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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한글 폰트를 만드는 데는 자음+모음 조합으로 약 11,500자 정도의 글자가 필요하다. 디자이너가 글자 하

나씩 전부 디자인 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요소이고, 한글폰트를 제작하는데 있어 3개월 이상의 소요 기간과 

3000만 원 이상의 비용부담 또한 무시 못 할 요소이다. 게다가 카피라이트 폰트에 대한 저작권 문제 또한 

골칫거리다. 그래서 이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딥 러닝의 방식중 하나인 GAN(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통해서 

디자이너가 399자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디자이너의 폰트 디자인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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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폰트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폰트 도안’이 아니라 ‘폰트 파일’이

다. 폰트 도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모양, 형태, 크기를 갖춘 한 

벌의 글꼴을 의미하며, 서체, 글꼴 디자인, 글자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에 저장되는 전자적인 파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PC의 fonts폴더에 ‘xxx.ttf’라는 파일명이며 법원은 ‘폰트 

도안’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또한 알파벳과 다르게 한글 

폰트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약 11,500자 정도가 나오며 디자이너

가 폰트 하나를 만드는데 일일이 디자인하고 다 만들기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고 또한 비용도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문제와 시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11,500자를 디자이너가 

다 쓰는게 아니라 399자만 쓰고 나머지는 딥러닝 GAN을 이용한 

나머지 한글 폰트 생성 시스템을 구현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1. S/W Architecture

딥 러닝(GAN)의 모델링 작업과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은 Ubuntu 

OS (16.04) 에서 Python으로 진행 되었으며, TensorFlow 라이브러

리를 이용해 GAN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폰트 이미지는 png 파일을 

svg 파일로 벡터화 하는 Pytho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계정 

관리 컨트롤러와 사용자 UI는 각각 Java Spring framework, Node.js

를 사용하였다.

2. Modelling Process

폰트 생성 GAN 모델은 다중 학습 모델을 이용하였다. 다중 학습 

모델이란, 학습 데이터 셋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데이터 셋을 

one-to-many 관계로 학습의 과정을 거친 모델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

서 사용한 모델은 다중 학습 모델링을 실현하기 위해서 카테고리 

임베딩을 도입했고, 캐릭터가 디코더를 통과하기 직전에 비 훈련용 

가우스 노이즈를 문자 임베딩 스타일로 연결함으로서 이를 구현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인코더는 동일한 문자를 동일한 벡터에 매핑 하는 

반면에 디코더는 대상 캐릭터를 생성하기 위해 캐릭터와 스타일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2호 (2019. 7)

256

Fig. 1. First Modeling Process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의 학습 과정은 두가지 스탭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소스 폰트를 이용하여 거대한 모델을 생성하고, 

인코더를 동결시킨다. 인코더는 수천 개에 해당하는 캐릭터의 구조적 

정보를 추출하고, 디코더는 그것을 강화하는 Transfer Learning을 

수행한다. 인코더, 디코더, 구분자는 pix2pix 모델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과정으로 1차적으로 완성된 거대한 모델 중 레이블을 섞는 

셔플링 작업을 수행한다. 라벨 셔플링 이후 모델을 강화튜닝 한다. 

1,2단계를 막론하고 모델 생성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데이터의 

검증이다. 특정 문자가 누락되는지, 소스 폰트와 대상 폰트 간에 

일관성이 유지되는 지의 여부를 잘 파악하고, 모델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우 모델이 혼동을 일으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Fig. 2. Label Shuffling Proess

벡터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 사용한 컨벌루전 레이어의 표준화 

함수로는 ReLU와 Leaky ReLU를 사용하였으며, 생성자와 구분자의 

최적화 함수로는 안정적으로 최적화를 위한 하강이 가능한 Adam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GAN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Fig.3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3. Convolution Hyper Parameter

3. Templates

미리 제공되는 템플릿에 유저가 탬플릿에 있는 399자를 적어서 

업로드 하면 파이썬 Pillow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자동으로 각 글자를 

잘라낸 후 각 유닛들을 한글 유니 코드에 매핑 한다. 변화하는 작업은 

svgicons2svgfont , svg2ttf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잘라낸 유닛들은 

각자의 유니 코드 값을 들고 쪼개지고, 해당 유니 코드들은 각자의 

레이블 값이 된다.

4. Training & Result

템플릿에서 잘라져 나온 캐릭터들을 모델에 넣고,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면서 나머지 11000자를 생성한다. 모델의 학습 과정은 총 30 

에폭으로 구성되며 Learning_late 초기 값은 0.001, 배치 사이즈는 

16이며, 강화 학습을 위해 10 에폭마다 Learning_late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디폴트 값으로 세팅했다.

Fig. 4. Training

모델링이 끝나고 모든 캐릭터가 완성되면 지정한 경로로 모델이 

완성한 나만의 폰트파일인 ttf file이 생성되고, 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탬플릿에 들어갈 손글씨 데이터 셋이 저작권에 걸리는 데이터

여도, 카피레프트 폰트들로 미리 학습된 모델을 통해 나온 데이터라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GAN을 이용해 한글 폰트를 생성하였다. 모델을 

생성할 때, 정적인 소스 폰트 데이터 셋을 통해 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이후에 진행할 연구에서는 모델링 과정에서 차가운 데이터 셋, 따듯한 

데이터 셋, 장난스러운 데이터 셋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 

셋을 각각의 모델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폰트를 제공해 줄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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