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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컴퓨터의 보급이 일반화면서 활판·인쇄술은 

전통적인 양식을 벗어나게 되었다. 소수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만이 다룰 

수 있던 활판·인쇄술은 컴퓨터와 기계 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폰트를 바꾸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폰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폰트의 형태와 형식도 다양해지는 

등 기술의 발전과 매체의 등장은 문자 활용에 변화를 수반하였다. 

텍스트 내부적으로도 링크, 하이퍼텍스트 등 문자 외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텍스트의 구성 체계도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텍스트의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여러 분야에서는 

정보를 다루고 활용함에 있어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도 

폰트의 활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학술적 

측면과 더불어 사람들이 디지털 문자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폰트는 

일상의 의사전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그로 인해 차별화 전략을 위한 폰트의 변형과 활용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폰트를 많이 개발하였으나 증가한 폰트의 개체 수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된 폰트 수가 적다는 점과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는 

폰트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폰트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폰트를 사용하는 상황의 차별성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폰트 

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다양한 효과를 폰트에 적용시킨 탬플릿이 

개발되었지만 사용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기존의 보편성을 가진 폰트와 새로 개발된 폰트를 

변형하는 경우 단순히 기존에 제시된 방법대로 두께, 높이, 너비, 

기울기만으로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인 변형을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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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고, 폰트를 그래픽적으로 변형하는 방법에 주목하였다. 폰트의 

형태를 한정하여 변형하던 기존의 방법에서 한발 나아가 폰트의 변형 

방법과 종류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사용자가 항목별로 여러 형태를 

동시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폰트의 

변형방법을 제안하면서 연구자는 기존의 굵기, 기울기, 너비를 차용하고 

그래픽적 형태와 단계를 추가하여 폰트의 형태에서 그래픽적 요소를 

변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사용성의 측면에 있어서 폰트의 

변형요소를 기존의 방법처럼 선택 또는 해지의 이분법적인 형태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변형이 가능한 요소의 카테고리를 나누어 사용자가 

중복적으로 선택하여 폰트를 변형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면 사용자의 

자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폰트의 

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구를 통해 폰트를 소극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했었던 고정된 시선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폰트의 형태에 있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것을 적용·검토하여 형태와 사용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비전문 분야의 사용자들이 폰트를 

사용하고 구성함에 있어 사용자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 주고, 단순한 

문서의 작성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 맞게 

모바일 앱, 교육 프로그램, 브랜딩 디자인 등으로 확대되어 폭넓은 

분야의 사용자가 각자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폰트를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폰트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도 적절한 

형태의 폰트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의 시각 환경이 더욱 개선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요어 : 폰트, 변형성, 그래픽, 사용성 

학  번 : 2013-2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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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T 
 

정보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디지털화⑩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는 기존의 하드카피의 형태를 벗어나 디지털 

기호로 저장되어 유통되며& 이러한 정보를 다’는 매체의 발전과 

보급으로 누구나 정보의 서버⑩ 유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는 이전과 다르게 텍스트& 

정지화상& 동화상& 사운드 등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하여 제작& 

전달된다( 특히 정보 전달의 주된 도구로 사⑱되고 있는 텍스트는 

이미지화되어 웹 인터페이스 환경& 동②상& 애니메이션 등에서 

아이콘이나 자막& ②상문자의 형태로 다양하게 사⑱되며 단순히 

읽혀지기 위한 문자가 아닌 구분하고 강조하고 조작되는 ⑯소로 활 

⑱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문자정보는 기존 출판물에서 나타나는 

고정된 문자의 형태를 벗어나 전기신호로 전달되어 사⑱자 혹은 

사⑱자가 갖추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의해 그 ⑭형적인 형태& 즉 

레이아웃이나& 폰트 등이 변화될 수 있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문자로 

이’어진 정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폰트의 중⑯성은 문자의 역사⑩ 

더불어 강조되어 ⑤던 것으로& 폰트의 다 양한 활⑱은 문자로 이’어진 

정보를 그 ⑱도& 내⑱& 수⑱자& 환경 등의 조건에 맞추어 디자인하여 

전달함으로써 주시성& 가시성& 가독성& 감성적인 만족도 등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독성& ⑱도& 이미지& 

매체 적합성 등을 고려한 폰트의 활⑱은 매우 중⑯하게 다’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는 컴퓨터 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폰트의 개발과 활⑱이 과거에 비하여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므로 정보의 주목성& 전달력 등을 높이기 위한 

폰트활⑱의 중⑯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급자⑩ 수⑯자의 역할 분담이 뚜렷한 인쇄매체⑩는 달리 누구나 

정보의 서버⑩ 유저가 되어 폰트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된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⑱자들이 그들의 주관에만 의존하여 폰트를 사⑱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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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컴퓨터의 범⑱화⑩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폰트를 다’는 사⑱자가 증가하고 폰트 선택의 

기준 또한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폰트의 ⑦바른 활⑱과 사⑱을 

지원해 주는 체계적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k 그렇기 때문에 사⑱자들은 전문가가 만들어주고 제공하는 

폰트를 위주로 사⑱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 폰트의 활⑱은 

폰트 종”를 바꾸지 않는 한 굵기⑩ 기울기 좁히기 등의 한정된 

방법으로만 변형이 되게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⑱자들의 폰트 사⑱을 

소극적으로 제한하고 사⑱자들의 자유도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  

연구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라틴어 

알파벳을 중심으로 기존의 폰트 변형 방법을 벗어나 글자의 조형적& 

인지적 차원에서 새로운 변형 방법을 모색하고 비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사⑱자들이 변형⑯소들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폰트의 변형이 가능한 ⑯소에서 기존의 굵기& 기울기를 

차⑱하고 그 ⑭에 변형할 수 있는 그래픽 ⑯소를 새롭게 추가하여 

폰트의 변형성을 확장하①다( 또한 폰트의 변형⑯소를 기존의 방법처럼 

고정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사⑱자가 

선택하여 변형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면 사⑱자가 필⑯에 따라 폰트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위의 다섯 가지 항목마다 하위 

항목이 존재하여 사⑱자들이 여러 하위 항목들을 동시에 선택하여 폰트 

에 적⑱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①
 홍윤미,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의 글꼴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2002,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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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폰트 사⑱성 확대를 위해 변형 

가능성을 확장한 폰트 제작을 그 범위로 하며& 폰트 제작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과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변형성을 확장한 폰트는 ②문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의 폰트 변형 방법을 벗어나 글자의 조형적f인지적 

차원에서 새로운 변형 방법을 모색하고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⑱자들이 변형 ⑯소들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L 연구흐름도 

 

시각을 통한 정보전달은 인간의 ⑤감 중에 3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정보 ⑯소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사⑱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중⑯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각정보 ⑯소는 크게 이미지&  

문자& 기호& 동②상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형태를 통한 

그래픽적 이미지 변화가 색감을 제⑭한 폰트의 시각적 인지성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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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좌우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폰트의 변형⑯소에서 기존의 

굵기& 기울기를 포함하여 그래픽의 변형이라는 ⑯소를 새롭게 제안하여 

폰트를 변형하고자 하며& 폰트의 활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그래픽 변화뿐만 아니라 단계변화⑩ 활⑱성에도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①다(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다’는 디지털 매체의 개념은 정보화 

사회의 모든 디지털 매체를 포함하나 연구의 결과인 사⑱자 중심 

분”체계에서는 사⑱자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개인⑱ D9⑩ 본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될 폰트의 활⑱ 매체들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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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디지털 시d의 폰트와 텍스트 구조의 변화  

2.1.1 사진식자의 i장과 인쇄술의 발전  

 

1/세기 중반 발명된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본격적인 글쓰기의 

시작을 가져⑥ 미디어①으나& 인쇄술 등장 초기에는 필사본을 압도할 

만한 뚜렷한 차이점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초기 인쇄술은 필사를 하는 

사람의 역할을 기계가 대체했을 뿐 글자의 형태에서 전체적인 책의 

구성방법까지 필사본을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이다(AeSSs 1332&0-%( 

산업화가 이’어진 ,0세기에도 활자를 맞추는 작업은 기계화되었지만 

납으로 된 활자를 사⑱하던 금속 식자술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1300년대에 들어서 타자원리⑩ 사진 식자술이 활⑱되면서 인쇄술은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빛의 감광성을 이⑱하여 인쇄하는 망판 

인쇄술이 등장하자 이를 응⑱하여 사진을 곧바로 인쇄판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①다( 이로 인해 인쇄에 들이는 시간과 비⑱이 기존보다 

1)10 이상 절감되었고 대량인쇄가 가능해졌으며 책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었다( 인쇄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사람들은 책의 구성과 형태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책뿐만 아니라 책의 구성물인 폰트⑩ 

텍스트적 측면에서 기능적이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했다(l 

인쇄 방법이 다양해지자 사람들은 결과물의 ⑱도에 맞게 인쇄 

방법을 분”하여 사⑱하①다( 책은 거의 모두 ⑨셋m 인쇄 방식으로 찍어 

내고 잡지나 카탈로그 인쇄에는 ⑯판n 인쇄를 사⑱하①다( 그러나 

디지털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다( ⑨셋 인쇄는 

                                            
②
 정혜욱, 제 4의 언어양식 연구 : 디지털 미디어의 무빙 타이포그래피를 중심

으로, 2008, p.19 

 
③
 옵셋 인쇄: 보통 인쇄가 판면에서 직접 종이에 인쇄하는 데 비하여, 인쇄판에 

바른 잉크가 원기둥을 거쳐 전사轉寫하여, 이것을 다시 피인쇄체에 인쇄한다. 

 
④
 요판 인쇄: 찍어 내고자 하는 글자나 그림을 오목하게 파낸 후 그 홈에 잉크

를 남겨 찍어 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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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판을 만들어야 하지만 디지털 인쇄술의 경우 인쇄판을 만들 필⑯가 

없으므로 개인이 소량의 수⑯에 따라 책 또는 여러 인쇄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었고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책과 문자는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문자의 형태⑩ 텍스트의 구성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었다( 

디지털 폰트의 기원은 로만 폰트라고 볼 수 있다( 니콜라스 젠슨이 조각& 

타이포그래피의 원리에 따라 각 글자가 항상 일정한 크기⑩ 폭을 

가지고 다른 어떤 글자들과도 시각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폰트( 

현대에도 두’ 사⑱되고 있는 서체 디자인의 전형이 되었다(o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폰트에 대한 수⑯& 폰트의 형태⑩ 제작도 그 방향을 달리 

한다( 

 

 

2.1.2 폰트의 형태와 체U의 변화, 9FCvers 

 

유니버스(HnUae]s% 서체는 사진 식자술이 인쇄술에 등장하면서 

나타나게 된 혁신적인 폰트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활자는 기계조판⑱ 

금속활자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많은 비⑱을 

수반하므로 하나의 서체가 출시될 때엔 업계의 반응을 우선 보기 위해 

레귤러& 이탤릭& 세미 볼드의 세 개 폰트 정도를 제작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사진식자술의 등장으로 이전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인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지닌 폰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의 활자로 구성하던 것에 비해 유니버스는 

,,개의 활자가족으로 구성되고 자족에 체계적 숫자 코딩 시스템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폰트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유니버스의 디자이너인 아드리안 프’티거는 서로 다른 활자의 굵기& 폭& 

이탤릭에 각기 숫자를 부여했는데 그 기준을 일반적 그리드의 중심인 

                                            
⑤
 로빈 도드(김경선 옮김), 타이포그래피의 탄생, 홍디자인, 2010,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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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활자의 굵기⑩ 폭을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서 두 자리 

숫자가 필⑯했고 따라서 기준이 되는 텍스트⑱ 서체를 유니버스 //로 

하면서 십의 자릿수는 획의 굵기에 따라& 일의 자릿수는 활자의 폭과 

높이의 비례에 따라 숫자를 주었다( 또 홀수를 기본 활자로 할 때 

짝수를 그 활자의 이탤릭으로 했다( 말하자면 레귤러가 //& 레귤러 

이탤릭은 /0이 되는 것이다( 이 숫자 코딩 시스템은 그 후에 등장하는 

프’티거& 헬베티카 등 다른 산세리프 서체가 큰 가를 구성할 때 

채택하는 표준 시스템이 되었다( 유니버스는 13/0년대 후반의 광고업계 

경기 호황과 맞물려& 또 사진식자 기계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의 ⑯구를 다양한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할 수 있는 산세리프로 

각광을 받았다( 유니버스는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된 헬베티카⑩ 늘 

비교되어 ⑬다( 두 서체 모두 제 ,차 세계대전 후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디자인 표현의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 유니버스는 헬베티카의 

전신인 그로테스크”의 산세리프 서체에 남아있던& 일관된 룰에서 

벗어난 획의 방향이나 부분들을 모두 깔끔히 정리했다( 그러면서 글자 

하나하나의 조형적 ⑪성도를 최대한 추구했다( 매우 이성적인 

형태이면서 어딘지 모르게 로만 서체의 우아함이 느껴지는 것이 

헬베티카⑩ 구별되는 점이다( 1331년 라이노타입사p는 회사의 공식 

폰트로 유니버스를 선택하면서 .0여 년 전 사진식자⑱ 활자로 

제작되었던 본래의 유니버스에 가장 가깝게 디지털 폰트로 재현했다( 

아드리안 프’티거 본인이 직접 참여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유니버스는 ,2개 가족을 가진 자족으로 늘어났다(q 이렇게 제작된 

유니버스는 이후 폰트 체계를 자리잡는 역할을 하①으며& 기술의 발전에 

맞춰 폰트의 형태⑩ 체계를 새로 구성하여 사⑱자들의 수⑯를 적절히 

해소시킨 좋은 ④라고 볼 수 있다(  

                                            
⑥
 라이노타입사(Linotype): 라이노타입 유한회사. 라이노타입 조판기를 제작, 판

매했었던 회사. 현재는 디지털 폰트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7년, 100
년간의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모노타입 이미징 홀딩스 사에 합병되었다. 
 
⑦
 http://www.font.co.kr/story/view.asp?bidx=27&storytyp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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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L HnUae]s의 다양한 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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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HnUae]s 자족의 시스템 

 

유니버스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 

출발한 폰트이지만 기울기& 굵기 변화등 사진 식자기술을 활⑱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폰트 형태의 다양화를 도모하①다( 또한 이후에 

개발되는 폰트가 체계⑩ 구조를 갖추게 되는데 중⑯한 지침의 역할을 

하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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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d적 요구의 변화  

2.2.1 텍스트 구조의 변화  

 

변화는 시각정보 전달의 매개체인 폰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정보를 엮는 텍스트의 구성 방법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에 전 분야에 걸친 기계화는 인”의 문화계승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①다( 특히 ,0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⑤늘날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컴퓨터는 보다 쉽고 빠르게 

언론매체의 메세지를 제작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정보통신 

기술은 메세지의 전달을 지리적f공간적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다( 

환경의 변화는 텍스트의 구성체계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개념에도 

변화를 야기하①다( 텍스트란 하나의 직물r의 형태를 띄게 되어& 

생산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텍스트는 반제품의 형태로 수⑱자에게 

읽혀짐으로써 ⑪성된다( 한국 텍스트 언어학회에서는 텍스트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단위로 보고 텍스트의 g화자가 사⑱한 언어 

표현들이자 이 언어 표현들에 대한 청자나 독자의 해석h s이라 하①다(  

Int]oPuOtUon to Gect LUnSuUstUOs(보그란데& 그레슬러%에서 텍스트성은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들어 주는 자질이라고 명하①으며& 그 특징을 

의도성& ⑱인성& 응결성& 응집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정보성의 일곱 

가지 기준을 통해 제시하①다( 박나리는 이러한 텍스트성에 대하여 

i텍스트 생산자는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의도성%을 성취하기 위해 

텍스트가 놓이는 상황(상황성%과 수⑱자의 ⑱인 정도(⑱인성%를 

고려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의미의 흐름(응집성%을 갖는 

문장연속체(응결성%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생산된 다른 

텍스트를 가져⑩ 언급하기도 하고(상호텍스트성%& 표현의 개성을 

살림으로써 정보전달의 효과(정보성%을 높이기도 한다(”고 설명한다(t 

                                            
⑧
 김영호,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분석, 2011, p.8 

 
⑨
 김영호, p.17 

 
⑩
 김영호,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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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텍스트 구성이 복잡하게 되었으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텍스트 구성에 대한 계획과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필⑯하게 되었다(  

 

 
[그림 -L 텍스트 구조의 변화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자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공식적인 미디어 

활동이며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속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i글쓰기는 그림과 

매우 유사하며& 반대로 그림은 문자의 초기 양식인 픽토그램과 매우 

닮아있다(” 라는 플라톤의 설명은 문자⑩ 이미지가 서로를 매개하고 

있으며 초기 그래피즘과 픽토그램의 구성 원리로서 구술성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AUtOTeW133.& 11-%( 1/세기 중반 발명된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본격적인 글쓰기의 시작을 가져⑥ 미디어①으나& 

인쇄술 등장 초기에는 필사본을 압도할 만한 뚜렷한 차이점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초기 인쇄술은 필사를 하는 사람의 역할을 기계가 

대체했을 뿐 글자의 형태에서 전체적인 책의 구성방법까지 필사본을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이다(AeSSs1332& 0-%( 기계라는 특성상 가늘고 

작은 글자까지 ⑪벽하게 인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초기 

인쇄술 발명 이후 수 십 년이 지나서①다( 이때야 비로소 인쇄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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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서체를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잉크의 양을 줄이고& 책의 구성 

형태 역시 전통적 필사본과는 다른 기능적이면서도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필사본은 문자라기보다는 

⑤히려 구술문화의 발화된 음성의 기록이라는 음성 위주의 문화상을 

반②하고 있었다(u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정보가 전통적인 텍스트의 선형적 구조를 

탈피하게 하①다( 정보⑩ 정보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의 유형도 넘나드는 비선형적 구조가 가능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소통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을 증폭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의 유형도 변화시켰다( 이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는 텍스트& 

정지화상& 동화상& 사운드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하여 제작& 

전달된다( 특히 정보 전달의 주된 도구로 사⑱되는 텍스트는 이미지화 

되어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사⑱되며 단순히 읽혀지기 위한 문자가 

아닌 정보를 구분하고 강조하기 위한 ⑯소로 활⑱되고 있다( 따라서 

문자로 이’어진 정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폰트의 중⑯성은 문자의 

역사⑩ 더불어 강조되어 ⑤던 것으로& 폰트의 다양한 활⑱은 문자로 

이’어진 정보를 ⑱도& 내⑱& 수⑱자& 환경 등의 조건에 맞추어 

디자인하여 전달함으로써 주시성& 가시성& 가독성& 감성적인 만족도 등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v 위⑩ 같은 이유로 

현태에 폰트의 사⑱은 정보전달의 목적 ⑭에도 다양한 목적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폰트 사⑱의 목적이 다양해질수록 여러 형태의 

폰트를 만드는 것 또한 중⑯해졌다( 

 

                                            
⑪
 정혜욱, p.19  

 
⑫
 홍윤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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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폰트의 수요 증가와 차별화의 필요성 dh 

 

커뮤니케이션의 속도⑩ 효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어지며 매체⑩ 

기술 종속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폰트는 최종적인 활⑱ 매체에 

따라서는 화면⑱ 폰트⑩ 프린트⑱ 폰트로 나뉘며& 데이터의 종”에 

따라서는 화면⑱과 프린트⑱을 포함한 폰트로서의 폰트⑩ 이미지화된 

폰트로 나눌 수 있다( 근래에는 프린터⑱과 화면⑱의 구분 없이 동일한 

윤곽선 폰트를 사⑱하고 있다(w 이러한 폰트의 활⑱의 제한과 구분이 

줄어드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타이포그래피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볼 

필⑯가 있다(  

⑤늘날 타이포그래피란 폰트를 디자인하는 것에서부터 글자& 기호& 

사진& 인쇄⑩ 미디어를 수단으로 삼아 어떤 뜻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에 이른다( 디지털 시대의 타이포그래피의 관점에서 폰트의 활⑱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강조⑩ 조작 해야하는& 쌍방향성을 가지고 

이’어진다( 사⑱자들의 자기표현의 ⑰구가 강해지고 여러 매체를 통한 

자기표현이 수월해진 현대에는 폰트가 개인 및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디자인의 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로고체 활⑱& 

광고에서의 타이포그래피 활⑱& 개인 홈페이지에서 개성적인 폰트 표현 

등을 말하며& 최근에는 핸드폰의 폰트까지도 섭렵한다( 또한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의 특성상 문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적 ⑯소⑩ 인터랙션을 

포함하여 개성 있고 실험적인 경향을 가지고 활⑱되고 있다( 매체가 

발달할수록 문자정보의 개성 표현& 가시성과 주목성을 위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활⑱하고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에 적합한 폰트의 활⑱이 

⑯구되고 있다(  

 

                                            
⑬
 한국글꼴개발원, 2000, p.290, 한글글꼴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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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웹상에서의 다양한 폰트의 활⑱ 사례& 싸이월드 

 

 

 
 

[그림 /L 모바일에서의 다양한 폰트 사⑱ 

 

 

다음의 설문조사에서는 문서 및 웹상에서의 폰트 변경의 기준을 복수 

응답하도록 하①으며 이러한 상황에 따라 여러 회사⑩ 디자이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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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폰트 ⑭에도 다양한 개성을 지닌 폰트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x 그러나 양적으로는 폰트들이 많이 개발되는 만큼 ⑪성도가 

떨어지거나 디지털 환경에서 실⑱화되기에 어려움이 많아 사장되는 

폰트도 많은 것이 실정이다(y 

설문의 전체 응답 퍼센트는 -1-"이다(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문서 및 문안이 눈에 띄기를 바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주목성을 위해 

변경한다는 응답이 1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⑱도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이 12(0"& 변별성을 위한 변경이 1.(1"& 내⑱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이 1-(2"&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1.(1"로 나타났다( 

또한 가독성을 위해 변경한다는 응답은 11(-"& 기분에 따른 변경은 

1(1"& 그 ⑭의 기준에 의한 변경은 1(/"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⑱자가 ⑱도& 내⑱& 변별성& 주목성& 가독성& 개성에 맞추어 폰트를 

변경하며 기분대로 변경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L 문서 작성시 폰트변경 목적및 기준("% 

 

글을 쓸때에 폰트 변경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변경하지 

                                            
⑭
 박병천, 한글글꼴개발의 현황과 실태, 글꼴 1998, 한글글꼴개발원, 1998, 

p.16,   

 
⑮
 황수홍, 이미지 표현을 위한 조형요소로서의 한글꼴 디자인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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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이 /(-"& 문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변경한다가 ,1(-"& 문안 내⑱에 

따라 변경한다가 1-(-"로 나타나 3.(0"의 사⑱자가 폰트를 변경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이 폰트을 세부적으로 문안 내⑱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의 폰트 변경 시 굵기& 크기& 기울기& 색& 폰트 중 

어느 것을 변경하는가에 대한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체 응답 퍼센트는 -0-(,"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을 100으로 보았을 

때에 크기 변경이 ,1(3"& 굵기 변경이 ,/(0"& 폰트 변경이 ,/(3"& 

색변경은 1.(3"& 기울기 변경은 /(1"로 절반 이상인 /-(/"가 크기⑩ 

굵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L 문서 작성시 폰트 변경 ⑯소("% 

 

폰트 사⑱ 시 불편한 점을 선택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1"가 폰트 

유실을 문제로 들었고 12(-"가 어떤 폰트가 ⑱도에 적절한 지 알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12(-"가 사⑱하려는 폰트가 이미지에 적합한지 알 

수 없다고 응답했다( 어려움을 ·은 적이 없다는 11(-"로 나타났으며 

폰트 간의 다른 점을 모르겠다는 응답은 /"로 나타났다(z 

 

                                            
�
 홍윤미,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의 글꼴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2002, 

p.43-48 



 

 19 

 
 

[표 .L 폰트 활⑱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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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d 변화에 u춘 b양한 시e 

 

3.1 폰트의 형태원칙 제시, tp틴 t요p 

3.2 알고리즘을 활용한 폰트 개발, 심규하 

3.3 예술 분야에서의 폰트 활용, 5aLreFce :eCFer 

3.) 사용자 중심 디자인 측v에서의 b양한 시e,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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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폰트의 형태원칙 제시, tp틴 t요p 

 

 
[그림 0L FOMWM의 초반 제시 형태 

 

마르틴 마⑯르는 1321년에 스칼라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킨토시 1세대⑩ 페이지 메이커 1(0라는 프로그램을 사⑱했는데& 가⑱ 

가능한 폰트는 총 10가지①다( 그는 ⑦드 스타일 피겨라고도 불리는 

소문자형 숫자작은 대문자& 이음글자를 사⑱하도록 타이포그래피 교육을 

받았는데& 매킨토시에 내장되어 있는 10개 포스트스크립트 폰트 중에 

이들을 모두 포함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제작을 맡은 포스터의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려면 소문자형 숫자& 작은 대문자& 

이음글자가 필⑯했고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⑤의 팀장 얀 빌럼 덴 

하르토흐의 부탁을 받아 프레던뷔르흐를 위한 활자체를 디자인한 

결과물이 스칼라①다( 1323년 11월 11일& 위트레흐트의 프레던뷔르흐 

음악센터에서 스칼라는 공식 발표되었다( 

스칼라의 형태원칙은 벰보(8emNo% 등 인본주의적 활자체⑩ 12세기 

중반 프랑스의 타이포그래퍼 피에르 시몽 푸르니에의 활자체들로부터 

결정적인 ②향을 받았다( 포스트스크립트 폰트들이 너무 가늘다는 걸 

느낀 바 있어& 스칼라에서 획의 굵기는 고르도록& 세리프는 단단하도록 

만들었다( 이탤릭체는 10세기 이탈리아 명필가들의 필체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었다( 스칼라 산스 이탤릭체는 그 정체가 가진 모든 대응물의 

형태를 그야말로 등가적으로 따른다( 이탤릭체는 작은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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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글자⑩ 소문자형 숫자를 포함한다(  

 

 
[그림 1L FOMWM⑩ FOMWM FMns 

 

이로써 스칼라는 세리프체⑩ 산세리프체& 정체⑩ 이탤릭체 모두에서 이 

모든 부호들을 갖춘 첫 자족이 되었다( 스칼라 산스는 말 그대로 

스칼라로부터 파생되었다( 스칼라⑩ 스칼라 산스를 디자인할 때 모토는 

g두 개의 활자체& 하나의 형태원칙h이었다( 마틴 마⑯르의 작업 장식과 

스칼라⑩ 스칼라 산스 각각의 정체⑩ 이탤릭체가 가진 공통된 골격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그는 검정 마커과 수정액을 

사⑱해 세리프 글자들을 산세리프체로 바꾸었다( 스칼라 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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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탤릭체는 그 정체가 가진 모든 대응물의 형태를 그야말로 등가적으로 

따른다( 이탤릭체는 작은 대문자& 이음글자⑩ 소문자형 숫자를 포함한다( 

이로써 스칼라는 세리프체⑩ 산세리프체& 정체⑩ 이탤릭체 모두에서 이 

모든 부호들을 갖춘 첫 자족이 되었다( 세리프체⑩ 산세리프체에 관한 

이런 생각들을 실행할 때 새로운 디지털 디자인 기술의 가능성들에 

힘입어 상당수의 일반적 통념들은 논리적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틴 마⑯르는 그들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다(  

 

 

 
 

[그림 2L FOMWM⑩ FOMWM FMns의 동일한 형태원칙 

 

1330년& 스칼라는 폰트샵 인터내셔널⑰의 첫 본문⑱ 활자체로서 

출시되었다( 하지만 스칼라 산스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①다( 같은 뼈대를 사⑱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적절하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세리프⑩ 산세리프를 조화롭게 사⑱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이었다( 1331년에 스칼라에 라이트& 블랙 등의 웨이트⑩ 

컨덴스드가 추가되고& 스칼라 주얼이라 불리는 네 가지 디스플레이⑱ 

서체들도 추가적으로 고안함으로써 스칼라는 지금과 같은 형태를 띄게 

되었다( 

본래 세리프⑩ 산세리프는 등장 시기나 ⑱도가 상이한 폰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세리프⑩ 산세리프를 동시에 사⑱할 경우 

심미적으로 조화롭지 않은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마틴 

                                            
�
 에릭 슈피커만이 아내와 설립한 폰트샵, 디지털 폰트를 판매라고 폰트를 전

화로 주문받는 시스템을 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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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⑯르의 제안으로 상이한 두 종”의 서체 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폰트를 사⑱하고 개발하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의 폰트의 사⑱에 심미성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3.2 알고리즘을 활용한 폰트 개발, 심규하 

 

정보처리 기술에서 음향이 시각보다 우세했으나 디스플레이 등 

출력 매체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각이 정보처리를 출력 매체의 강자로 

떠⑦랐다(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⑩ 컨텐츠가 전문 분야에 접근할수록 

사⑱자들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속적이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시각적 출력 기술에서도 ④⑭는 아니다( 폰트 제작과 구현 방식에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하는 방법은 그 

방법과 변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⑱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알고리즘을 통해 폰트 형태의 연속적인 변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심규하는 그 중에서도 알고리즘을 이⑱하여 폰트의 변형을 

가능하게 하①다( 그는 알고리즘을 활⑱하여 시각 시스템을 세분화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알고리즘은 작은 부분을 이⑱하거나& 디테일을 반복하면서 실제적인 

사⑱성을 확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래픽 ⑯소들을 활⑱하면서 

환경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제작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알고리즘을 

이⑱하여 폰트를 변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자동화를 통해 

출력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 폰트를 제작하고 변형하기 위해 

일일히 사람의 손을 거치치 않아도 결과물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알고리즘을 활⑱하여 만든 5De]Ro]mM6는 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강도에 따라 다양한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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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활⑱한 폰트이다( 작동 버튼을 누르는 동안은 그 버튼에 

해당하는 글자가 ③으로 늘어나거나 굵어지거나 얇아진다( De]Ro]mM는 

입력방식을 다르게 함으로써 복합적인 사⑱을 가능하게 하①다( 버튼을 

⑤래 누르고 있을수록 글자가 더 늘어나게 되며& 버튼을 누르는 강도에 

따라 선의 굵기를 결정할 수 있다( 입력 방식의 경우는 적지만 복합적인 

입력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경우를 수를 도출할 수 있다( 형태의 

연속적인 변형과 입력 장치 ⑱도별 분리 및 변형과 입력의 복합적 

사⑱을 통하여 폰트의 변형 방법을 심화시켰다(  

 

 

 

[그림 3L De]Ro]mM 

 



 

 26 

 
[그림 10L Gen 

 

5Gen6이라는 작품에서 그는 코드로 만든 타이포그래피가 얼마나 

복잡성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는 이미지⑩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입력장치⑩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알고리즘을 통해 타이포그래피가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험적인 타이포그래피 이미지들은 이미지⑩ 

타이포그래피를 입력 변수로 선택한다( 사⑱자가 이미지⑩ 텍스트의 

⑭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⑱자 선택의 장을 넓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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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L 알고리즘을 활⑱한 다양한 타이포그래피& 심규하 

 

 

3.3 예술 분야에서의 폰트 활용, 5aLreFce :eCFer 

 

실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②역에서도 폰트를 활⑱한 활동들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④로 미국의 ④술가인 로렌스 ⑩이너(LMb]enOe 

WeUne]& 13.,-%가 있다( 그는 1301년 미술을 인간에서 ⑤브제로 그리고 



 

 28 

⑤브제에서 인간에 관계된 ⑤브제로의 관계라고 규정하①고 언어⑩ 

타이포그래피를 재‘로 삼아 개념을 전달하는 조각 작업을 진행해⑬다( 

⑩이너가 개념 미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기점은 1302년으로& 그의 

관념은 다음과 같다( 

 

1( 미술가는 작품을 구성해도 된다(GTe M]tUst mMd Oonst]uOt tTe [UeOe%( 

,( 작품은 제작되는 수도 있다(GTe [UeOe mMd Ne RMN]UOMteP%(  

-( 작품이 축조될 필⑯는 없다(GTe [UeOe neeP not Ne NuUWt%( 

.( 수신자의 관리 상태에 관한 조건에 관해 미술가의 의도⑩ 그 

결정은 각각 일관하고 동등하도록(EMOT NeUnS equMW MnP OonsUstent 

bUtT tTe Untent oR tTe M]tUst tTe PeOUsUon Ms to OonPUtUon ]ests bUtT tTe 

]eOeUae] u[on tTe oOOMsUon oR ]eOeUae]sTU[%( 

 

언어를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 삼은 작가는 폰트를 선택하고 

구사하는 방식에서도 새롭고 과감한 방식을 채택하①다( 헬베티카를 

관‘적 폰트라며 거부하①으며 누구나 문구점에서 구할 수 있는 글꼴인 

프랭클린 고딕 엑스트라 콘덴스드를 즐겨 사⑱했다( ,1세기에 들어 

사람들이 자신의 캐릭터⑩ 이 글꼴을 연관 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한동안 << ⑤프라인을 사⑱하①고 ,001년 드디어 자신만의 

글꼴을 ⑪성해 발표했다( 그는 글씨를 재‘로 사⑱하면서 객관성과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①지만 자신의 ⑯구 사항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폰트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이렇듯 

자신의 표현 방법의 하나로 폰트를 활⑱하는 추세는 ⑤래전 ④술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①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일반 사⑱자들의 수⑯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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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L 8Uts & DUeOes Dut GoSetTe] to D]esent M FemNWMnOe oR M WToWe& ,00/ 

 

 

 
[그림 1-L WeUne]hs 7t tTe FMme Aoment [MUnteP on [UWUnSs Un tTe EMst EUae]& Ms seen Un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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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L LMb]enOe WeUne]& LeM]n to EeMP 7]t& ,003 

 

 

3.)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b양한 시e,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되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①다(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사람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생활에 필수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게 되면서 후대에는 사⑱자의 기호나 선호를 반②한 

디자인을 제공해주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④가 인스타그램(InstMS]Mm%과ㄹ HG Ae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컨텐츠를 사⑱자가 선택하면 간단한 조작을 통해 사⑱자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을 제공해준다( 인스타그램은 다양한 필터를 탬플릿처럼 

사⑱자들에게 제공하여 사⑱자가 각자의 기호에 맞게 사진을 필터링할 

수 있게 한다( 유니클로라는 의” 브랜드에서 진행한 HG Ae라는 

캠페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⑱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고르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픽을 그려 넣어서 사⑱자 각각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을 티셔츠에 출력할 수 있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다( 



 

 31 

위의 어플리케이션 말고도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사⑱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1/L HG Ae의 사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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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S의 어l움 

 

).1 일관g 인터페이스 

).2 탬플s 제작의 한U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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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관g 인터페이스 

 

여러 방면에서 폰트의 개발과 활⑱에 대한 여러 해결책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의 폰트의 사⑱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개발자⑩ 사⑱자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그림 10L AUO]osoRt Wo]P 1/(0(./11(1/10의 인터페이스(,01/% 

 

 
[그림 11L AUO]osoRt Wo]P Ro] CF), (ae]sUon 1(1%의 인터페이스(133,% 

위의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 텍스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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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는 커닝 값과 밑줄& 색상과 같은 타이포그래피 ⑭적인 

⑯소를 제⑭하고는 굵기& 기울기& 크기 등의 폰트 변형⑯소가 있다( 이는 

133,년에 개발된 인터페이스⑩ 차이점이 거의 없다( 사⑱자들의 수⑯⑩ 

사⑱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33,년부터 근 10년 동안 사⑱자들을 위한 

타이포그래피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선택 또는 해지의 

이분법적인 인터페이스를 고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탬플s 제작의 한U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적인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인 워드는 

이러한 사⑱자들의 수⑯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텍스트에 색깔이나 

그래픽적 효과를 입힐 수 있도록 텍스트 효과(Gect ERReOt%라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①다( 이는 프로그램 안에서 설정된 형태에 맞춰 

폰트의 색깔& 그림자& -차원 효과 등의 그래픽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다( 텍스트 변형의 폭이 이전에 비해 넓어졌지만 

사⑱자들이 ·는 어려움을 ⑪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우선적으로 해당 효과를 사⑱자가 어떻게 사⑱하고 탬플릿을 사⑱한 

결과가 어떻게 보이는지 심미적인 ⑯소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탬플릿을 사⑱한 문서는 가독성이나 심미적 측면에서 크게 변별성을 

가지지 못한다( 사⑱자가 적절하게 사⑱하지 못하면 ⑤히려 어우러지지 

못한 효과들이 문서를 산만하게 만드는 등 혼란을 가중시킨다( 색깔과 

차원의 변화 패턴 만들기 등의 폰트 ⑭적인 ⑯소에 의존하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폰트 자체의 변형과 

활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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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L AUO]osoRt Wo]P 1/(0(./11(1/10의 템플릿 기능(,01/% 

 

 

 
 

[그림 13L AUO]osoRt Wo]P 1/(0(./11(1/10의 <o]mMt FTM[e 기능(,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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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연구  

 

5.1 연구 작업의 w적과 의의 

5.2 폰트 변형의 요소 선정과 범위 설정 

 5.2.1 기존의 폰트 변형요소 

 5.2.2 그래픽 요소의 추가와 범위 설정 

5.3 적용의 어l움 

5.3.1 폰트 종o별 적용의 어l움 

5.3.2 폰트 자족별 적용의 어l움 

5.) 선행 연구 

 5.).1 한강파티 

 5.).2 예술복합연구f 사인 디자인 

5.5 변형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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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 작업의 w적과 의의 

 

현대의 시각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인지 과학적 측면에서 

그래픽과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아이덴티티의 확립은 매우 중⑯하다( 

이러한 중⑯성은 전문적인 디자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적 

측면에서도 강조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반적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수년동안 같은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전문가들은 폰트의 활⑱과 그래픽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형태 창조에 

대한 갈망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변화 모색하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띄고 

있다(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폰트 제작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인 ④로 폰트랩의 폰토그래퍼(<ontoS]M[Te]%⑩ 잉크스케이프(InV 

FOM[e%가 있다(  

 

 
[그림 ,0L <ont LMN과 InV FOM[e 

 

폰토그래퍼는 전문성이 높고 다양항 활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조작방식으로 일반 사⑱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에 

비해 잉크스케이프는 폰토그래퍼에 비해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일반적인 

폰트 제작 기능은 보유하고 있다( 그런 점에 비해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일반 사⑱자들의 사⑱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작업 

연구로 진행하는 폰트 제작과 인터페이스 제안은 폰토그래퍼의 폭넓은 

활⑱성과 잉크스케이프의 인터페이스에 주안하여 진행할 것이다( 폰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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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 활⑱에 있어서 비전문가가 폰트를 쉽고 심미적으로 균형이 맞게 

변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5.2 폰트 변형의 요소 선정과 범위 설정 

5.2.1 기존의 폰트 변형요소 

 

타이포그래피 뿐만 아니라 시각인지적 차원에서 차별성을 띌 수 

있는 ⑯소는 크기& 너비& 길이 등을 일컬을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 h컬러h라 할 때에는 빨강& 노랑 등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활자의 크기⑩ 굵기& 자간과 행간 등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회색 명도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컬러 구사는 서체의 형태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획의 굵기⑩ 글자의 폭& 기울기를 변화시켜 얻을 수 

있는 형제 서체들& 즉 커다란 활자의 자족을 이⑱한다면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디지털과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문서 작성의 자유도 증가하①고 

문서의 전체적인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폰트의 

역할이 대두되기 시작하①다( 현재 일반적인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⑱하는 가시성과 가독성을 위한 폰트의 변형은 문자 ⑭적인 ⑯소⑩ 

색상을 제⑭하고 형태⑩ 크기& 굵기& 기울기& 폭의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1L 굵기에 따른 폰트의 변형 

 

폰트의 굵기(무게%는 ②문으로는 WeUSTt라고 하며& 글자의 크기⑩ 

함께 가독성의 ②역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⑯소이다( 무게는 획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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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너비⑩ 높이간의 비례에 의해 정의되는 특징이다( 평균적으로 

무게가 노멀인 글자는 대략 높이의 1/"에 해당하는 획 너비를 갖는 

반면 볼드는 ,0"의 획 너비를& 그리고 라이트는 10"의 획 너비를 

갖는다(  

 

 
[그림 ,,L 기울기에 따른 폰트의 변형 

 

기울기는 보통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으나 구조적으로 곧은체⑩ 

동일한 로만체는 ⑤블리크체라고 부른다( 손으로 쓴 글씨를 바탕으로 

만든 이탤릭체는 로만체⑩ 서체가족을 이’지만 서로 다른 구조를 

지닌다( 획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탤릭체는 다른 말로 스크립트라고 

부르며 기울어지는 각이 서체마다 다르므로& 기울기가 약 1,"인 글자를 

정체로 간주한다( 

 

 
[그림 ,-L 너비에 따른 폰트의 변형 

 

글자의 폭은 서체의 검정색 수직 회들과 그 획들 사이의 흰색 공간 

간의 너비를 표현한 것이다( 흰색 공간이 크게 보일수록 글자의 폭은 

넓어 보이게 된다( 폭이 높이의 약 20"인 글자가 정체이다( 콘덴스트는 

글자의 폭이 높이의 00"이며 익스펜디드는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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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그래픽 요소의 추가와 범위 설정 

 

1) 그래픽 요소  

그래프(S]M[T%는 g새기다& 긁다h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그라파인(S]M[TeUn%에서 나⑬으며& 그래픽(S]M[TUO%은 g쓰다h를 의미하는 

그라피코스(S]M[TUVos%에 어원을 두고 있다( 현대의 그래픽 디자인은 

13.0년대에는 주로 인쇄에 의해 복제되는 디자인을 가리키게 되었으며& 

1310년대에 아트 디렉터가 활약하면서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사인& 9I& 광고& 편집& 패키지 등 분야가 전문화되었다( 그래픽 디자인의 

의미는 점차 확대되어 평면적인 디자인의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②상이나 환경& 뉴미디어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시청각적 

매체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⑱  

타이포그라픽 상대성 이론(Gd[oS]M[TUO GTeo]d oR EeWMtUaUtd%의 저자 

아이나 살츠는 비율& 폰트 색깔& 밝기& 간격& 글꼴& 서체& 비중& 위치 등에 

따라 타이포그라피 ⑯소 간에 조화를 이’게 되면& 이 조화로움 속에서 

보다 더 명확한 방식으로 메세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폰트의 변형성을 확대함에 있어 그래픽적 형태를 폰트의 

변형⑯소로 적⑱함으로써 폰트의 가시적f⑭곽적 형태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하①다( 연구과정에서 그래픽 ⑯소는 폰트의 장식적 ⑯소로 

폰트의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변수를 일컫는다( 그래픽적 ⑯소를 폰트에 

접목하는 경우 디자인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2) 변형 cU  

폰트 변형의 단계는 폰트가 조형적으로 지니는 ⑯소의 반복적인 

변형에 대한 것으로& 심규하의 작품처럼 알고리즘을 활⑱한 반복적 

변형의 정도가 단계적으로 나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⑱자가 폰트를 

활⑱함에 있어 사⑱성을 높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작업 연구에서는 

폰트의 변형에 한하여 단계적 변화를 일컫는다( 그래픽적 변형의 단계가 

                                            
�
 한글글꼴용어사전, 2000.12.2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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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될수록 폰트가 지니는 가독성은 약화되거나 심화될 수 있으므로 

사⑱자들은 자신들이 필⑯로 하는 단계가 무엇인지 적절히 선별하여 

사⑱해야 한다(  

 

 
 

[그림 ,.L 알고리즘을 활⑱한 벡터 형식의 이미지(상%& 비연속적 형태의 비트맵 형식의 

이미지(하% 

 

변형의 단계는 연속적 방법& 또는 비연속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비연속적인 방법의 

경우는 연속적인 방법으로 변형이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 다양성은 

감소하지만& 경우의 수가 적어 사⑱하는 도중에 사⑱자들이 느낄 수 

있는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알고리즘 방식을 이⑱하는 연속적인 

방법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분절시키는 경우보다 다양한 형태⑩ 

그래픽의 연속적인 형태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선택사항을 노출시켜 사⑱자들이 느끼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작업 연구에서는 사⑱ 대상이 비전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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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감안하여 제작자가 어느정도 선별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현재는 비연속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하지만& 기술이 

더 발전하여 연속적인 형태의 변형이 원활하게 되고 사⑱자가 적절하게 

사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할 것이다( 

 

 

5.3 적용의 어l움 

5.3.1 폰트 종o별 적용의 어l움 

 

현재 존재하는 폰트에 그래픽적 변형을 적⑱하기 위해서는 

폰트마다 가지는 고유한 형태에 따라 디자인을 새롭게 적⑱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장려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타이포그래피는 한 종”의 자족 내부에서도 굵기나 기울기 등 

유형별로도 다른 규칙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다양한 폰트에 그래픽적 

⑯소를 적⑱하려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권장하지 않는다( 이 ⑭에도 

폰트의 기본골격을 무시하고 그래픽을 적⑱한다면 각각의 폰트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들이 망가질 것이다( 따라서 폰트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폰트에 일괄적인 변형을 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림 ,/L >eWaetUOM⑩ 7]UMW의 형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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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마다 변형형태를 달리하고 경우의 수마다 디자인도 폰트마다 

다르게 디자인을 제작해야 하므로 ⑱량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④상되며 ⑱량과 관련하여 폰트를 유동하고 관리하는데 그 이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폰트의 전반적인 ⑭형을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글꼴의 부분적 ⑯소를 효과적으로 활⑱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3.2 폰트 자족별 적용의 어l움 

 

 

 

[그림 ,0L >eWaetUOM LUSTt⑩ EeSuWM]& 8oWP 형태 비교 

 

폰트마다 디자인을 달리하고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폰트 

내부적으로 그래픽 효과를 일정하게 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0L에서처럼 같은 헬베티카 폰트 내부에서도 LUSTt⑩ EeSuWM]& 8oWP의 

형태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폰트에서도 



 

 44 

폰트의 굵기& 기울기& 너비마다 다른 비율과 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폰트를 디자인한다면 폰트를 처음 

제작했을 때의 ⑪성도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폰트를 

변형하고자 할 때는 폰트의 종”⑩ 자족 내부의 형태 별로 디자인을 

각각 다르게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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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 연구 

5.).1 한강파티 

 

[표 /L 한강파티 봄& 겨울 분”표 

 

한강의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포스터 제작하①다( 계절마다 

진행되는 독특한 파티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딱딱하고 경직된  

타이포그래피를 선택하여 타이핑한 글자를 새로운 형태로 변형해보고자  

 

 

 

 

[그림 ,1L 윤고딕-.0을 사⑱한 타이포그래피⑩ 계절별 대표 이미지 

 

 축제명 폰트 모티브 표현 

봄 꽃가’ 파티 윤고딕-.0 꽃가’ 번짐 

겨울 내년 파티 윤고딕-.0 고드름 선적 ⑯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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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①다( 기본적이고 일체의 장식을 배제한 폰트를 변형하기 위하여 

윤고딕 -.0을 기본형으로 하①다( 계절적 특성을 살린 컨텐츠를 

채택하여 축제의 주제로 선정하①으며& 주제에 맞게 타이포그래피를 

그래픽적으로 재해석하①다( 타이포그래피의 ⑭곽선의 변형에 주안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하①다( 

한강 꽃가’ 파티의 경우 봄에 날리는 꽃가’의 형태를 차⑱하여 

그래픽을 만들었으며& 꽃가’가 흩날리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글씨가 퍼져나가는 부분에서는 투명도를 조절하여 꽃가’ 입자가 

분산되는 효과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고자 하①다( 

겨울은 해돋이를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내년파티라고 명명하①으며 한겨울 한강의 삭막함과 추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고드름을 시각적 이미지로 채택하①다(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하여 색상을 제⑭하고 흑백만을 이⑱하여 작업을 진행하①다( 

면적을 칠하지 않고 테두리를 따라 얇은 선을 둘러주었다( 면과 

테두리의 대비로 날카로운 느낌을 강조하①다(  

 

 
[그림 ,2L 중첩을 통한 이미지(좌% 한강부지의 고드름을 이미지화 한 타이포그래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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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L 번짐 효과를 이⑱한 그래픽(좌% 흩날리는 꽃가’의 모습을 이미지화 한 

타이포그래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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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예술복합연구f 사인 디자인 

Wf작업, 0hCef desCAFer . 이민T, desCAFer . 김소희, 임혜은, 양e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음학대학이 지니는 교육 목표⑩ 창의성을 

담은 폰트를 제작하여 ④술복합연구동의 사인디자인에 적⑱하①다( ④술 

대학이 지니는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하여 폰트를 직접 

제작하①으며& 건물의 미관과 어울리고 ④술대학이 지니는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스텐실 폰트의 형태를 채택하여 가공f발전시켰다( 스텐실 

효과를 적⑱하면서 글자가 분절되는 부분에 디자인적 ⑯소를 

가미하①다( 미술대학의 붓에서 느낄 수 있는 곡선의 이미지를 차⑱하여 

⑭곽을 한 부분을 곡면으로 구성하①다( 기본적인 스텐실에 그래픽 

형식을 접목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곡선과 각의 혼⑱을 통해 독특하고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미술대학의 특성을 표현하①다( 

 

 

 
 

[그림 -0L ④술복합연구동의 사인시스템 국문과 ②문 폰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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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L ④술복합연구동 사인시스템 폰트의 디자인 과정과 모티프 적⑱ 과정 

 

국문은 산돌고딕Beo의 세미볼드를 기본으로 제작하①으며& 

국문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②문과 숫자는 고담의 미디움을 

바탕으로 제작하①다( 글자가 분절되는 방향이나 곡면이 위치하는 

부분은 작업의 과정을 통하여 폰트가 가장 체계적이고 견고해 보이도록 

제작하①다( 최종적으로 ⑪성된 폰트는 글자의 분절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곡면이 각각 자음과 알파벳& 숫자의 중심을 향한다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게 하①다( 규칙을 벗어나는 ④⑭적인 부분은 가이드를 통해 

제시하①다( 이렇게 만든 폰트는 ④술복합연구동의 브랜딩 작업과 건물 

내부의 사인 시스템에 적⑱하여 실제 건물 내⑭부의 간판 및 표지판에 

에 적⑱할 수 있도록 제작하①다( ④술복합연구동을 위한 폰트 제작과 

폰트의 활⑱을 통하여 일련의 작업들이 건물의 아이덴티티 확립에 

기여하①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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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폰트를 활⑱한 ④술복합연구동의 로고 디자인 

 

 

 

 

 

[그림 --L ④술복합연구동의 사인시스템 국문과 ②문 폰트를 적⑱한 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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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④술복합연구동의 사인시스템 국문과 ②문 폰트를 적⑱한 사인 시스템 



 

 52 

5.5 변형 방법 연구 

 

폰트를 변형하고 그래픽을 적⑱함에 있어서 폰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어디에 순위를 두고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첫째 폰트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전체적인 스타일⑩ 골격이었으며& 폰트를 변형하고 

그래픽을 적⑱함에 있어서 폰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어디에 순위를 

두고있는지 확인해보았다( 폰트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전체적인 

스타일⑩ 골격이었으며 변형의 규칙을 일괄적으로 적⑱하기 위해서 

정방형의 폰트를 기본형으로 선정하①다( 다양한 폰트 중에서도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지닌 고담(GotTMm%체⑩ 마크 반 브롱코스트가 

만든 스윗 스퀘어(Fbeet FquM]e%& 러셀 스퀘어(EusseWW FquM]e% 서체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폰트를 변형하는 ⑯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굵기⑩ 너비& 기울기를 제⑭하고는 대중적으로 많이 사⑱하는 

그래픽 효과를 선정하여 폰트에 적⑱시켜 봄으로써& 폰트의 변형이 

가지는 가능성과 적합성을 선별하고자 하①다( 우선적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진행하①던 스텐실과 대중적으로 많이 사⑱하는 점선과 

테두리 효과에 대하여 작업을 진행하①다( 

 

 
[그림 -/L 고담(GotTMm%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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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L 스윗 스퀘어(Fbeet FquM]e% 서체 

 

 

 

 

[그림 -1L 러셀 스퀘어(EusseWW FquM]e%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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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스텐실 효과를 고담 서체에 적⑱시켜 보았다( 선행연구인 

④술복합연구동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①다( 스텐실 효과의 

테두리 값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 변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전개하①다( 글자의 분절 형태⑩ 분절 횟수를 

다양하게 하여 폰트를 변형해 보았으나& 글자가 끊어지는 부분의 곡면을 

원형으로 처리하면 글자 본연의 형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글자가 굵어질수록 심화되었고 폰트에 

적⑱하기에 부적합하①다( 글자를 분절시키는 효과는 그래픽적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가독성의 정도⑩ 타이포그래피의 이미지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①다(  

 

 
 

[그림 -2L 고담 서체를 활⑱한 스텐실 효과 제작 과정(원형%& 분절 횟수 변화 

 

 
 

[그림 -3L 고담 서체를 활⑱한 스텐실 효과 제작 과정(원형%& 굵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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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L 고담 서체를 활⑱한 스텐실 변형형 제작 과정(직선형% 

 

 
 

[그림 .1L 고담 서체를 활⑱한 스텐실 변형형 제작 과정(직선형%& 분절 횟수 변화 

 

 

 

 

 

 

 

 

 

 

[그림 .,L 고담 서체를 활⑱한 스텐실 변형형 제작 과정(직선형%& 분절 횟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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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고담 서체를 활⑱한 스텐실 변형형 제작 과정(직선형% 

 

 
 

[그림 ..L 고담 서체를 활⑱한 스텐실 변형형 제작 과정(직선형%& 굵기 변화 

 

 

 
[그림 ./L 고담 서체를 활⑱한 스텐실 변형형에 테두리 효과를 적⑱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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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0L 스윗 스퀘어 서체를 활⑱한 점선 변형형 제작과정& 분절 횟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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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L 스윗 스퀘어 서체를 활⑱한 점선 변형형 제작과정& 분절 횟수⑩ 간격 변화 

 

다음으로 점선의 그래픽적 특징을 폰트에 적⑱시켰다( 이 작업 또한 

⑭곽의 변형과 분절 횟수& 분절 간격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①다( 스텐실과는 다른 디자인을 적⑱해보기 위하여 분절 거리를 

다르게 적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①다( 그러나 분절 거리를 통한 폰트의 

변형은 변형정도의 차이가 미미하고& 폰트의 가독성 측면에서 스텐실 

효과가 점선 효과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점선 효과는 변형 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9 

 

 

 

 

 

[그림 .2L 폰트의 그래픽적 형태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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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L 폰트의 그래픽적 형태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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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S과y 

 

6.1 프m토타입 폰트와 변형형 

6.2 인터페이스 

6.3 폰트의 적용 

6.3.1 d상 선정 

6.3.2 효과 적용 과정 

6.3.3 최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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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프m토타입 폰트와 변형형 

 

그래픽을 적⑱한 폰트의 변형과 변형⑯소별 적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기본형 폰트를 제작하여 최종 연구를 진행하①다( 일반 

폰트보다 일괄적인 규칙성을 부여하고 폰트에 다양한 그래픽적 ⑯소를 

자유롭게 반②하고 적⑱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폰트를 

정방형으로 제안하①다(  

 

 

[그림 /0L 프로토타입 기본 골격과 뼈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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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L 프로토타입 폰트의 기본 형태 

 

정방형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하면서 전체적인 글자의 ⑭곽은 

곡선적인 형태로 만들었다( 직선과 곡면이 공존하는 문자의 형태는 

변형과 활⑱에 있어서 ⑱이하고 다양한 형태⑩의 접목이 가능하다( 

정방형의 틀을 만들어서 로마자의 대문자⑩ 소문자의 형태를 새롭게 

제안하①으며& 폰트를 제작함에 있어서 폰트의 최⑭각과 안의 속공간의 

곡면을 다르게 설정하①다(  

 

 
 

[그림 /,L 폰트의 ⑭곽과 속공간의 곡률 차이 

 

1) 굵기 

굵기는 크기가 같은 폰트 사이의 가독성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⑯소로& 폰트가 차지하는 면적을 일컫는다( 폰트의 변형형을 제안하면서 

폰트의 굵기를 통한 변형은 전통적인 방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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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굵기에 따른 프로토타입 폰트의 형태 

 

 

2) 너비 

콘덴스트⑩ 익스텐디드는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하①으나 글자가 

차지하는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변형 방법을 추가적으로 설정하①다( 

정중앙을 중심으로 좌& 우의 폭이 넓어지는 방법과 ⑤른쪽을 중심으로 

⑮쪽이 넓어지거나 ⑮쪽을 중심으로 ⑤른쪽만 폭이 넓어지는 방법이 

있다( 이는 글자의 두께를 변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굵기⑩ 유사한 

모습을 지니지만 전체적인 글자의 폭이 변한다는 점에서 너비의 변형 

형태로 항목을 분”하①다( 추가적인 변형형은 기존의 정방형의 폰트 

형태를 벗어나기 때문에 전통적인 폰트 변형 방법을 벗어나 

그래픽적으로 해석하①다고 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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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너비에 따른 프로토타입 폰트의 형태 

 

 

 

[그림 //L 기본 변형형태를 제⑭한 추가적 너비 변형형 

 

 

3) 기울기 

기존의 기울기는 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①으나 

이 연구에서는 좌& 우 양 방향으로 기울기를 적⑱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각 방향마다 기존의 기울기보다 두 배씩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도록 하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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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L 기울기에 따른 프로토타입 폰트의 형태 

 

 

 

[그림 /1L 기본 변형형태를 제⑭한 추가적 기울기 변형형 

 

 

)) 테h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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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는 강조를 위한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폰트의 면을 

테두리로 두르는 방법과 글자⑩ 배경을 반전시키는 방법을 통해 

기본적인 폰트의 변형 효과를 추구하①다( 기본형의 심화 형태로 면의 

테두리 수의 변화로 추가적인 변형이 가능하게 하①다( 

 
[그림 /2L 테두리에 따른 프로토타입 폰트의 형태 

 

 
  [그림 /3L 기본 변형형태를 제⑭한 추가적 테두리 변형형 

5) 스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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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적 형태 변화는 기본적인 도형을 시작으로 시작하①다( 

원형인 EounP& 각진 사변체 7nSuMW]& 글자를 찍는다는 의미를 가진 

"에스텐세라"에서 유래된 판화 기법 스텐실을 기본적인 그래픽 모티프로 

적⑱하①다( 스텐실은 139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상업화를 이’게 

되었으면 1212년 스텐실 전문가인 람바도 피치코크라가 코네티켓주의 

작은 마을에 의자전문점을 열고 ⑪성된 의자에 자기 이름을 스텐실로 

새겨 넣는 것에 시초하①다( 이것이 ⑯즘의 알파벳 라벨 문양의 기원이 

되었으며& 발전을 거듭하여 현대에는 여러 형태의 반제품의 소재들이  

 

 
[그림 00L 스텐실 분절 횟수에 따른 프로토타입 폰트의 형태 

 

 

개발되었다( 스텐실은 타이포그래피가 분절된 독특한 형태로 절제된 

장식성을 구사할 수 있으며& 통속적이고 일반적으로 사⑱하는 그래픽 

이미지이기 때문에 폰트의 변형⑯소로 채택하게 되었다( 

도형을 접목하는 그래픽 ⑯소의 경우 기본 골격의 뼈대⑩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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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소의 크기 비례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이는 굵기⑩ 기울기를 적⑱할 

당시에도 그 기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스텐실의 경우 

일반적인 스텐실의 형태를 벗어나 변형성 확장을 위한 폰트의 

프로토타입에 맞게 변형된다( 일반적으로 폰트의 중심부를 끊어주는 

전통적인 형태의 스텐실과 달리 글자의 정중앙을 분리하지 않고 글자의 

심미성을 고려하여 글자의 분절 횟수에 맞춰 분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폰트의 형태를 제안하①다( 그러나 폰트의 형태상 

⑭관적 심미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④⑭적으로 다른 곳을 분절시키도록 

한다(  

기본적인 형태의 스텐실 ⑭에도 폰트의 부분을 분절시켜서 관절과 

같이 연결되는 지점에 그래픽 효과를 적⑱한 응⑱형도 제안한다( 

사⑱성과 폰트의 심미성을 고려하여 곡선으로 분절되는 타입과 직선의 

형태로 글자가 분절되는 타입& 두 가지 형태만 제안하①으며& 추가적인 

스텐실 변형 형태는 가독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분절 횟수의 단계를 

추가하지 않았다( 

 

 

 

[그림 01L 그림/1( 기본 변형형태를 제⑭한 추가적 스텐실 변형형 

 

6) 그r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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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L 그림자 종”에 따른 프로토타입 폰트의 형태 

 

그림자는 물체의 입체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매체이다( 기본적인 

그림자 형태⑩ 연결된 그림자를 변형 형태로 제시하①는데 그 ⑭에도 

그림자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글자의 두께를 표현할 수 

있게 하①다( 

 

 

[그림 0-L 기본 변형형태를 제⑭한 추가적 그림자 변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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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터페이스  

 

[그림 0.L 폰트 변형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최종 형태는 플러그인([WuS-Un% 형태로 제작되며 

사⑱자의 선택에 따라 ⑱량이 가벼운 기본형과 보다 전문적인 

응⑱형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변형⑯소를 조절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슬라이더 컨트롤의 형태로 제안하며& 연속적인 형태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⑱자들이 직관적이고 손쉽게 이⑱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변형⑯소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인터페이스 

내부에서는 입력창과 컨트롤러를 분리하여 표시한다( 컨트롤러는 연속적 

변형이 가능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슬라이더 방식을 택했다( 우측 

상단에 폰트를 선택하고 크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입력창에 

글자를 입력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선택하면 우측의 컨트롤러에서 

폰트를 변형할 수 있게 제안하①다( 컨트롤러의 조작은 기족과 동일하게 

마우스를 클릭한 채 드래그 하는 방식을 선택하①다( 컨트롤러의 조작은 

동시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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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L 인터페이스를 통한 폰트의 변형 방법 

6.3 폰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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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d상 선정 

 

/장까지의 내⑱을 통하여 연구자는 제작된 프로토타입의 폰트를 

활⑱하여 로고타입을 제작하고자 한다( 적⑱ 대상은 개인 음식점이나 

소규모 자②업& 지방자치단체 등 폰트의 사⑱과 문서 서”의 작성 등의 

업무가 잦은 단체나 로고를 필⑯로 하는 소규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①다( 첫 번째로 1/),0 LounSe라고 하는 작은 카페명과 8uNNWe이라는 

동아리명& <Mt GuesPMd라는 지역축제명& 8]ou >ouse라는 개인 펍이 

있다고 설정하고 프로토타입 폰트를 변형하여 나⑤는 결과물들 중에 

업체의 분위기⑩ 적합한 디자인을 로고⑩ 활⑱ 폰트로 발전시켰다( 

 

 

6.3.2 효과 적용 과정  

 

여러 변수의 복합적 사⑱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0L 폰트 변형 과정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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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L 폰트를 활⑱하여 로고를 제작하는 과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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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L 폰트를 활⑱하여 로고를 제작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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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최종 형태 

 

 
 

 
 

 
 

 
 

 
 

 

[그림 02L 폰트를 활⑱하여 제작된 로고의 최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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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3L 최종 전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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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보편성을 가진 폰트⑩ 새로 개발된 폰트를 변형하는 경우 

단순히 기존에 제시된 방법대로 두께& 높이& 너비& 기울기만으로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인 변형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폰트를 

단계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형하는 방법에 주목하고자 하①다( 폰트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⑱자 중심 측면에서 봤을 때 제한적인 폰트 변형 

방법을 사⑱자들이 사⑱하기 편리하고 자유롭도록 제안하①다( 이를 

위해 폰트의 변형성 확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①고 기존의 텍스트 

편집기의 인터페이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제안하고자 하①다( 

폰트의 변형성 확장이란 폰트의 형태를 굵기& 기울기& 너비에 한정하여 

변형하던 기존의 방법과 달리 변형 방법과 종”를 다양하게 분”하여 

사⑱자가 항목별로 여러 형태를 동시에 선택하여 사⑱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새로운 폰트를 제안하면서 연구자는 폰트의 변형이 

가능한 ⑯소에서 기존의 굵기& 기울기를 차⑱하고 그 ⑭에 그래픽적 

⑯소⑩ 그래픽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픽 단계라는 ⑯소를 

새롭게 제안하여 폰트의 변형성을 확장하고자 하①다(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의 경우 폰트의 변형⑯소를 기존의 방법처럼 고정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 사⑱자가 선택하여 변형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면 사⑱자가 필⑯에 따라 폰트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위의 분”한 대로 굵기⑩ 기울기& 너비를 

기본으로 그래픽 효과 측면에서 스텐실과 테두리& 그림자 효과를 

단계별로 제작하여 사⑱자들이 여러 하위 항목들을 동시에 선택하여 

폰트에 적⑱할 수 있도록 제안하①다( 

이 연구를 통해 폰트를 소극적으로 변형하여 사⑱했었던 고정된 

시선을 탈피해보고자 하①다( 폰트의 형태 변별 ⑯소를 분석하여 보고& 

그것을 적⑱하고 검토하여 형태⑩ 사⑱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선을 제안하고자 하①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비전문 분야의 사⑱자들이 폰트를 사⑱하고 구성함에 

있어 사⑱자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 주고& 단순한 문서의 작성에 

활⑱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 맞게 모바일 앱& 유아⑱ 

교육 프로그램& 브랜딩 디자인 등으로 확대되어 폭넓은 분야의 사⑱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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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목적에 맞게 사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폰트를 활⑱하기를 

희망한다( 변화 ⑯소가 많지만 ⑦바른 형태의 폰트를 사⑱함으로써 

사회의 시각환경이 더욱 개선되는데 기여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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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KracK 

A 7KLdy GF  

TraFsmLKabDe 1CspDay 2GFK 

NCKh 3raphCc 2eaKLres 

AUn VdounS Lee 

<MOuWtd oR :esUSn& 9oWWeSe oR <Une7]t 

GTe G]MPuMte FOTooW 

FeouW BMtUonMW HnUae]sUtd 
 

   7s PUSUtMW teOTnoWoSd PeaeWo[ment MnP Oom[ute] PUssemUnMtUon TMae 

NeOome Sene]MWUeeP& Wette][]ess MnP td[oS]M[Td TMs Neen N]oVen R]om tTe 

t]MPUtUonMW Ro]m( CnWd M Reb []MOtUtUone]s Un ]eWMteP RUeWPs OouWP TMae PeMW 

bUtT tTe Wette][]ess MnP td[oS]M[Td( BobMPMds& Pue to tTe PeaeWo[ment MnP 

PUssemUnMtUon oR Oom[ute] MnP meOTMnUOMW teOTnoWoSd& non-ec[e]ts OMn 

MWso eMsUWd OTMnSe tTe Ront to Ne useP( 7OOo]PUnSWd& tTe Ront PemMnP 

UnO]eMseP sUSnURUOMntWd& MnP tTe Ront MnP tTe Ro]mMt NeOMme eaen PUae]se( 

:eaeWo[ment oR tTe teOTnoWoSd MnP tTe M[[eM]MnOe oR tTe mePUum TMP 

MOOom[MnUeP Nd tTe OTMnSe Un tTe tect use4 Unte]nMW WUnV& Td[e]tect MnP suOT 

ecte]nMW RMOto]s Ro] tect TMae M[[eM]eP& Ut OMn Ne RounP tTMt tTe 

OonRUSu]MtUon sdstem oR tTe tect Us OTMnSUnS( In MOOo]PMnOe bUtT tTe Mmount 

oR UnRo]mMtUon UnO]eMses MnP tTe tect st]uOtu]e NeOome Oom[Wec& ]eseM]OT Us 

NeUnS OM]]UeP out to UnO]eMse tTe eRRUOUenOd oR tect-usMNUWUtd MnP Ooae] tect 

use Un mMnd M]eMs( GTe]eRo]e& Unte]est Un tTe usMSe oR Ronts Us UnO]eMsUnS M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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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 ]eseM]OT Un tTe RUeWP oR td[oS]M[Td Us OonPuOteP( In MPPUtUon to tTe 

MOMPemUO sUPe& Ronts M]e not onWd RunOtUons oR PMUWd OommunUOMtUon Nut MWso 

t]MnsRo]meP Unto M meMns oR seWR-ec[]essUon( 9onsequentWd tTe neeP Ro] 

moPURUOMtUon MnP utUWUeMtUon oR tTe Ront Ro] PURRe]entUMtUon st]MteSd bMs 

OontUnuousWd sbeWWeP( IM]Uous Ronts TMae Neen PeaeWo[eP to meet tTe MNoae 

]equU]ements& bTe]eMs tTe numNe] oR Ronts PeaeWo[eP Nd tTe sdstem Us Wess 

Oom[M]eP to tTe UnO]eMsUnS numNe] oR Ronts( Cn tTe otTe] TMnP& tTe 

PeaeWo[eP Ronts tTMt M]e bUPeWd useP TMae WUmUtMtUon to PURRe]entUMte tTe 

Ront-usUnS sUtuMtUon( Go oae]Oome tTUs []oNWem mMnd Ront []oS]Mms TMae 

Neen eme]SeP& MnP tTe tem[WMtes bUtT M aM]Uetd oR eRReOts on tTe Ront be]e 

suSSesteP( Beae]tTeWess tTe eRRo]ts to soWae tTe []oNWem OouWP not Ne tTe 

RunPMmentMW soWutUon to sMtUsRd NotT tTe usMNUWUtd MnP PUae]sUtd bMs WMOVUnS( 

   GTe]eNd bTen tTe ]eseM]OTe] moPURd tTe ecUstUnS unUae]sMW Ront o] nebWd 

PeaeWo[eP Ront& tTe Ront OMn Ne mo]e MOtUaeWd t]MnsRo]meP ]MtTe] tTMn 

sUm[Wd usUnS tTe ecUstUnS metToP& bTUOT Us SUaUnS tTe aM]UMtUon onWd on 

tTUOVness& TeUSTt& bUPtT MnP S]MPUent( GTe RoOus bMs on tTe metToPs Ro] 

t]MnsRo]mUnS Ronts S]M[TUOMWWd( GTe]eRo]e& tTe ste[s bent Ru]tTe] R]om tTe 

OonaentUonMW metToP oR t]MnsRo]mUnS tTe Ront bUtT WUmUtMtUon Un sTM[e( It Us 

to []o[ose to aM]UousWd OWMssURd tTe td[e oR tTe Ront MnP tTe t]MnsRo]mMtUon 

metToP& MnP to []o[ose tTe use] to OToose PURRe]ent td[es)Ro]m Mt tTe sMme 

tUme Ro] eMOT Ront( WTUWe []o[osUnS tTe t]MnsRo]mUnS metToP oR M neb Ront& 

tTe ]eseM]OTe] []o[ose moPURUMNWe bMds oR Ront Ro]m Un S]M[TUOMW eWements 

Nd MPPUnS tTe ste[s oR S]M[TUOMW Ro]m to tTe ecUstUnS tTUOVness& sWo[e MnP 

bUPtT( <u]tTe]mo]e& Un te]ms oR usMNUWUtd& t]MnsRo]mMtUon eWements oR tTe 

Ront bMs tenP to esOM[e tTe NUnM]d Ro]m& seWeOt o] PeseWeOt& bTUOT Us 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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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stUnS metToP( GTe use] RWecUNUWUtd OMn Ne UnO]eMseP bTen tTe use] 

]ePunPMntWd seWeOt tTe PUaUPeP Ront t]MnsRo]mUnS OMteSo]Ues to moPURd tTe 

Ront( GTe use] OMn seWeOt aM]Uous td[es oR Ronts MnP M[[WUeP Ms neePeP( GTe 

stuPd bMs to N]eMV tTe RUceP SMee Nd moPURdUnS tTe Ront [MssUaeWd( GTe stuPd 

[]o[ose tTe bMd Ro] MnMWdeUnS tTe RMOto]s tTMt OMn N]UnS PURRe]entUMtUon to 

tTe Ro]m oR Ronts& MnP M[[]oMOTUnS Un M numNe] oR bMds bUtT ]es[eOt to tTe 

td[e MnP usMNUWUtd Nd ]eaUebUnS MnP M[[WdUnS tTe RMOto]s MNoae( GT]ouST 

tTese neb [e]s[eOtUaes& tTe ]esuWt oR tTUs stuPd ec[eOts Ro] tTe use]s oR non-

[]oRessUonMW M]eMs to use tTe Ronts MnP ectenP tTe ]MnSe oR use] seWeOtUon Nd 

tTe OonRUSu]MtUon( 8edonP tTe utUWUeMtUon Un O]eMtUnS sUm[We PoOuments& tTe 

stuPd ec[eOts tTe Ronts to Ne MOtUaeWd useP to meet tTe neePs oR use]s Un M 

bUPe ]MnSe oR RUeWP MnP to RUt Un tTe moPe]n PUSUtMW enaU]onment Ro] Ut to 

ec[MnP Un moNUWe M[[s& ePuOMtUonMW []oS]Mms& N]MnPUnS& PesUSn& etO( LMstWd& 

tTe stuPd ec[eOts to Oont]UNute Un Ru]tTe] Um[]oaement Un aUsuMW 

enaU]onment oR tTe soOUetd Nd usUnS tTe Ront Un Mn M[[]o[]UMte Ro]m MNoae 

nume]ous Ront t]MnsRo]mMtUon met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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