의 연구를 통해 증

명되었다. 글자를 띄엄띄엄 읽으면서도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게

슈탈트 심리학의 이론 중 하나인 부드러운 연속성의 원리를 통한 지각체제화

에 그 해답이 있다. 그렇다면 네줄 기준선을 가지고 있는 라틴 알파벳의 소문

자는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까?

본래 그리스와 로마의 라틴 알파벳은 글자의 높이가 똑같은 대문자였다고 한

다. 그리스와 로마의 소문자는 사업용 서신에 쓰였던 글자체인 초서체Cursive

라는 필기체에서발전된 서체인데 위아래로 가지가 돌출되어 있었다. 8세기부

터 12세기까지 알퀸이 개발한 ‘카롤링거 미누스쿨’은 지금 ‘고딕체’라고 불리

는 블랙 소문자와 함께 전 유럽으로 빠르게 보급되었다. 이후, 15세기 이탈리

아의 인본주의자들은 카롤링거 서체를 부활시키는데 고전적인 로마 대문자와 

같이 사용된 서체를 ‘레테라 안티카’라 불리웠다. 16세기 중반 유럽에서 표준

으로 자리를 잡게 된이 서체는 후에 로만체의 기초가 된다. ‘대문자Uppercase’

와 ‘소문자Lowercase라는 용어는 한 인쇄소에서 이 두 폰트가 담겼던 서랍의 위

치에서 유래되었다.14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 알파벳의 대략적인 역사는 위와 같다. 그렇다면 좀 더 

14     엘렌 럽튼, 애보트 밀러, 2002,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리포트, 디자인하우스, 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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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대문자와 소문자의 근원을 알아보자. 기원후 초기 몇 세기에 걸

쳐 사용되어온 공식 서체에는 사각 대문자Square Capital와 투박체 대문자Rustic 

Capital가 있었다. 물론, 편지나, 사업용 서신, 기록물 등에서는 덜 공식적인 서

체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서체를 ‘휘갈겨 쓴다’는 뜻을 가진 초서체라 하

였다. 초기 초서체와 후기 초서체를 비교해 보면 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게 된다. 초기 초서체를 대문자 초서체, 후기 초서체를 소문자 초서체

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17 위에서부터 그리스 알파벳(BC 403)-BC 900년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발전, 로만 알파벳(BC 403) - 그

리스 알파벳에서 발전, 정사각형 대문자(4세기)-갈대펜으로 쓴 글씨, 러스티카체(5세기)-갈대펜으로 좀 더 자유롭

게 쓴 글씨, 언셜체(7세기)-갈대펜으로 쓴 글씨. 느낌표처럼 보이는 표시는 마침표이다. 카롤링거 왕조시대의 소문

자(9세기)-갈대펜으로 쓴 글씨. 석금호,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미진사, 1994,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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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로마, 바티칸. Reg. lat. 886, f.97v. 반언셜체, 6세기. 베르톨드 울만, 영어알파벳의 형성과 그 영향, 

부산대학교출판부, 2004, 224쪽

모든 소문자 형태의 시초는 3세기 초에 쓰인 초서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초서체는 처음에 언셜체에 영향을 주었는데, 언셜Uncial이란 인치만큼 키가 

큰Inch high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다양한 대문자체에 적용되는 이름이 되

었다.15

반언셜체Half-uncial라는 용어는 5세기에서 8세기까지 서적 서체로서 언셜체 경

쟁자가 되었던 한정된 서체에 쓰이는 용어이다. 반언셜체는 거의 완전한 소문

자 형태로 보일 정도로 언셜체와는 외형적으로 확연히 다르다. 반언셜체를 소

문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문자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다. 다른 

논쟁의 대상이 그렇듯이 이 문제 또한 단어들의 정의와 용법의 변화에서 초래

된 것이다. 만약 소문자를 두 줄 기준선 위에 쓰지 않고 네줄 기준선 위에 쓰는 

것이라 정의내린다면 반언셜체는 소문자에 속한다. 소문자는 낱자의 모양과 

상대적인 크기가 작은 것이다 라고 정의하더라도 반언셜체는 소문자에 속한다. 

하지만, 소문자를 본문용이라고 한다면, 언셜체와 반언셜체는 모두 소문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후기의 언셜체의 낱자들은 대문자들보다 더욱 자유롭

15     베르톨드 울만, 2004, 영어알파벳의 형성과 그 영향, 부산대학교출판부,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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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준선 위아래를 넘나든다. 그렇다고 이 낱자들이 소문자인 것은 아니었다. 

축약어나 합자들은 대문자와 비슷하였다.

이처럼 라틴 알파벳도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대문자와 소문자의 형태가 형성

되기까지 언셜 같은 중간 단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그 역

사가 짧은 한글의 글자꼴도 점점 변화하여 본문에 적합한 글자의 형태로 변모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구자는 기하학적이고 딱딱한 모양의 훈민정음체

에서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궁체로의 변화를 세로짜기 

글줄기준선의 기준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가로짜기할 때 한

글 글자틀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글줄기준선을 디자인할 것인가의 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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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훈민정음의 초서체, 궁체 

궁체는 궁에서 쓰여진 서체로 잘 못 알려져 있는데 궁에서 쓰여진 서체는 궁

서체라 불린다. 궁체는 지밀16에 속하는 궁녀만이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 끝에 

다듬어지고 왕후나 왕비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개발된 일종의 왕립서체

를 뜻한다. 궁체는 조선시대 수렴첨정 때마다 나타나서 점점 세련미를 더하게 

되어 한글 서예의 멋스러움을 대표하는 글자꼴이 되었다. 그런데 훈민정음 창

제 당시 한글은 붓의 영향을 받지 않은 기하학적인 형태였다. 네모꼴인 알파벳

의 대문자가 언셜과 반언셜을 거쳐 소문자로 진화한 것처럼 한글의 글자꼴 또

한 유사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난 500여년 동안 궁체는 전통적으로 한자와 같이 세로로 쓰여졌다. 한글 또

한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한자와 같이 세로로 쓰여졌다. 그러므로 낱자들이 

자연스럽게 세로 글줄기준선인 기둥선에 맞게 세로로 쓰여졌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오늘날 뛰어난 명필가 중 하나인 꽃들 이미경의 서예 작품을 통해 궁

체의 글줄기준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로모임 민글자

받침이 없는 가로모임 글자인 ‘자, 하, 개, 어, 네, 에, 래, 에, 피, 네, 아, 나, 데, 

이, 새, 지, 다, 바, 라, 리’꼴을 보면 모두 세로 기준선인 기둥선에 맞추어 세로

로 쓰여졌다. 이 부분 때문에 한글 세로짜기는 기준선에 맞게 가지런히 정렬되

16      지극히 은밀하고 비밀스럽다는 뜻에서, 왕이나 왕비, 왕후 등이 늘 거처하던 곳을 이르던 말. 대전, 내전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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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인다. (부드러운) 연속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도 이 ‘ㅣ’꼴이다. 

가로모임 받침글자

받침이 있는 가로모임 글자인 ‘밤, 침, 볕, 빛, 알, 난, 일, 잊, 직’꼴에서는 홀

자의 기둥선에 받침닿자의 오른선을 맞춰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다. 첫닿자가 

홀로 왼쪽 부분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의 홀자와 아래 부분의 받

침닿자가 기둥선에 정렬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로 기준선에 맞게 정력되어 보

이는 점에 주목하자. 연구자의 글자틀 구조에서도 이 부분을 응용하여 받침닿

자가 홀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낱글자들의 첫닿윗선과 보선에 첫닿자와 

ㅡ꼴을 정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에 맞게 정렬하였다.

세로모임 민글자 

받침이 없는 세로모임 글자인 ‘주, 구’꼴에서는 첫닿자의 오른선은 물론, 홀

자의 짧은 기둥을 기둥선에 맞추어 씀으로써 세로 기준선에 맞게 보인다. 하

지만, ‘고, 노, 보’꼴에서는 첫닿자의 오른선은 기둥선과 일치하여 세로로 정

렬되어 보이지만 홀자의 오른쪽 보와 맺음돌기가 기둥선 보다 돌출되어 세로

로 흐르는 글줄기준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홀자의 오른쪽 보와 맺

음돌기를 곁줄기에 비해 현격히 줄여 씀으로써 글줄기준선을 덜 해치려는 노

력을 찾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홀자의 첫돌기와 왼쪽 보의 길이가 첫닿왼

선보다 조금 돌출되어 있어 오른쪽에 수직의 변을 이루는 삼각형의 형태를 만

들고 있다. 이로써 새로운 세로 방향의 글줄기준선을 만들고 있다. 글자의 왼

선이 상당히 강조되어 간헐적이지만 일관된 세로 방향 글줄기준선을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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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모임 받침글자

받침이 있는 세로모임 글자인 ‘물, 름, 늘, 은, 중, 몰, 온, 눈, 술, 숲, 꽃, 는,

움’꼴을 보면 세로모임 민글자에서 본 바와 같이 글자의 왼선이 홀자의 첫돌

기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돌출되어 있다. 기둥선에 의한 세로 방향의 글줄기준

선과 대응되는 홀자의 첫돌기를 통해 또다른 세로 방향의 글줄기준선을 만들

어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닿자의 오른선은 물론, 홀자의 짧은 기둥을 기

둥선에 맞추어 씀으로써 세로 기준선에 맞게 보인다. 또한 받침닿자의 오른선

도 기둥선과 일치시켜 세로 방향의 글줄기준선을 이어주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ㅗ, ㅡ, ㅜ꼴인 홀자의 오른쪽 보와 맺음돌기가 생략되어 마치 기둥

선을 넘어서서 잘린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세로 방향의 글

줄기준을 더욱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섞임모임 민글자

가로와 세로가 같이 모여있는 형태인 섞임모임은 ‘뛰’꼴이 있는데 세로모임꼴

의 글자에서 홀자의 첫돌기가 돌출되어 있듯이 다소 나와있긴 하지만 세로모

임 민글자의 홀자 첫돌기 정도로 돌출되어 있다. 첫닿자로 쓰인 쌍디귿도 자

밀도가 높아 왼선에 닿을 정도로 가깝게 쓰여져 있다.

섞임모임 받침글자

섞임모임 받침글자인 ‘월’꼴을 통해 세로 방향의 기준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첫닿왼선과 ㅜ꼴의 왼선이 글자의 왼선을 이루고 ㅣ꼴의 기둥선과 받침닿자

의 오른선이 기둥선과 일치하여 오른선을 이루고 있다. 섞임모임꼴은 자획의 

밀도가 높아 많이 모여 있으므로 ㅜ꼴의 첫돌기와 ㅣ꼴의 첫돌기를 바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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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빼어주면 획들이 서로 떨어지게 되므로 가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글자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섞임모임에서도 가로

모임과 세로모임 글자에서 보여진 기준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을 반영하

여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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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꽃들 이미경의 궁체(이미경, 1982, 한글서예, 학원사, 부록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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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꽃들 이미경의 궁체(이미경, 1982, 한글서예, 학원사, 부록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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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글줄기준선이 첫닿윗선에 맞춰져 있는 제목용 글자꼴, 미소L, 미소M, 미소B, 윤디자인연구소

Ⅲ. 글줄기준선 분석

3.1 미소체, 윤디자인연구소

윤디자인연구소의 미소체는 첫닿자를 기준으로 낱글자들이 정렬되어 있다. 윗선

과 첫닿윗선 사이의 줄기들이 심한 변화를 보여주는 글자꼴이다. 첫닿자와 받침

닿자가 타자기의 느낌을 살려 왼선에 맞춰져 있어 기존 바탕체와는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미소체는 제목용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조합형 스타일의 완성형 글자

꼴이다. 무작위적으로 올라온 세로홀자의 첫돌기로 인해 다소 산만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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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율려체, 윤디자인연구소

윤디자인연구소의 율려체는 홀자를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다. 율려체는 조합형 

스타일의 완성형 글자꼴이다. 가로짜기하면 미소체와 더불어 리듬감이 풍부하

여 감성적인 서체에 속한다. 가로홀자의 중심과 세로홀자의 중심이 같아 가로

로 글줄을 형성한다. 가로홀자의 보와 세로홀자의 곁줄기가 띄엄띄엄 보이면서 

가로 방향의 기준선이 글줄 속에 숨어있다 나타났다 부드러운 연속성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21 글줄기준선이 모음에 맞춰져 있는 제목용 글자꼴, 율려L, 율려M, 율려B, 윤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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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글줄기준선이 보선과 새로홀자 맺음에 맞춰져 있는 조합스타일 글자꼴, 매트릭스 시리즈, 윤디자인연구소

3.3 메트릭스체, 윤디자인연구소

윤디자인연구소의 매트릭스체는 같은 글자틀 구조를 가지고 총 9가지 다양한 

글자꼴을 보여주는 조합형 스타일의 완성형 글자꼴이다. 줄기를 이루는 요소들

이 모듈로 이루어져 있어 가로 기준선과 세로 기준선이 행과 열이 맞게 배열되

어 있다. 미소체가 첫닿윗선을 글줄기준선으로 본다면 매트릭스체는 보선을 글

줄기준선으로 디자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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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돌60체, 산돌 커뮤니케이션

산돌커뮤니케이션의 산돌60체는 전형적인 조합형 글자꼴로 자소의 크기가 모

두 같게 디자인되어 있다. 첫닿자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주로 제목용으

로 사용된다. 가로짜기하면 첫닿자와 홀자, 받침닿자,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보인

다. 따라서 글줄기준선이 윗선에 뚜렷이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받침닿자들도 뚜

렷이 보이게 된다. 

그림 23 글줄기준선이 윗선에 맞춰져 있는 제목용 글자꼴, 산돌60L, 산돌60M, 산돌60B, 산돌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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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글줄기준선이 윗선에 맞춰져 있는 본문용 글자꼴, 모빌체, 산돌커뮤니케이션

3.5 모빌체, 산돌 커뮤니케이션

산돌커뮤니케이션의 모빌체은 조합형 스타일의 완성형 글자꼴이다. 완성형임에

도 불구하고 자소의 크기가 같아 보이게 디자인되어 있다. 첫닿자를 기준으로 정

렬되어 있으며 주로 본문용으로 사용된다. 가로짜기하면 첫닿자와 홀자, 받침닿

자,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산돌60체 보다는 덜 나뉘어 보인다. 따라서 글줄기준

선이 윗선에 뚜렷이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받침닿자들도 뚜렷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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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까치발체, 산돌 커뮤니케이션

산돌커뮤니케이션의 까치발체는 조합형 스타일의 기하학적인 돋움체류 글자꼴

이다. 자소의 크기가 같아 글자의 상대적 크기에 충실히 디자인되어 있다. 첫닿

자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주로 제목용으로 사용된다. 가로짜기하면 첫닿

자와 홀자, 받침닿자, 두 부분으로 나뉜다. 윗선이 글줄기준선으로 낱글자들이 

윗선에 매달려있는 듯 정렬되어 있다. 

그림 25 글줄기준선이 윗선에 맞춰져 있는 본문용 글자꼴, 까치발체, 산돌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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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센더 라인

캡 라인

민 라인

베이스라인

디센더 라인

캡 라인

시각교정선

민 라인

시각교정선

베이스라인

시각교정선

디센더 라인

시각교정선

윗선

첫닿윗선

보선

밑선

그림 26 라틴 알파벳의 글줄기준선과 시각교정선

그림 27 라틴 알파벳 글줄 기준인 X 높이와 연구자의 한글 글줄 기준인 ‘므 높이’가 서로 맞춰진 글줄기준선

Ⅳ.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 글자틀 구조 연구

4.1 기본 구조

 4.1.1 라틴 알파벳의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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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한글과 라틴 알파벳의 기준선 비교 

이제까지 한글과 알틴 알파벳의 기준선은 서로 맞춰져 있지 않아 뚜렷한 ‘기준’

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을로 인해 라틴 알파벳처럼 명확한 

글줄의 면을 형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다. 

‘라틴 알파벳의 소문자는 하나의 기준선이 아니라 위아래 두 개의 기준선에 

맞춰정렬되는 데 x 높이의 중심 영역을 공유하면서 글줄의 ‘면’을 형성한다. 

따라서 라틴 알파벳의 글줄은 ‘선’이 아닌 ‘면’으로 띠를 형성함으로서 무게중

심을 잡고 위아래의 돌출된 부분이 시각적인 리듬감을 주게 된다. 한글은 모

아쓰기의 방식 때문에 첫닿자를 기준으로 글줄을 형성하는 방법은 글줄의 면

을 지배하는 명확한 띠를 만들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길’이나 ‘숲’처럼 줄기 의 

밀도가 아래쪽에 몰리는 글자는 기준선을 첫닿자에 맞춰 설정했을 때 글줄이 

반듯한 띠를 만드는 데 치명적 방해 요인이 된다.1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한글 글자틀 구조에서 첫닿윗선은 민

라인으로, 보선은 베이스라인으로 각각 대응시켜 글줄기준선을 설정하였다. 위

의 예시 글자 ‘길’이나 ‘숲’같은 낱글자를 보면 받침닿자의 줄기 수가 증가할수록 

낱글자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치우쳐 전체적으로 내려가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위

아래로 들쭉날쭉한 낱글자들이 모여 하나의 글줄을 형성할 때 글줄을 읽어가는 

우리의 시선은 낱글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17     이지원, 2012, 바른지원체, 글짜씨, 1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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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글자를 기준으로 할 때 받침닿자의 줄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 부분 속공

간의 안배를 해줘야 한다. 낱글자들을 ‘므 높이’ 첫닿윗선과 보선을 맞추고 받침

닿자는 약간 위로 올려주어 전체적인 글줄의 띠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눈은 부드러운 연속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낱글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연속적인 흐름을 좇아 글줄의 기준선을 따라 읽게 된다. 

 4.1.3 글줄기준선 비교

동일한 글자를 세로짜기와 가로짜기하여 글줄기준선

을 비교하면 글줄의 기준은 모두 중심선에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세로짜기한 글줄의 세로줄기들은 가지

런하게 보이는 반면 가로짜기한 글줄의 가로줄기들은 

비교적 혼란스럽게 보인다. 이것은 세로짜기에서 세로

줄기가 왼선과 오른선(특히 기둥선을 중심으로)에 가

깝게 많이 모여 있지만, 가로짜기에서는 가로줄기의 

위치가 서로 달라서 윗선과 밑선에 가깝게 모이는 가

로줄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18 (그림 28)

18      김진평, 1999, (고 김진평 교수 추모논문집)한글조형연

구, 고 김진평 추모논문집 발간위원회, 60~62쪽

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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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는 글자틀의 가로줄기들을 가로짜기에 맞게 

조절해 주었다. 글자틀에서 가로줄기의 위치를 첫닿윗선과 보선에 가깝게 모아

주면 가로줄기들이 그림 28과 같이 가지런해 보일 수 있다. 우선, 가로짜기 글줄

기준선을 ‘므’ 높이의 첫닿윗선과 보선으로 설정하고 모든 낱자와 낱글자의 첫

닿윗선과 세로홀자의 맺음의 위치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세로모임꼴과 

섞임모임꼴의 보선 또한 같은 위치에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렇게 동일한 위치

값을 같는 가로줄기들이 부드러운 연속성을 만들어 가독성과 열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세로짜기에서 왼선과 오른선에 가까운 세로줄기들의 빈도로 인해 세

로 방향의 글줄이 강화된 것처럼, 가로짜기에서도 첫닿윗선과 보선에 가까운 가

로줄기들의 이동으로 글줄의 띠를 형성케 하고 가로방향 글줄기준선을 강화할 

수 있다.

가로방향 글줄기준선이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세로모임 

민글자인 ‘그’꼴과 가로모임 민글자인 ‘니’꼴의 줄기를 비교 분석해 보자. 이제까

그림 29 가로줄기의 위치를 첫닿윗선과 보선에 가깝게 모아준 글자꼴, 미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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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세로모임 민글자인 ‘그’의 글자꼴은 주어진 글자 너비에 맞추고 글자 높이도 

기둥의 높이와 맞추었다. 이러한 방법은 속공간이 증가하여 글자 면적의 느낌이 

매우 커지므로 글자의 높이를 줄여 균등하게 보이도록 디자인해야 했다.(그림 29) 

위와 같은 글자 속공간의 조정은 가로모임 민글자인 ‘니’의 경우도 동일하다. 첫

닿자 ‘ㄴ’을 주어진 글자 높이에 맞추는 대신 글자 높이를 기둥의 높이보다 대폭 

줄임으로써 첫닿자의 속공간 뿐만 아니라 글자 전체의 속공간을 적게 하고 다른 

글자와의 시각적 면적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세로짜기에서는 왼선과 

오른선, 양쪽으로 세로줄기가 많이 모여 글줄이 기준선에 맞아보이는 반면, 가로

짜기에서는 가로줄기의 위치가 서로 달라 글줄이 맞아보이지 않게 되었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글자틀 구조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ㄱ의 첫닿윗선과 ㄴ의 

첫닿윗선을 맞추고 ㅡ꼴의 보선과 ㅣ꼴의 맺음을 시각 보정을 통해 같게 함으로

서 글줄기준선을 맞아보이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므 높이’의 첫닿윗선과 보선

을 기준으로 ㄱ의 가로줄기와 ㄴ의 가로줄기를 첫닿윗선과 보선에 각각 가깝게 

이동시킴으로서 가로방향 글줄기준선이 강화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두 

낱글자 모두 ‘ㄱ’과 ‘ㄴ’의 낱자 속공간이 크지만 첫닿윗선과 보선에 인접함으로

써 전체적인 글줄기준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글줄의 띠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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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글줄기준선 제안 - ‘므 높이’

앞서 비교분석을 통해 한글 글줄의 기준이 되는 선은 윗선 또는 첫닿윗선, 무게

중심선, 보선, 받침밑선 또는 밑선, 크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정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낱글자의 중앙에 글줄기준선을 형성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첫닿윗선과 밑선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첫닿윗선을 기준으로한 한글 글자꼴은 

많이 있었고 보선을 기준으로한 한글 글자꼴 또한 많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

는 이 두 기준선을 통합하여 ‘므 높이’의 가상의 기준면으로 글줄의 띠를 형성하

는 글줄기준선을 제안하려 한다.

첫닿윗선을 기준선으로 디자인한 글자꼴로부터 첫닿자의 윗선을 고르게 맞출 

수 있으므로 보선의 기준선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세로모임 민글자와 세로모임 

받침글자, 섞임모임 민글자와 섞임모임 받침글자에서 볼 수 있는 보선은 보의 아

래 부분을 지나는 기준선이다. 네모꼴 글자와 탈네모꼴 글자, 그리고 연구자의 

글자틀, 각각의 경우 보선의 위치를 살펴보겠다.

먼저, 네모꼴 글자의 대표격인 명조체의 보선은 글자 몸체의 아래 부분에 위치해 

있다. 네모꼴 글자는 윗선과 밑선을 맞춰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보를 가지고 있는 

그림 30 ‘므’꼴의 첫닿윗선과 보선을 본문용 한글 글자꼴의 글줄기준선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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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꼴의, 특히 세로모임 민글자와 섞임모임 민글자의 보선은 글자꼴 상하의 공

간을 균일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래 쪽으로 낮아지게 된다. 

두 번째로 안상수체로 대표되는 탈네모꼴 글자의 보선은 비교적 글자 몸체의 윗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탈네모꼴 글자는 글줄기준선을 윗선에 두고 디자

인되어 있기 때문에 네모꼴 글자와 달리 세로모임 민글자와 섞임모임 민글자꼴

의 보선은 글자의 밑선에 근접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글줄기준선의 윗부분은 선

이 맞아 보이면서 공간이 부족한 반면, 글줄기준선의 아래 부분은 불규칙한 밑

선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도 들쭉날쭉 보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글자틀의 보선은 비교적 글

자 몸체의 중앙에 있고 네모꼴 글자의 보선보다는 위에, 탈네모꼴 글자의 보선보

다는 아래에 위치한다. 글자틀 구조를 가로짜기에 맞춰 ‘므’꼴의 첫닿윗선과 보

선을 기준으로 글줄의 면을 형성하도록 디자인되었고 이 높이의 윗부분은 세로

홀자의 첫돌기가, 아래 부분은 받침닿자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므 높이’의 보선이 아래 글줄기준선을 만들어 주면서 자연스럽게 글줄의 흐름

을 잡아주게 된다. 

가로 방향의 기준선으로 여섯 가지 글자 모임꼴에 ‘므 높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로모임 민글자

첫닿윗선은 ‘므 높이’의 윗선과 같고 보가 없으므로 세로 기둥의 맺음을 보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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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시킨다. 이 때 시각삭제 현상을 감안하여 맺음을 보선보다 약간 아래에 둔

다.

가로모임 받침글자

첫닿윗선은 ‘므 높이’의 윗선과 같고 역시 보가 없으므로 세로 기둥의 맺음을 보

선과 일치시킨다. 맺음을 보선보다 약간 아래로 놓는 것은 가로모임 민글자와 같

다. 낱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로줄기 홀자의 첫돌기를 궁체에서 세로모임 글

자의 가로 홀자의 첫돌기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위로 돌출시켰다. 받침닿자는 첫

닿자과 크기를 같게 하면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는데 시각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약간 작게 보이도록 의도하였다. ‘므 높이’의 글줄기준선을 형성하기 위해 

받침닿자의 크기를 작게 보이게 의도한 것이다.

세로모임 민글자

첫닿윗선은 ‘므 높이’의 윗선과 같고 보는 보선에 일치시켰다. 짧은 기둥이 있는 

‘ㅗ’꼴의 보선은 시각보정 때문에 ‘ㅡ’꼴의 보선보다 약간 내려주었다. ‘ㅜ’꼴의 보

선은 ‘므 높이’의 보선과 같거나 약간 내려주었다.

세로모임 받침글자

여섯 가지 모임 글자 중 가장 기준선 정렬이 난해한 모임글자가 바로 세로모임 

받침글자이다. 궁체에서 세로모임 받침글자는 첫닿자의 오른선과 받침닿자의 오

른선을 기둥선에 맞추었고 홀자의 맺음돌기가 없이 받침닿자로 이어지거나 생

략되면서 기둥선에 맞추어 세로 방향의 글줄을 형성하였다. 반면 연구자의 글자

틀에서는 첫닿윗선을 ‘므 높이’의 윗선에, 세로모임 받침글자의 보선을 ‘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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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선에 맞추어 정렬하게 되면 글줄보다 아래로 쳐저보인다. 그러므로 세로모

임 받침글자는 전체 글줄선에 맞게 ‘므 높이’의 보선보다 약간 위쪽에 놓아야 맞

아보이게 된다.

섞임모임 민글자

첫닿윗선은 ‘므 높이’의 윗선과 같고 보는 보선에 일치시켰다. 짧은 기둥이 있는 

‘ㅗ’꼴의 보선은 시각보정 때문에 ‘ㅡ’꼴의 보선보다 약간 내려주었다. ‘ㅜ’꼴의 보

선은 ‘므 높이’의 보선과 같거나 약간 내려주었다.

섞임모임 받침글자

첫닿윗선은 ‘므 높이’의 윗선과 같고 보는 보선에 일치시켰다. 세로 홀자의 맺음

은 보선보다 약간 아래로 놓는 것은 가로모임 민글자와 같다. 낱자의 균형을 맞

추기 위해 세로줄기 홀자의 첫돌기를 궁체에서 세로모임 글자의 가로 홀자의 첫

돌기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위로 돌출시켰다. 받침닿자는 첫닿자과 크기를 같게 

하여 시각적으로 작게 보이게 하여 글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4.1.5 글자틀 구조 

글자디자인을 하기에 앞서 글자 모양이 나란하게 보이기 위해 우선 글자의 크기

를 정해야 한다. 김진평은 그의 저서에서 서로 다른 크기를 일관성있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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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연결감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글자의 틀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19 글

자틀은 글자를 디자인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글자꼴의 확장을 위한 기

초 연구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연구자는 1:1.618...의 황금비를 글자틀 구조의 가로세로비율로 삼았다.(4.1.7 글

자틀의 비례 참조) 가로 24 단계, 세로 40 단계를 나누어 첫닿자와 홀자, 받침

닿자를 배치하였다. 세로모임 받침글자를 고려해 첫닿자 아래쪽에도 받침닿자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첫닿자 영역은 10 단계, 세로홀자 영역은 27 단계, 가로홀

자 영역은 8 단계, 받침닿자 영역은 10 단계로 나누었다. 특히, ‘므 높이’의 윗부

분과 아래 부분에 공간을 안배하여 글줄기준면을 형성하기 위해 윗선부터 첫닿

윗선까지 10 단계를, 받침닿자 영역에 15 단계를 설정하였다. 

19     김진평, 1983, 한글의 글자표현, 미진사, 31쪽

그림 31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 글자틀 비례와 글자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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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글자틀의 비례 

글자틀을 만드는 이유는 낱글자를 디자인하기에 앞서 줄기 수에 많고 적음에 영

향을 받지 않고 균정한 비례를 유지하여 일관된 글자꼴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글

자틀이 없이 작업을 하다보면 장체, 평체, 정체가 한데 섞여보이고 글자 너비와 

글자 높이가 제각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용 서체는 넓직넓직한 것이 

가로로 넓은 것이 특징이다. 과거 세로짜기할 때 읽기의 속도를 높이고 열독성을 

좋게하기 위해서 가로로 넓어지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신문의 본

문용 서체는 거의 모두 가로짜기하는데 디자이너들이 글자 너비가 가로로 좁아

진 글자꼴을 선호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2) 

가로짜기에 적합한 글자의 비례는 글자 너비가 좁아야 하는데 글자 너비가 좁은 

글자꼴은 가로로 읽기가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동서고금의 가장 아름

다운 비례로 알려져 있는 황금분할의 비례를 글자틀의 비례로 사용하였다. 연구

자의 글자틀의 비율을 디자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사각형을 만들

어 반을 가르고 가른 선분의 중점과 정사각형 모서리와의 선분을 반지름으로하

그림 32 세로짜기의 신문명조체‘조’꼴과 가로짜기의 조선일보 명조체(2007)‘조’꼴 비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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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을 그린다. 이 원과 한 쪽 변의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까지를 높이, 정사각형

의 한 변의 길이를 너비로하면 황금비의 글자틀 비례가 완성된다. (그림 33) 

그렇다고 글자꼴의 너비와 높이가 수학적인 수치로 기준선만으로 쉽게 맞춰지지

는 않는다. ‘사’꼴과 ‘서’꼴을 비교해보자. ‘사’의 ㅏ를 반전시켜 ‘서’의 ㅓ를 만들

어 같은 위치에 놓게 되면 너무 좁게 느껴지게 된다. (그림 34) 조금 벌려주어야 시

각적인 안정감을 찾게 되는데 이것은 곁줄기의 유무에서 오는 면적의 미묘한 차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3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 글자틀 비례 제작방법 

그림 34‘ㅏ’꼴과‘ㅓ’꼴에서 곁줄기의 유무에 따른 시각교정값의 차이, 아래줄이 교정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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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글자틀의 크기

공목16의 크기를 절대 크기라 보면 글자 자체의 크기는 상대 크기라 볼 수 있다. 

네모꼴 글자로 대표되는 바탕(명조)체는 줄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네모꼴을 

채웠던 한자처럼 네모틀 안을 가득 채운 글자꼴이었다. 특히, 네모틀 글자꼴인 

바탕체의 모임꼴 중에서 가로모임 민글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받침닿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선도 없어서 아래 부분의 공간이 비어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기둥의 맺음 부분을 아래로 늘려 빈 공간을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

였고 따라서 형태가 변형되었다. (그림 35) 

이 후 안상수체로 대표되는 탈네모꼴에서는 첫닿자와 받침닿자가 같아서 닿자와 

홀자의 형태변화가 없는 조합형 글꼴로써 윗선에 매달려있는 기준선이 특징이다. 

안상수체는 윗선을 기준으로 가로기준선이 뚜렷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상수체는 제목용 글자꼴로써 한시대를 풍미했고 탈네모의 방향 모색

에서도 성공했지만 본문용 글자꼴로서는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 35 네모틀 아래 부분의 빈 공간을 세로홀자의 맺음을 늘려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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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줄기준선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었던 윤디자인연구소의 윤명조 200 시리즈 

또한 위의 변형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윤명조 200 시리즈는 첫닿자를 중심

으로 첫닿윗선에 글줄기준선을 두어 절충형 글줄기준선을 보여준다. 

연구자의 글자틀 구조는 닿자와 홀자의 크기를 같아 보이는 탈네모의 장점을 살

렸고  ‘므 높이’ 윗부분의 돌출된 첫돌기와 아래 부분의 받침닿자들이 만드는 리

듬감을 통해 글자의 크기가 상대적인 크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

구자의 글자틀 구조는 기존 네모틀 글자꼴의 공간을 채우는 방향이 아닌 탈네

모 글자꼴에서 보여지는 글자 아래 부분의 형태적 특징을 살리고 윗부분의 세

로홀자 첫돌기의 형태적 특징을 추가하여 글자꼴의 공간을 남겨두어 여백의 미

를 의도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낱말의 전체 이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글자의 

형태 또한 잘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자밀도를 고르게 보여주는 탈네모의 장

점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밑선의 변화와 그동안 간과되었던 윗선의 변화를 유발

하여 변하지 않는 ‘므 높이’의 글줄기준선을 형성하게 한다. 특히, 가로모임 받

침글자에서 보여졌던 첫닿자의 오른쪽 부분과 세로홀자의 첫돌기, 곁줄기 윗부

분의 좁은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낱글자의 판독성을 향상시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림 36) 

그림 36 첫닿자와 세로홀자의 줄기가 덜 모임으로써 낱글자의 판독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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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글자틀의 무게 

본질적으로 글자틀은 글자의 구조를 보여주기위한 수단으로써 무게를 갖지 않는다. 

무게는 글자꼴의 문제이지 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글자틀을 만들고 그 속에 

글자를 채워 그리면 글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 보이게 된다. 글자틀은 글자 크기

와 글자 무게의 조정을 제한할 수도 있어서 글자꼴에 따라 시각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글자꼴을 만들고 다양한 굵기의 글자가족을 만들 때 속공간의 안

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감안하여 글자틀은 디자인되어야 한다. 연구자의 글

자틀은 10단계의 굵기 변화에 따른 공간 안배를 적용하여 디자인되었다. 

그림 37 글자틀의 무게 변화 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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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글자틀 디자인

 4.2.1 글자틀의 사용 목적

“ 네모틀 한글은 한자와 마찬가지로 세로짜기되다가 점차 가로짜기 되었다. 활

자도 가로짜기와 세로짜기에 모두 쓰이도록 활자의 원도를 정사각형의 ‘글자

틀’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그러나, 활자의 가로짜기와 세로짜기에 공통되게 

만든 글자꼴은 두 가지 모두에 미흡한 점들을 보여주게 된다. 글자마다 한글

의 줄기 수는 차이가 난다. 각기 다른 수의 줄기들을 같은 글자 너비 또는 같

은 글자 높이에 채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가로짜기 또는 세로짜

기만을 위한 활자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글자 표현에서는 이같은 활자꼴의 

미흡한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김진평은 그의 저서, 한글의 글자표현

(1983)에서 말하고 있다. 

그림 38 바탕체 글자틀과 바탕체 원도디자인(김진평, 한글의 글자표현, 미진사,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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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 가족이나 이를 구성하는 활자체들을 살펴볼 때, 라틴 알파벳도 각각의  

버전마다 제작의도를 반영한 사용목적을 염두해 두고 디자인된다. 소문자는 

기본이 되는 로만 버전으로 본문에 사용된다. 대문자는 머리글자와 제목용으

로 사용된다. 작은대문자는 본문에서 특정 부분을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는 정

도로 강조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한글은 줄기 수에 따라 글자 너비와 글자 높

이가 다르므로 가로짜기를 위해 글자틀이 다시 디자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라틴 알파벳으로 조판된 본문은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을 때 

더 읽기 쉽다고 여겨진다. 이것는 우리 눈이 텍스트를 훑어볼 때 낱글자를 일

일이 판독하기보다는 어센더와 디센더로 낱말을 인식하는, 다시 말해 이미지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문자는 글자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센더와 디센더가 있어 훑어보기 편한 소문자에 비해 인식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20 

20     앰브로즈ㆍ해리스, 2009, 타이포그래피, 안그라픽스,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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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글자틀의 표정

글자의 표정은 곡선 부분의 표현, 세리프의 유무, 질감, 완성형과 조합형, 기준

선, 글자 너비와 방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글자꼴에 비해 글

자틀의 표정은 곡선 부분의 표현, 완성형과 조합형, 기준선, 글자 너비 등의 요

소에 의해 한정되어 영향을 받는다. 

글자틀의 표정을 결정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가로모임 민글자인 ‘마’꼴을 

예를 들어 살펴 보자. 정방형 네모틀의 마꼴은 기둥 아래 부분과 맺음, 곁줄기

를 아래쪽으로 내려 디자인한다. 이것은 윗선과 밑선에 맞춰 디자인된 글자들

과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둥의 맺음부분이 받침닿자 영역까지 

내려온 것이다. 탈네모꼴에서는 연구자의 글자틀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첫

닿윗선과 윗선을 보면 뚜렷이 차이가 난다. 연구자의 글자틀에 자소의 높이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원형에 가깝게 정방형으로 복원되었고(그림 39)  첫닿윗선

과 윗선의 차이가 뚜렷하며 보선의 위치도 통일되어 있다.

네모꼴, 탈네모꼴, 연구자의 글자틀에서 각각의 ‘므 높이’는 글줄기준선의 차

이점을 뚜렷하게 구별해 준다. 네모꼴의 ‘므 높이’는 윗선과 밑선에 근접하게 

디자인되어 네모꼴을 이룬다. 탈네모꼴 ‘므 높이’는 윗선에 근접하고 밑선으

그림 39 네모꼴 바탕체의 무게중심선과 연구자 글자틀의 글줄기준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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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는 떨어져 있어 낱글자들이 윗선에 매달려 있게 된다. 연구자의 글자틀

은 윗부분과 아래 부분에 공간이 있어 글줄의 면을 이루게 된다. ‘므 높이’가 글

자틀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글줄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2.3 글줄테스트

한글은 물론 라틴 알파벳과 기호, 한자까지 글자 디자인이 마무리되면 상용화

되기에 앞서 몇 번의 테스트를 해야 한다. 한글만 해도 엄청난 조합을 테스트

해야하는데 이 모든 조합을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어 팬그

램21을 많이 만들어 검수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글을 가로짜기할 때 낱글자들이 수평으로 글줄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기준선을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낱자와 낱글자를 디자인하

21      팬그램Pangram은 라틴 알파벳의 모든 글자들을 사용해서 만든 문장을 뜻한다. 글꼴 샘플을 보여주거나 

장비를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데 The quick brown fox jumps ofver a lazy dog. 같은 경우가 좋은 예

이다. 한국어 팬그램으로는 한글의 기본 닿소리를 중복없이 전부 사용한 ‘동틀녘 햇빛 작품’, 한글의 기

본 닿소리와 홀소리를 전부 한 번씩만 사용한 ‘챠트 피면 술컵도 유효작’을 사용하였다.

그림 40 네모꼴, 탈네모꼴, 연구자의 글자틀에서‘므 높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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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무리 단계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일반적인 순서와 달리 반대의 연구 순서

가 타당하다. 그러므로 먼저, 글줄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를 글자 디자인에 적

용해보았다.

글자꼴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므로 기존 글자꼴을 변형하여 글줄테스트를 한

다. 세로홀자의 첫돌기가 특징인 미소체와 첫닿자를 중심으로 디자인된 크리

명조, 크리고딕, 최정호가 디자인한 궁서체, 총 네 가지 글자꼴을 변형하여 글

줄테스트를 하였다.

그림 41 므 높이를 적용한 글자꼴, 위로부터 미소M, 크리명조L, 크리고딕M, 한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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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기본 낱자 디자인

한글의 낱글자는 가로줄기가 2개냐 3개냐, 모양이 다른 것이냐에 따라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ㄱ, ㅋ, ㄴ, ㄷ, ㅁ, ㅍ, ㅇ 등은 가로줄기가 2개인 낱자

들이고, ㄹ, ㅌ, ㅂ 등은 가로줄기가 3개인 낱자들, ㅅ, ㅈ, ㅊ, ㅎ 등은 그 나

머지로 볼 수 있다.22 

가로줄기가 2개인 낱자는 ㅁ을 먼저 만들고 ㄱ과 ㄴ, 그리고 ㄷ을 만들었다. 

ㄱ 과 ㄴ, 그리고 ㄷ은 속공간이 열려 있어 ㅁ의 가로줄기와 세로줄기의 길이

를 그대로 사용하면 흰공간의 힘이 강하여 작게 보이고 위치가 어긋나 보이게 

된다. 따라서 낱자들이 가로와 세로로 모일 때 기준선에 따라 시각삭제21가 일

어나므로 시각적으로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 조절해 주어야 한다.

가로줄기가 3개인 낱자는 ㅁ보다 약간 크게 만들어 ㄹ과 ㅂ, 그리고 ㅌ을 만들

었다. ㅂ과 ㅌ 또한 윗부분과 오른쪽 줄기 끝부분을 다독여 주어야 한다.

나머지 ㅅ, ㅈ, ㅊ, ㅎ은 먼저 ㅅ을 ㅁ과 같은 크기로 시각삭제부분을 감안하

여 조금 크게 만들고, 이에 맞춰 줄기 1개를 추가하여 ㅈ을 만들었다. ㅊ은 ㅈ 

위에 돌기만 더해 주었는데 첫닿윗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ㅊ의 꼭지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ㅎ도 가로줄기가 강조되어 꼭지는 시

각삭제되고 두번째 가로줄기를 강조하되 ㅇ과 만나는 부분이 뭉게지지 않도

록 깍아주었다.

22     윤영기, 1999, 윤영기의 한글디자인, 정글,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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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자의 조정은 매우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

나 전체적으로 시각적 질서를 보다 정연하게 하고 균형잡힌 모양을 만들어내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42 ㄱ, ㄴ, ㄷ, ㅁ, ㅇ의 크기 비교

그림 43 ㄹ, ㅂ, ㅌ, ㅎ의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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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기본 낱글자 디자인

낱글자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첫닿자 19자와 홀자 21자 및 받침닿자 27자가 

일정한 모아쓰기의 원리에 따라 모아져야 한다. 모아쓰기 방법에는 크게 세 가

지가 있는데, 첫닿자와 홀자가 가로로 모이는 가로모임, 세로로 모이는 세로

모임, 그리고 가로와 세로로 모이는 섞임모임이 있다. 이 세 가지 모임 방법은 

받침닿자를 붙이고 안 붙이고에 따라 각각 두 가지로 다시 나뉘어져 결국 가로

모임 민글자와 가로모임 받침글자, 세로모임 민글자와 세로모임 받침글자, 섞

임모임 민글자와 섞임모임 받침글자의 총 여섯 가지 모임꼴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각각의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특성의 한글 글자꼴들이 라틴 알파

벳 소문자의 미디언Median22 같은 글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글자틀을 디자인하

그림 44 ㅅ, ㅈ, ㅊ의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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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므 높이’ 글줄기준선을 적용하면 한글을 가로짜기

할 때 각각의 낱글자들을 첫닿윗선과 보선에 맞추어져 글줄의 띠를 형성할 수 

있다. 라틴 알파벳 소문자의 머리가 나란히 정렬될 수 있도록 가상의 기준선(미

디언)을 만들어 준 것처럼 한글 가로홀자의 보를 통해 가로홀자가 있는 경우에

는 보선을 기준선으로, 가로홀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로홀자의 맺음을 기준선으

로 보선에 맞춤으로써 간헐적인 보선을 통해 가상의 기준선(베이스라인)을 만

들어 줄 수 있다. 

그림 45 글자틀의 여섯 가지 모임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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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많이 쓰는 대표글자틀 100자 

그림 46 대표 글자틀 1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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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파생 글자틀을 위해 선택된 대표글자틀 100자 

그림 47 파생 글자틀 1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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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글자틀의 무게 변화 

글자틀은 구조를 보여주는 형태적 방법으로 활자의 무게에 대한 논의와는 무

관하다. 하지만 글자틀도 물리적인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선이 두께를 갖

게 된다면 무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자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주된 논제이므로 무게 변화에 따른 시각적 교정은 향후 연구과제

로 두고자 한다. 

그림 48 글자틀의 5단계 무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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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글자틀과 라틴 알파벳

한글의 글줄기준선과 라틴 알파벳의 기준선을 맞추는 문제는 한글과 라틴 알

파벳을 혼합 조판할 때 발생한다. 한글 본문용 네모틀 글자꼴들은 기준선으로 

윗선과 밑선, 무게중심선과 보선 등을 가지고 있다. 라틴 알파벳은 어센트라

인Ascent-line, 캡하이트 라인Cap-height Line, 민라인Mean-line(미드라인Mid-line 또

는 미디언Median), 베이스라인Baseline, 디센트라인Descent-line 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기준선 체제에서 어떤 기준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

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틴 알파벳의 대문자, 소문자, 작은대문자의 글줄기준선과 한글의 글줄기준선

을 살펴보자. 대문자의 경우 한자와 함께 한글의 네모형 글자꼴과 잘 어울린다. 

소문자, 작은대문자의 글줄기준선과 한글의 완성형, 조합형 글자꼴의 글줄기준

선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까지 글꼴회사에서 만든 네모틀 글자꼴들은 라

틴 알파벳의 베이스라인을 보선과 비슷한 위치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라

틴 알파벳의 기준선을 한글의 보선에 맞췄다기 보다는 글자꼴의 몸통과 윗선

과 밑선 사이의 공간이 균등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그림 49 네모꼴 완성형 글자꼴의 보선과 베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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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대문자는 대문자의 높이보다 작은 크기의 대문자 형태를 지니고 있는

데 본문용으로 디자인될 경우 소문자의 높이와 동일하거나 이보다 미세하

게 크다. 일반적으로 대문자 높이의 60~70%에 해당하며 제목용으로 만들

어진 작은 대문자는 디자인에 있어서 유연성이 좋고 간혹 소문자 x 높이보

다 조금 더 높다. 전문가용 작은 대문자는 대문자의 무게와 컬러(회색도, 농

도), 그리고 비례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디자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문자들

의 높이와도 시각적으로 맞춰져 있다... 미국의 주 state, 시간 a.m.과 p.m., 

또는 여러 단어의 머리글자를 합쳐 만든 축약어, 두문자어와 같이 두 글자

나 세 글자로 된 약어에 대문자 대신에 작은대문자를 사용한다. 작은 대문

자는 모두 대문자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의 

톤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부각되며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특히 

고전형 숫자와 사용될 때 보기가 좋다.23

이제까지 한글 글자꼴은 라틴 알파벳의 소문자와 작은 대문자와 사용되기가 

쉽지 않았다. 사용할 수 있지만 어울리진 않았다. 연구자의 글줄기준선을 적

용한 한글 글자틀을 적용한 글자꼴은 소문자 뿐만 아니라 작은 대문자와 숫자, 

문장부호와 기준선을 공유할 수 있으며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다. 

23     아이린 스트리즈버, 2009, 디자이너가 꼭 알아야 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하우스, 159쪽

그림 50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숫자, 한글, 소문자, 한글, 작은대문자, 문장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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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0 글자틀과 숫자

“숫자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중 ‘고전형 숫자24’ 가 ‘현대형 숫자25 보다 가독

성이 높다는 ‘틴커’의 연구가 있다. 고전형 숫자는 어센더Ascender와 디센더

Descender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익스텐더들Extenders은 숫자들이 서로 다르게 보

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26 연구자의 글자틀도 라틴 알파벳의 익스텐더 역할을 

하는 세로홀자 기둥의 윗부분과 받침닿자를 가지고 있다. 이 두 부분의 특징은 

낱글자의 형태적 변별력을 높여 주어 한글의 판독성과 가독성을 높여 줄 수 있

다. 아울러 고전형 숫자는 한글과 함께 ‘므 높이’에 맞춰 사용될 수 있고 본문

의 글줄을 고르게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라틴 알파벳의 소문자를 닮은 고전형 숫자는 소문자 x 높이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어센더와 디센더를 가지고 있어 소문자와 잘 어울린다. 고전형 숫자

는 매우 유용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특히 텍스트에 적

용하면 본문의 톤을 유지하면서 매끄럽고 고르게 섞인다. 물론 고전형 숫자

의 이 같은 성질은 작은대문자와도 잘 어울린다. 또한 고전형 숫자는 제목

용으로도 적합하다.27 

24      고전형 숫자는 OSF, Old Style Figures라고도 하는데 현대형 숫자와 달리 각각 크기가 다르고 어센더

와 디센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있어 높이가 일직선으로 정렬되지 않는다. 소문자와 함께 사용되며 

‘1, 2, 0’은 x 높이와 같고 ‘6, 8’은 어센더가 있으며 ‘3, 4, 5, 7, 9’는 디센더를 가지고 있다. 세종대

왕기념사업회 한국글꼴개발원, 한글글꼴용어사전, 2000, 25쪽

25      현대형 숫자는 숫자의 높이가 일정하여 라틴 알파벳 대문자의 높이와 같으며 베이스라인 위에 일직선으로 

정렬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글꼴개발원, 한글글꼴용어사전, 2000, 288쪽

26     안상수, 1980, 가독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쪽

27     아이린 스트리즈버, 2009, 디자이너가 꼭 알아야 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하우스,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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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글자틀을 적용한 숫자는 현대형 숫자와 고전형 숫자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고정너비와 비례너비 버전이 포함되어 있어 디자이너는 고정너비 현

대형 숫자, 비례너비 현대형 숫자, 고정너비 고전형 숫자, 비례너비 고전형 숫

자, 총 4가지 스타일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1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소문자, 고전형 숫자,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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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1 글자틀과 문장부호

현재 한글에 사용하고 있는 문장부호는 라틴 알파벳의 문장부호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 문장부호의 기준선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의 문제는 뚜

렷한 결론이 없다. 이 문장부호의 기준선은 서체회사별로 다르고 통일된 기준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각필구결 구조도를 적용한 한

글 문장부호디자인 개발연구(2007)’를 통해 문장부호의 크기, 너비, 위치, 기

준선, 쓰기방향에 따른 디자인을 제시한 바 있다. 

석금호도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서체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신명조틀을 가진 제비체에서 가라몬드체를 10% 축소

했을 때 시각적으로 한글의 크기와 일치되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쉼표

나 마침표와 같은 부호들은 한글과 동시에 사용해야 하므로 한글 조판에서도 

적응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가령, 쉼표나 마침표를 영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한글조판에서는 너무 작아서 어울리지 않는다.28 

연구자의 글자틀에서는 고전형 숫자와 한글 문장부호를 ‘므 높이’ 글줄기준선

에 맞춰 정렬할 수 있다. 그림 52을 보면 한글 문장부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28     석금호, 1994,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미진사, 135쪽

그림 52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고전형 숫자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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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표와 쉼표의 위치는 다소 윗부분으로 올려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

전형 숫자에서 사용되는 쉼표를 보면 연구자의 글자틀이 적용된 쉼표의 위치

값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림 53 기준선을 공유한 한글의 문장부호와 라틴 알파벳의 문장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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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글자틀 실험

 4.3.1 최소의 낱말 실험

커닝은 글자 엇물리기29라고도 하는데 두 낱글자 사이의 공간을 더하거나 줄

이면서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글자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이유는 글자

들 사이의 톤과 짜임새를 균형있게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인 짜임새를 일관되

게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기준선을 조절해 주는 일 또한 똑같은 주의가 필요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낱글자들의 기준선을 조절하여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30 따라서 글자디자인 초기부터 상대적인 개념인 글줄

기준선을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낱글자들 

사이의 관계를 기준선으로 맞추고 낱글자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29     특정 글자 사이를 의도적으로 엇물리게 조정하여 더욱 짜임새 있게 글자 사이를 조정하는 것. 이를테면, 

영문자를 조판할 때 특정한 글자의 자간을 표준 너비보다 좁혀서 또는 넓혀서 자간의 균형을 보정하고 개선하는

데, 예를 들어 ‘Ty, We, LT’와 같은 경우 자간을 표준값보다 좁혀서 조판하는 것이 좋으며 ‘HH’와 같은 경

우 넓혀서 조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정의 정도는 글꼴 종류, 글자 크기, 글줄 사이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

다.

         최근의 조판 소프트웨어는 특정 글자의 조합에 적용하는 스페이스 보정값을 각각의 서체마다 데이터로 수

록하고 있어 자동으로 커닝 값을 보정할 수 있으나, 항상 일정한 보정값을 사용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신중

하게 자신의 눈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 납 활자 시대에서는 활자 막대를 사용하는 물리적인 환경으로 글자 사

이를 미세조정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사진 식자 시대나 오늘날 일반화한 전자 출판 시대에는 그 환경의 특성

상 글자 사이의 미세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특정 글자 끼리의 사이를 글자 전체의 가상

틀에 구애받지 않고 미세조정 하여 더욱 짜임새 있는 판짜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글

꼴개발원, 한글글꼴용어사전, 2000, 45쪽

30     아이린 스트리즈버, 2009, 디자이너가 꼭 알아야 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하우스,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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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띄어쓰기를 독서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

렇지 않다. 한글로 적을 경우 띄어쓰기는 형태의 미적 기본단계를 파악케 할 

수 있는 구실을 할 뿐이다.31 네모틀 글자꼴과 탈네모틀 글자꼴, 그리고 연구자

의 글자틀을 적용한 글자꼴 각각의 최소 낱말을 비교해 보자. 네모틀 글자꼴

은 사각형의 이미지를, 탈네모틀 글자꼴로 설정된 낱말은 윗선을 싹뚝 자른듯

한 이미지를 보인다. 연구자의 글자틀을 적용한 낱말은 로고타입처럼 ‘므 높

이’ 글줄기준선이 중심으로 위아래 자유로운 리듬감을 주면서 형태의 미적 단

계에 변화와 통일을 보여주고 있다. 

31     국어국자품격진흥동아리, 2011, 국어국자의 품격, 185쪽

그림 54 한글 본문용 글자틀의 변화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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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글자틀과 가독성 

대비, 단순함, 비례는 가장 가독성이 높은 활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세 가지 

특성이다.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된 글자꼴은 아름답고 기능적이며 언제

나 좋은 본보기가 된다. 글자꼴은 줄기가 수직이냐, 곡선이냐, 수직과 곡선의 

결합이냐, 사선이냐에 따라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차이 또한 가지

고 있다.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글자들은 한 낱말 속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

여 준다.32 그러므로 글자틀을 적용한 낱말 속에서 여섯 가지 모임꼴로부터 글

자꼴들이 골고루 취해질 때 가장 가독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낱말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라틴 알파벳은 어센더나 디센더를 가지고 있

는 소문자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네모꼴 낱말과는 달리 연구자의 글

자틀로 조합된 낱말은 ‘므 높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세로홀자의 첫돌기와 

받침닿자가 위치해 있어 위아래의 형태 변화가 생기면서 이미지화된다. 낱말

이 이미지로 보이게 되면 형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2     롭 카터·벤 데이·필립 멕스, 2005,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형태와 커뮤니케이션, 비즈앤비즈,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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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낱말의 위쪽 절반 부분이 아래쪽 절반 부분보다 가독성이 높다

그림 56 왼쪽 절반 부분보다 오른쪽 절반 부분이 보다 쉽게 식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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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의 지각은 형태와 반형태Form and Counterform의 관계에 기초한다. 글자의 

속공간은 가독성에 있어서 글자의 겉모양만큼이나 중요하다.33 글자틀을 적용

한 글자꼴을 자세히 살펴보면 ‘므 높이’ 공간 속의 가로줄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원형으로 돌아가 있다. 아래 부분의 짧은 기둥 옆의 곁줄기가 첫닿자

의 옆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워’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존 아

래 부분의 좁은 공간에 있던 곁줄기가 짧은 기둥과 겹치면서 낱글자의 판독성

을 헤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글자틀을 적용하면 곁줄기가 훈민정음 창

제 당시 본래의 위치로 이동해 아래 부분의 속공간이 여유로워지고 전체적으

로 낱글자 속의 상하 여백이 균등하게 분할된다.(그림 57 c ) 따라서 낱글자의 가

독성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33     롭 카터·벤 데이·필립 멕스, 2005,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형태와 커뮤니케이션, 비즈앤비즈,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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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a 네모꼴, b 탈네모꼴, c 연구자의 글자틀의 인지단서 비교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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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글줄 비교

글자가 모여 글줄이 만들어진다. 줄이 만들어지기 위해 기준이 되는 선은 우

리 눈에 뚜렷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어있기도 하다. 이러한 줄을 석

금호는 시각기호들의 연결이라고 하였고 롭 카터는 타이포그래픽 선이라고 

하였다. 

한글이나 라틴 알파벳이나 모두 일정한 연속선 위에서 말소리를 표현하는 시각

기호들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리를 표현하는 시각기호들은 서로 

다르게 모아지고 흩어지면서 수만 개의 낱말들을 창조해내고 결합시켜준다. 이

것은 ‘시각화된 사상’ 또는 ‘얼어 있는 소리’라고 불리게 된 타이포그래피의 힘

이고 매력이다.34 

낱말들이 모여 글줄과 타이포그래픽 선을 만드는데 글줄의 구성과 배치는 구

조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기본적인 글줄의 형태는 한 개의 낱글자 크기와 굵기

를 가지며 정해진 글줄 사이에 수평으로 확장된다. 다수의 글줄들은 대칭적이

거나 비대칭적으로 레이아웃되는데 독자는 개별적인 글줄들과 둘러싸인 공간

과의 관계를 지각해야만 한다.35 

글줄은 글자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연구자는 네모틀 글자꼴과 탈네모틀 글

자꼴, 그리고 연구자의 글자틀을 적용한 글자꼴 각각의 글줄을 비교해보았다. 

34     석금호, 1994,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미진사, 39쪽

35     롭 카터·벤 데이·필립 멕스, 2005,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형태와 커뮤니케이션, 비즈앤비즈,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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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네모틀 글자꼴의 경우 윗선과 밑선으로 우리 눈에 익숙한 글줄이 형성

된다. 탈네모틀 글자꼴의 경우 윗선을 기준으로 글줄이 형성되면서 아래 부

분에 리듬감이 생긴다. 아래 부분에 받침닿자들로 인해 생기는 리듬감은 우리 

눈에 많은 인지단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글자틀을 적용한 글자

꼴이 만드는 글줄은 위와 아래로 탈네모꼴 글줄보다 많은 인지단서를 보여주

고 있다. 이 상의 세 가지 글자꼴의 글줄은 각기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다. 네

모틀 글자꼴과 탈네모틀 글자꼴의 글줄은 우리에게 통일감과 익숙함을 주는

데 반해, 연구자의 글자틀을 적용한 글자꼴의 글줄은 낱글자와 낱말들 사이의 

시각적 변별력을 높여주며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눈에 익숙하

지 않아 부분적으로 인지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83

그림 58 네모꼴, 탈네모꼴, 연구자의 글자틀체 글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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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의 공간이 다소 간격의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반드시 글

자의 너비에 비례해야 한다.36 글자 사이의 공간은 낱말 사이의 공간, 글줄 사

이의 공간과 더불어 판독성Legibility37과 가독성Readability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적절한 간격은 읽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조화롭게 보여 독자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글 글자꼴에서 가장 효율적인 낱말간격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석금호는 

그의 저서에서 보통 전문 디자이너들이 선택하는 고급 출판물에서 3분각을 사

용한다고 하였다. 한글조판에서 3분각은 조판의 미를 보장하면서도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적절한 간격이고 글자꼴의 너비가 860 유니트일 때 3분각은 

280유니트의 너비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38 

36     롭 카터·벤 데이·필립 멕스, 2005,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형태와 커뮤니케이션, 비즈앤비즈, 92쪽

37      판독성判讀性은 글자가 눈에 잘 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개의 글자 형태를 식별하고 인지하는 과정

이며, 산세리프체가 판독성이 높다고 알려져있다. 유사한 개념인 가독성은 읽기 쉬운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 보고 지각하는 과정의 성공도를 나타내며, 세리프체가 가독성이 높다고 알려져있다. 보통, 가독성의 의

미는 Readability와 Legibility를 모두 포함하는 뜻으로 통용되지만 두 개념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현할 

때 판독성Legibility이라 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글꼴개발원, 한글글꼴용어사전, 2000, 267쪽

38     석금호, 1994,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미진사, 136쪽

그림 59 네모꼴과 연구자의 글자틀의 글자 사이, 낱말 사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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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글줄 사이와 글줄보내기

글줄 사이와 글줄보내기는 둘 다 글줄과 글줄 사이의 공간을 지칭하는데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글줄 사이Inter-line Space는 첫 글줄 밑선에서 다음 글

줄 윗선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글줄 보내기Leading는 첫 글줄 밑선에서 다음 글

줄 밑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39 글줄 사이는 행간과 행송을 뜻하는데 라틴 알

파벳 소문자의 글줄 기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의 글자틀은 네줄 

기준선을 적용하여 글줄 사이는 밑선과 윗선 사이의 거리를, 글줄 보내기는 보

선과 보선 사이의 거리를 뜻한다. 

39     안상수·한재준·이용제, 2009, 한글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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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라틴 알파벳과 한글의 글줄 사이, 글줄보내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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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알파벳 글자꼴 중 소문자의 x 높이가 큰 글자꼴은 x 높이가 작은 글자꼴

보다 글줄 사이가 더 넓어야 한다. 또한 제목 활자들을 조판할 경우 어센더와 

디센더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글줄 사이가 달라진다. 제목 활자는 글줄 사

이의 흰색 공간이 시각적으로 줄어 보이게 하는데, 글줄 사이 공간이 어센더와 

디센더로 인해 고르지 않게 보일 경우 시각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40 

40     롭 카터·벤 데이·필립 멕스, 2005,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형태와 커뮤니케이션, 비즈앤비즈, 93쪽

그림 61 글줄 사이의 미세 조정이 필요한 예(왼쪽은 미세조정 전, 오른쪽은 미세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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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틀 글자꼴에서는 윗선과 밑선이 글줄기준선으로 사용되고, 탈네모틀 글자

꼴에서는 윗선이 글줄기준선으로 사용되어 왔다. 연구자의 글자틀을 적용한 

글자꼴의 글줄기준선은 중앙의 글줄기준면을 따라 디자인되었으므로 ‘므 높

이’ 상하의 공간배분을 고려하여 글줄 사이띄기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편집 프로그램은 글자 크기의 120%로 글줄 사이를 자동 설정해 주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은 본문 디자인을 할 때 매우 편리하다. 글자

의 크기를 바꾸더라도 글줄 사이는 자동적으로 비례하여 바뀌기 때문이다. 이 

비례는 라틴 알파벳 격언인 10 on 12 by 1841 이라는 문구에서 유래하였는데 

연구자의 글자틀을 적용한 글자꼴을 사용한다면 한글에서도 이러한 자동 기

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1      10포인트 가라몬드체를 2포인트의 글줄 보내기값으로 설정하여 18파이카의 단 너비 안에 조판한다는 의

미인데 금속활자로 편집디자인할 때 전통적으로 적용됐던 규칙이었다. 이 규칙을 120%의 자동 글줄 사

이 기능의 비례로 사용한다. Robert Bringhurst, 2008, The elements of typographic style, H&M 

Publishers, p 321

87

그림 62 편집 프로그램의 자동 글줄 사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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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글줄이미지 비교

그림 65 미소체에 적용한 글자꼴의 글줄이미지 

그림 64 탈네모꼴 조합형 바탕체인 공한체의 글줄 이미지

그림 63 네모꼴 바탕체인 신명조의 글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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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가 모여 낱말이 되고, 낱말이 모여 글줄이 되며, 글줄이 모여 문장을 이루

게 된다. 글줄의 윤곽이나 배치는 글줄을 둘러싼 공간과 함께 타이포그래피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글줄 길이와 글줄 사이, 양끝 맞추기, 오른끝흘리기 등 글

줄 조판 형식에 따라 글줄의 이미지, 타이포그래피의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한

다42. 아래 네모틀 글자꼴과 탈네모틀 글자꼴, 연구자의 글자틀을 적용한 글자

꼴을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만약 본문을 모두 대문자만으로 디자인한다면 가독성이 심하게 떨어져서 독

자는 읽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조판은 그 어떤 요인보다도 가독

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림 63은 모두 네모틀 글자꼴만으로 구성된 낱말을 

보여주는데,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여 윗선과 밑선을 맞춘 낱말 외곽선을 만들

어낸다. 그림 65은 연구자의 글자틀을 적용한 글자꼴로 구성된 낱말을 보여

주는데,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므 높이’에 맞춰 위아래로 리듬감을 주는 낱

말 외곽선을 만들어낸다.

낱말의 인식은 낱말구조, 글자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낱말모양의 결합, 그

리고 낱말의 속공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소문자로 구성된 낱말이 대문자로 구

성된 낱말보다 구별하기가 쉽다.43 따라서 한글도 글자틀을 적용한 낱말이 네

모틀을 적용한 낱말보다 구별하기가 쉽다. 우리의 눈은 규칙적인 낱말 모양 보

다 불규칙한 낱말 모양을 보다 쉽게 인식하기 때문이다.(그림 65) 

4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글꼴개발원, 2000, 한글글꼴용어사전, 49쪽

43     롭 카터·벤 데이·필립 멕스, 2005,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형태와 커뮤니케이션, 비즈앤비즈, 90쪽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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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낱말의 모양은, 일단 지각되고 나면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볼 

때까지 독자의 기억 속에 저장된다. 낱말이 원래 알고 있던 낱말의 모양과 다

른 외양을 취할 경우 독자는 혼동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자에 대한 

형태 재인Pattern Recognition44은 새로운 글자꼴에 대한 인지적 충돌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 새로운 글자꼴은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게 한다.

대문자로만 조판된 본문은 동일한 크기의 소문자로 조판된 본문보다 약 35%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45 네모틀 글자틀로만 조판된 본문은 동일한 크기의 

연구자의 글자틀을 적용한 글자꼴로 조판된 본문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한

다. 따라서 연구자의 글자틀을 적용한 글자꼴로 조판된 본문은 불규칙한 낱말

모양과 속공간에 기초를 둔 독특한 글줄을 형성한다.(그림 65) 다양한 글자꼴의 

모양, 첫닿윗선의 윗부분과 보선의 아래 부분들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뚜

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림 63의 바탕체가 글자틀을 적용한 그림 65의 글자

꼴 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44      패턴의 지각. 컴퓨터 시각 등에서는 ‘형태 인식’ 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즉,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

든지, 글자를 인식한다든지, 말의 내용을 인식한다든지 하는 대상의 정체를 지각하는 과정을 말한다. 실험

심리학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 2008

45     롭 카터·벤 데이·필립 멕스, 2005,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형태와 커뮤니케이션, 비즈앤비즈, 90쪽

그림 66 낱말의 독특한 이미지는 인지단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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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글자틀과 베이스라인 그리드

기본적으로 그리드 시스템은 x. y축으로 이루어진 데카르트 좌표계를 토대로 

두고 있는데 격자형으로 직사각형 모듈로 구성된다. 타이포그래픽 그리드는 

이러한 기본적 ‘틀’을 제공하면서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에는 

타이포그래픽 요소들에 경계와 페이지 위에 여백과 디자이너가 활자와 이미

지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틀을 제공한다. 또한 그리드 모듈, 단과 단 사이의 간

격, 다양한 정보 공간, 그리고 정렬을 통해 요소들의 가장 높은 위치를 설정하

는 시각 기준선flow-line(흐름선)을 포함한다. 디자이너는 이러한 특성들의 관

계를 모두 고려해야하는데 내용과 가독성, 추구하는 시각효과, 하나의 그리드 

안에 통합되는 모듈 수까지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베이스라인 그리드Baseline Grid는 그리드 기준선이라고도 하는데 빌딩을 세우

는 데 사용되는 골격 구조와 유사한 역할로, 편집디자인에 있어서 눈으로 측정

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디자인 요소의 배치를 도와주고 레이아웃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드 기준선은 기준선과 기준선 간의 거리, 글자 크기와 글줄 

사이와 같이 디자인의 주요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밖에 기준선

을 x 높이에 지정할지 또는 대문자 높이에 지정할지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연구자의 한글 글자틀 구조는 편집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베이스라인 그리드를 

‘므 높이’의 보선에 설정하면 라틴 알파벳 소문자와 작은대문자, 숫자, 문장부

호 등과 함께 가로짜기 글줄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기존 한글의 글

자꼴은 편집 프로그램에서 베이스라인 그리드를 적용할 때 네모꼴과 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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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꼴 모두 낱글자들이 아래로 약간 내려와 보였다. 내려와 보이는 베이스라

인 그리드의 기준선은 보선에 맞춰진 것도 받침윗선에 맞춰진 것도 아닌 한글 

글자꼴을 디자인할 때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라틴 알파벳 베이스라인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의 글자틀은 ‘므 높이’의 보선에 베이스라인 

그림 67  베이스라인 그리드가 활성 상태인 가로짜기 글줄기준선 글자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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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가 적용됨으로서 라틴 알파벳, 숫자, 문장부호 등 한글 외의 각종 부호

와 기호의 기준선을 베이스라인 그리드에 적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그림 68 베이스라인 그리드가 비활성 상태인 가로짜기 글줄기준선 글자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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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글자꼴 적용사례

연구자의 글자틀을 기존 글자꼴에 적용하였다. 

그림 69 글자틀의 구조를 미소체에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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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글자틀의 구조를 크리명조에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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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글자틀의 구조를 크리고딕에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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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글자틀의 구조를 궁체에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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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작품연구

5.1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 글자틀 KSC5601 완성형 2,3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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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라틴 알파벳과 숫자 글자틀 

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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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6.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가로짜기에 적합한 한글 글자틀의 구조를 제안하기 위해 글줄기준

선에 관한 선행연구와 글줄을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 지각체제화 이론, 반언

셜과의 형태적 유사성, 세로짜기 궁체의 글줄기준선을 분석하여 한글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조영제, 김인철, 김진평,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 황일선의 연구를 글

줄기준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한글 가로짜기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탐구하였다. 이

춘길의 연구를 통해 우리 눈이 평균 4~6자 단위의 낱글자를 읽어내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낱말을 이미지처리하여 읽는다는 사실은 지각체제화 이

론 중 게슈탈트 심리학의 부드러운 연속성의 원리를 글자틀 속에 내포시키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라틴 알파벳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게 되었는지 중간 단계의 필사체인 반언셜을 통해 연구자의 글자틀 구조와

의 형태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창제 당시 기하

학적 글자꼴이었던 한글이 어떻게 부드러운 곡선의 세로방향 궁체로 융화되었

는지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서체회사가 발표한 대표적인 글자꼴인 미소체, 율려체, 매트릭

스체, 산돌60체, 모빌체, 까치발체를 글줄기준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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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글줄기준선으로 삼고 있는 미소체, 산돌60체, 모빌체, 까치발체와 홀자를 

글줄기준선으로 적용한 율려체, 보선을 글줄기준선으로 적용한 매트릭스체, 이

상 세 가지 기준으로 디자인된 글자꼴들을 통해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의 현주

소를 가늠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글줄을 가로짜기하기 위해 기준이 될 수 있는 글자틀 기본 구조를 

만들어 글자틀체를 디자인하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다. 먼저, 오랜 기간동

안 가로짜기해온 라틴 알파벳의 기준선을 분석하였고 연구자의 글줄기준 높이

인 ‘므 높이’를 제안하였다. 글자틀의 비례는 가로로 쉽게 읽히는 가로가 좁고 

세로로 긴 황금비율을 적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본 낱자와 낱글자를 디자인

하였고 대표글자 100자와 파생글자 100자를 디자인하였다. 아울러 글자틀의 

10단계 무게 변화와 라틴 알파벳 소문자, 숫자와의 기준선을 정렬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로서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 글자틀 2,350자

와 라틴 알파벳, 숫자를 디자인하였다. 

이상 연구자는 한글의 탈네모 글자꼴 구조 속에서 가로쓰기 문장방향에 맞는 글

줄기준선을 한글 글자틀 구조 속에 녹여 최종 글자틀을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한글 글자틀 속에 새로운 글줄기준인 ‘므 높이’를 적용하여 가로짜기 한글 글

자틀 구조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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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이론적・실무적 가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가로짜기만을 위한 글자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

를 지닌다. 기존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발표된 글자꼴의 글줄기준선 분석을 

통해 한글을 가로짜기할 때 보다 쉽게 정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

를 글자틀에 대입하여 기존 글자틀의 가로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글 낱글자의 높이를 제시하였다. 세로쓰

기에 적합화되어 있는 궁체를 분석하여 세로 글줄을 이루는 세로줄기를 찾아

내고 가로짜기에 적합한 ‘므 높이’를 가로줄기에 적용하여 글줄기준선을 도출해 

내었다.  

셋째, 한글 글자꼴 디자인의 글줄기준선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 

가로쓰기 문장방향에 어울리는 탈네모 형태의 한글 완성형 글자틀 구조를 탐

구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글자꼴 디자인에 적용하여 다양한 글자꼴을 디자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활용 가치 또한 가지고 있다.

첫째, 가로쓰기 문장방향에 따른 라틴 알파벳과 글줄기준선을 공유할 수 있다. 

라틴 알파벳은 서로 다른 다양한 글자꼴들이 x 높이만 맞춘다면 같은 글줄기

준선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자의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 글자꼴

은 라틴 알파벳의 x 높이와 한글의 ‘므 높이’를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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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글의 문장부호와 라틴 알파벳의 문장부호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서

로 다른 글자꼴이 함께 편집디자인되더라도 문장부호의 기준선이 같기 때문에 

같은 글줄을 이루며 정렬될 수 있다. 

셋째, 한글 글자꼴과 함께 고전형 숫자를 같은 글줄기준선 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한글에 사용된 숫자는 현대형 숫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연구

자의 글자틀이 적용된 글자꼴의 경우 고전형 숫자 뿐만 아니라 작은대문자용 

숫자도 한글과 같은 글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라틴 알파벳의 작은대문자와 한글이 같은 글줄기준선을 공유할 수 있다. 

라틴 알파벳의 대문자와 한글의 네모틀 글자꼴이 같은 글줄기준선을 사용해 

왔듯이 라틴 알파벳의 소문자와 연구자의 한글 글자꼴은 서로 같은 글줄기준

선을 공유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로 도출된 글자꼴은 판독성과 가독성이 우수하여 작은 공간에

서도 잘 보인다. 손 안에 작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한글과 라틴 알파벳이 글줄

을 이루며 표현될 수 있다. 

“혁신적인 타이포그래피는 언제나 신선한 의문을 던져주고, 과거의 규정들에 도

전하며, 가독성과 기능성의 개념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린다.”46고 한다. 이상

의 학문적・실무적 가치는 본 연구를 통해 수많은 확장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6     롭 카터·벤 데이·필립 멕스, 2005,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형태와 커뮤니케이션, 비즈앤비즈,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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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전술한 이론적・실무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은 한계점과 연구과제를 남긴다. 

첫째, 연구자의 연구 결과로 도출된 글자틀은 한자와 글줄기준선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탈네모 글자꼴의 공통된 문제이다. 한자의 글줄기

준선과 연구자의 글자꼴 글줄기준선의 문제는 향후 연구되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글자틀이 다양한 글자꼴에 적용되길 기대한다. 

글자꼴의 무게 변화에 따른 글줄기준선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수반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같은 글자틀을 공유하는 글자꼴로 활자 가족으로의 확장

도 시도할 수 있다. 바탕체와 돋움체, 반정자체, 흘림체, 진흘림체 같은 글자꼴 

디자인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연구자의 글줄기준선이 다른 외국어의 글줄기준선과도 공유될 수 있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어, 중국어 같이 한국과 교류하고 있는 국가들의 문

자와 편집디자인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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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글줄기준선이 윗선에 맞춰져 있는 제목용 글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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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라틴 알파벳 X 높이와 연구자의 ‘므 높이’가 서로 맞춰진 글줄기준선

그림 28 김진평, 한글조형연구, 고 김진평 추모논문집 발간위원회, 60~62쪽

그림 29 가로줄기의 위치를 첫닿윗선과 보선에 가깝게 모아준 글자꼴, 미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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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 글자틀 비례와 글자틀 모듈 

그림 32  세로짜기의 신문명조체‘조’꼴과 가로짜기의 조선일보 명조체(2007)‘조’꼴 비례비교

그림 33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 글자틀 비례 제작방법 

그림 34  ‘ㅏ’꼴과‘ㅓ’꼴에서 곁줄기의 유무에 따른 시각교정값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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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바탕체 글자틀과 바탕체 원도(김진평, 한글의 글자표현, 미진사,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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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대표 글자틀 1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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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a 네모꼴, b 탈네모꼴, c 연구자의 글자틀의 인지단서 비교

그림 58 네모꼴, 탈네모꼴, 연구자의 글자틀체 글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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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reating A Structural Font through ‘므-height’ in Hangul 

Jaehong Park

Faculty of Craft and Desig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dvisor : Prof. Myung-jin Baek

This study suggests that ‘므-height’ (such as x-height in English) can be used as 

the baseline and the meanline in Korean typefaces. Korean typefaces have been 

presented under the meanline of the top-consonant, vowel, and bottom-consonant. 

Today in the environment of editorial design, the Korean Hangul faces ar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foreign type face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struc-

ture of Korean Hangul characters for the horizontal typesetting which can be used 

with a variety of foreign characters and faces was necessary. For this reason, the 

structural theme of Korean Hangul characters only for the horizontal typesetting 

is the cutting-edge subject of this thesis. This study of creating a structural font 

through ‘므-height’ in Hangul provides the new baseline and meanline together 

never introduced from previous researches.

The issues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Research issues 1]  Will the structure of Hangul characters have an appropriate 

structure for the horizontal typesetting?  

[Research issues 2]  Where are the baseline and meanline of the presented Korean 

Hangul faces? 

[Research issues 3]  Where should the baseline be in Latin alphabet and Han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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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ssue 4]  Are Hangul characters are put on the same baseline and mean-

line with foreign characters or marks?

In order to verify the above mentioned issues, literature research and the baseline 

and meanline of Hangul presented fonts have been analyzed. The analysis result 

was faithfully reflected in the final typeface design.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chapter 2, major proceeding researches by Professor Jo, Young-Jae, Professor. 

Kim, In-Chul, Professor. Kim, Jin-Pyeong, Professor. Ahn, Sang-Soo, Professor. 

Han, Jae-Joon, Professor. Lee, Young-Jae, and Mf. Hwang, Il-sun are analyzed from 

the point of baseline and meanline view. By analyzing the data of leading research-

es, the problems in the current issues of the Hangul typeface’s horizontal type-

setting come to surface toward the theoretical background to resolve it. Through 

the study of Professor. Lee, Chun-Gil, the fact that our eyes scan those words and 

sentences as an image was gathered. This means that the same principle of the 

good continuation in the Gestalt psychology held as Korean Hangul characters. 

How did changes from the uppercase to the lowercase in the history of the Latin 

alphabet occur? It was easy to find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final letterforms of 

this study and the letterforms of half-uncial as a mid-step cursive. At the end of this 

chapter, there is an analysis that present how elegant changes were made from the 

geometric letterform to the curved royal typeface.

Chapter 3 analyses the current typefaces released by Korean type foundries from 

the view point of the baseline and meanline. There are three kind of imaginary 

lines on the current Korean typefaces; the meanline of the top-consonant such as 

Smile, Sandoll 60, Mobil, Bracket, the crossbar-line of the vowel such as Yool Ryoe, 

and the baseline of the bottom-consonant such as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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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4, there is a structural font which based on the basic structure of the 

letterform for the horizontal typesetting, and there are a number of experiments 

to apply the principals. First of all, there is an analysis of the baseline in the Latin 

alphabet for the horizontal typesetting, and a suggestion of ‘ 므-height’ as the basic 

height of the Korean letterfrom. To makes it easy to read words, the golden ratio is 

applied to the basic structure of characters in Korean. This is based on the default 

consonant and vowel design, 100 representative type designs, and 100 derivative 

type designs. In addition, the 10-step weight variation, lowercase letters, figures, 

and the structure of Korean letters are designed for the same baseline. 

In chapter 5,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are 2,350 characters which applied by the 

baseline and meanline for horizontal typesetting, the Latin alphabet design, and 

old style figure design in Hangul.

In the structure of Tal-Nemo,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maginary line to give the 

right alignment in writing or give you a baseline to create the final typeface struc-

ture of Hangul characters. Through this study, the type structures which applied 

on the ‘므-height’ were presented in the new direction of a horizontal typesetting 

in Hangul. As such, through this study can be one of the major academic funda-

ments, the structural font only for the horizontal typesetting is designed. Further-

more, in the rich diversity of the Hangul type design, pract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font can be expected.

Keywords :  Hangul, Typography, Typeface, Baseline and Meanline, Horizontal 

Typesetting, 므-heigh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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