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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디어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인들의 생활패

턴에 따라 효과적이고 경쟁력을 지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커뮤

니케이션 수단인 글자에 대해 글자별 글꼴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를 극대화 하고, 그 글자가 쓰이

는 상황에 꼭 맞는 글꼴을 표현해 내는 조형적 차별

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1]. 예로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복고풍 마케팅에 힘입어 글꼴에서도 복고풍 

글꼴이나 칼리그라피 형식의 글꼴이 새롭게 등장하

였고 이 들을 활용한 상품로고나 포스터 등을 인쇄 

미디어에서 많이 볼 수 있다[2].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글꼴에 대한 모양 특성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상품의 이미지 전달력을 높

이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3,4].

또 다른 글꼴 모양의 다양화는 인쇄출판에서 시작

하여 웹, 모바일, 비디오, VR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확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종이출판 시대에는 명조체는 본문으로 고딕체는 제

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웹과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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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시대로 오면서 디바이스 화면의 픽셀로 표현되

어야 하는 글꼴이 글꼴의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성 때문에 본문에서도 고딕체

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5,6].

한편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화면 환경을 사용하더

라도 화면의 크기에 따라 각진 고딕이나 둥근 고딕 

등으로 다른 느낌의 고딕체를 활용하여 문자들이 전

달하는 정보 전달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글꼴을 선택

하여 활용하고 있다[7].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최종 

서비스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적절한 글꼴 모양 

선택의 필요성을 연구한 마케팅이나 산업디자인 분

야의 논문[8,9]을 보면, 사용자 경험 기반의 여러 가

지 이론들이 찾아 볼 수 있다.

실제 타이포그라피 전문가들도 적절한 글꼴을 찾

아내기 위해 매번 다른 글꼴들을 실제 적용하여 전체 

디자인을 확인하고 다시 선택 변경하여 확인하는 반

복적인 작업을 거쳐야함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나서야 레이아웃에 어울리는 적절한 글꼴

을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적절한 글꼴 모양의 선택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문제는 현재의 한글 

글꼴 등록 시스템이나 검색 시스템 등의 한글 서비스

에서 한글 글꼴 모양 특징을 반영한 자동화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글꼴 명을 가나다순으로 정렬

하여 서비스하고 있거나, 또는 글꼴 제작사에 따라 

글꼴들이 그룹핑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육천종이나 되는 한글 글꼴[10]을 잘 구분하여 검

색할 수 있는 모양 특징을 정의할 수 있다면, 미디어 

특성에 맞추거나 목적하는 의미에 맞게 글꼴을 효율

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며, 한글 메타폰트 연구를 

위한 모양 특성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 글꼴 디자인 분류체계 표준 

및 관련 논문[11,12]에서 정의한 글꼴 디자인 분류체

계를 기반으로 각 분류체계에 해당되는 91개의 글꼴

들을 선정하고, 글꼴 디자인 전문가들이 연구한 글꼴 

모양 특성 연구에서 정리된 모양 특성들을 기준하여,

선정된 글꼴들이 기본 바탕체 및 돋움체와 차별되는 

어떤 모양 특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마킹을 

진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91개의 글꼴에 대한 특성 마킹 

테이블을 기반으로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며,

각각의 특성이 독립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들을 추려

서 한글 글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기본 특징 세트를 정의하고자 한다. Fig. 1에서 전체 

연구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문 모양 특성으로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있는 PANOSE[13]와 비교하여 한글 글

꼴의 모양 특성과의 차이를 확인한다.

2. 기존 연구 및 글꼴 서비스 기반의 글꼴 특성 

조사

2.1 한글 글꼴의 모양 연구

한글 글꼴의 모양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나열

하면, 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연구[14], 효율적인 한

글 활자디자인을 위한 대표 글자 연구[15], 한글 활자

꼴 보호범위와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16], 한

글 활자체 유형분류를 위한 형태변별요소 연구[17],

한글 폰트에서의 라틴 알파벳 구현에 관한 연구[18]

등이 있다.

위의 논문들은 한글 모양특성을 글꼴의 시대적 디

자인 변화에 대한 서술을 하거나 글꼴 디자인을 진행

할 때 확인해야하는 글꼴 닿자와 홀자의 기본 요소들

을 정리하였다. 또한 글꼴 디자인의 디자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자인 구분요소에 대한 정리도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글 닿자 및 홀자 

하나하나의 디자인이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언급하

였고, 조판에서의 글줄사이, 단어 간 간격 등도 모두 

고려하여 디자인 특성들을 나열하였다. 관련 논문에

서 언급하고 있는 모양 특성들은 70여가지에 이르며,

Fig. 2에서는 그 중 일부 23개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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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문 글꼴의 모양 연구

영문 글꼴의 모양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Panose White Paper[13], Adobe Multiple Master

White Paper[19], Font Technology: Methods and

Tools[20], Parameterizable fonts based on shape

components[21] 등이 있으며, 영문 글꼴은 26개의 알

파벳 중 특징적인 모양 부분만을 추려서 글꼴 모양 

특성 연구와 이를 기반한 메타폰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낱자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11172자의 한글 글

꼴에 비하여 특징 요소의 개수가 작으며, 대표적인 

모양 특징을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서비스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글꼴 모양 특성

국내 글꼴 서비스는 개별 글꼴사의 패키지 구매 

기반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라이선스 서비스 

형태로 발전되었으나 글꼴 검색 부분에서 모양 특성

을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따라서, 서비스 환경

에서 글꼴을 검색할 수 있는 특성은 모양 특성이 아

닌 글꼴이름, 글꼴제작사, 글꼴스타일 등이며. 이들 

또한 글꼴 서비스사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국내 대표 서비스사인 윤디자인연구소[22]와 산돌

커뮤니케이션[23], 한양정보통신[24] 등이 모두 다르

다. 윤디자인에서는 고딕, 명조, 손글씨, 옛글씨, 그래

픽, 탈네모 등으로 구분하며, 산돌에서는 고딕, 명조,

손글씨, 켈리그라피, 팬시, 디스플레이 등으로 사용

하고 있다. Fig. 4(a)에서 보듯이 기존의 패키지 기반 

검색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고딕,

디자인, 명조, 손글씨 등으로 전문가들만이 모양 특

성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영문 글꼴 서비스의 대표 사이트인 Adobe

Typekit은 모양 특성으로 6개의 속성을 활용하여 서

비스를 진행 중이다. 6개의 속성은 굵기 정도(Weight),

문자 폭(Width), x높이(x-height), 획 대비율(Con-

trast), 대소문자 구분여부(Caps Only), 숫자 줄 맞추

기 특성(Figure Style)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2. Hangul Font Shape Characteristics from A Study on Shape Classification Elements for Classification of Korean 

Typefaces.



(a)

(b)

Fig. 3. Roman Font Shape Characteristics from Parameterizable fonts based on shape components: (a) The loop 

and half-loop components (b) The sweep component.

(a)

(b)

Fig. 4. Hangul Font Service Sites: (a) Hangul Site – Sandoll Geuroom (b) Roman Site – Adobe Type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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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 글꼴의 모양 특성 선정

3.1 기존 연구 기반의 특성들

2장에서 검토한 연구 논문 및 서비스들을 기반으

로 글꼴 모양 특성을 모두 정리하면 75개의 특성 리

스트를 얻을 수 있다.

한글 부분의 연구에서 언급되어진 몇 가지 특성은 

제외하였으며, 제외된 특성은 ①글줄간격, ②계단현

상유무, ③글자 수 기반 글줄길이 비교 등이다. 이들

을 제외한 이유는 글줄간격은 레이아웃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용자의 임의 조정이 가능한 특성이어서 글

꼴 본연의 모양 특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계단현

상유무는 2000년대 들어서 계단현상을 보이는 비트

맵 글꼴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제외하였다.

또한 글줄길이비교는 근본 목적이 비례폭 글꼴을 판

별하기 위한 특성임으로 글줄비교보다는 ‘비례폭 여

부’ 특성으로 처리하였다.

영문 부분의 연구 중 메타폰트에서 중요시하고 있

는 알파벳 o, e, b, c, d 등의 요소에 대한 특성은 원 

또는 반원, 둥근 모서리 부분 특성을 판단하기 위함

임으로 한글 닿자 ㅇ, ㅎ, ㅁ, ㅂ, ㄹ 등의 요소 특성으

로 변환하여 처리하였다. Panose 특성 중에 하나인 

Armstyle은 대각선 처리에 대한 특성임으로 한글 닿

자 ㅅ,ㅈ,ㅊ 모양 특성으로 변환하여 처리하였고, 또

한 Letterform은 글자꼴의 둥근 정도를 측정하는 특

성임으로 ㅁ, ㅂ, ㄹ 요소 특성으로 대응하여 진행하

였다. Table 1에서 전체 글꼴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3.2 모양 특성 분석을 위한 실험용 글꼴 선정

한글 글꼴 디자인 분류체계 표준에서 정한 글꼴 

분류체계 기준에 따르면 대/중/소 19개 분류그룹이 

존재한다. 각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실험용 글꼴을 

4～5개를 선별하여 전체 91개의 실험용 글꼴을 선정

하였다. Fig. 5에서 선정된 글꼴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3.3 분석을 위한 글꼴-특성 테이블 생성

91개 글꼴에 대하여 각 글꼴이 기본 글꼴인 바탕

체 및 돋움체와 비교하여 75개의 특성 중 어떤 특성

들을 가지는 지에 대한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바탕체와 돋움체 비교하여 굵기가 굵거나 

얇은 글꼴은 2번 특성인 ‘즐기의 굵기’에 1로 마킹을 

하였고, 굵기의 변화가 없다면 0으로 마킹을 하였다.

8번 특성인 ‘ㅅ 삐침 모양’ 역시 바탕체 및 돋움체

의 시옷과 갈래 위치 및 갈래 각도가 다른 모양을 

가진 글꼴의 시옷, 예로서 

등의 글꼴에 대

해서는 1로 마킹을 하였고, 유사한 시옷을 가진 글꼴

에는 0으로 마킹을 하였다. 이렇게 마킹함으로서 

75*91 크기의 0과 1 값을 가지는 데이터 테이블을 

완성하였다.

4. 모양 특성 분석 및 선정

4.1 K-means 군집분석에 따른 모양 특성 분석

주어진 데이터를 유사한 대상끼리 그룹핑하는 K-

means 군집분석[25]을 활용하여 모양 특성 데이터에

서 대표 모양 특성을 선정할 것이다. K-means 군집

분석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k개의 군집으로 묶

는 알고리즘이며, 각 군집과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

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 이렇게 선정된 k개

의 군집을 대표 성분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 3.3절에서 만들어진 75*91 데이터에 대해 K-

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얻어진 k개의 군집을 

글꼴 모양을 대표하는 모양 특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군집분석에서는 군집개수 k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군집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데이터 

세트의 분산을 활용하여, 각 데이터의 값들이 전체 

Fig. 5. Font selected from each group of Font Design 

Classification System whish is the Korea in-

dustrial standard.



Table. 1. Hangul font shape characteristic elements 

1 two point thickness of transverse stem 2 thickness of stem

3 stem thickness uniformity 4 uniformity of ‘o’ thickness

5 ’ppichim’ thickness uniformity 6 ‘naelijeom’ thickness uniformity

7 vertical stem tilt 8 ‘ㅅ ppichim’ shape

9 ‘ㅇ,ㅎ’ opened endpoint angle 10 horizontal stem tilt

11 ‘ㄱ ppichim’ inclination 12 ‘ㅎ,ㅊ’ start stem inclination

13 choseong and jongseong height ratio 14 choseong jungseong jongseong height ratio

15
previous jongseong and current choseong height
ratio

16 choseong jungseong height ratio

17 horizontal and vertical stem thickness ratio 18 ’ppichim’ ‘naelijeom’ height ratio

19 ‘ㅅ,ㅈ,ㅊ’ left-right symmetry 20 vertical stem and double stem ratio

21 ‘ㅏ,ㅑ,ㅓ,ㅕ,ㅔ,ㅖ’ upper-lower symmetry 22 double stem height difference

23 ‘ㅁ,ㅂ,ㅇ,ㅍ,ㅎ’ left-right symmetry 24 ‘ㅑ,ㅕ’ side stem symmetry

25 ‘ㅣ,ㅐ,ㅒ’ upper-lower symmetry 26 ‘ㅗ,ㅛ,ㅜ,ㅠ,ㅡ’ left-right symmetry

27 top, middle, bottom alignment 28 choseong jungseong start position

29 jungseong jongseong spacing size 30 choseong jungseong spacing size

31
choseong jungseong jongseong between-space
ratio

32 choseong jungseong jongseong width ratio

33 choseong bounding-box ratio 34 between-space in bounding-box ratio

35 ‘를’ horizontal stem between-space ratio 36 ‘빼’ vertical stem between-space ratio

37 ‘o,ㅎ’ ellipse ratio 38 ‘ㅇ,ㅎ’ symmetry

39 vertical letter-line straight 40 character width

41 visual midline 42 gap between visual midline and bottom line

43 ’ppichim’ length (ㅈㅊ) 44 between character space

45 proportional width or fixed width 46 jongseong start position

47 difference between character high and low point 48 talnemo feature

49 curvature of consonant serif 50 slope of consonant serif

51 existence of vertical stem serif 52 slope and shape of vertical stem serif

53 slope of double vertical stem 54 curvature of single vertical stem

55 existence of ‘ㅇ,ㅎ’ dolgi(start serif) 56 ‘ㅇ’ open or not

57 ‘ㅅ,ㅈ’ fork position 58 ‘ㅅ,ㅈ’ fork angle

59 existence of connected stem 60 degree of flexion ‘ㄴ,ㄹ,ㅁ,ㅂ’

61 ‘ㄴ,ㄹ,ㅁ,ㅂ’ connection point type 62 existence of contact of double consonants

63 contact with consonant and vowel 64 ‘ㅍ’ internal opening (closure is common)

65
contact with horisontal and vertical stems
(contact is common)

66 existence of stem closing (not right angle)

67
contour box ratio of whole character (8:10, 9:10,
etc.)

68
Slope of the starting positions with choseong
and jungseong

69
starting vetical positions with choseong and
jungseong (choseong >= jungseong)

70 types of internal space ( not rectangular)

71 choseong jungseong width ratio 72 existence of ‘l’ outline curvature

73 existence of texture expression inside stem 74 existence of closed outer point

75 existence of graphic elements inside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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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는 전체분산

(total variation)과 각 집단의 평균들이 전체 평균에

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하는 집단간 분산(between

group variation)의 비율을 확인하여 선정하였다.

아래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군집개수가 27인 

경우 between_SS / total_SS = 71.1로 70% 이상을 

보임으로 글꼴 군집분석의 군집개수를 27로 하여 군

집분석을 진행하였다.

Rstudio 1.0.143 버전에서 군집분석을 진행한 결과

를 아래 Fig. 6에 정리하였다. 27개의 결과 그룹에 

해당되는 개별 모양 특성들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

하다. 즉, 각각의 개별 모양 특성이 그룹되어 지면서,

이 들 모양 특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그 

그룹의 대표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글꼴 모양에 대한 대표 특성들을 27개 선정하였

고, 마지막 27번째 그룹은 공통적인 대표 특성을 가

지지 않는, 군집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특성이 나

열되는 그룹임으로 실제로는 26개의 모양 특성으로 

조정한다.

한편 26개의 모양 특성 중 특정 닿자 모양에 집중

된 6개의 모양 특성(아래 Table 3에서 회색영역 부

분)이 있다. 이들을 ‘①대표 닿자 모양’으로 그룹 지으

면, 20개의 특성들이 남게 된다.

이들 20개의 특성 중 글꼴 구조적 측면에서 연결

된 것들을 묶으면 ②자음과 모음 균형성, ③연결여부

/흘려쓰기, ④장식형태, ⑤굵기, ⑥문자폭, ⑦부리 및 

맺음 모양, ⑧중심선 위치, ⑨자음과 모음 대칭성, ⑩

탈네모 등으로 속성을 정리할 수 있다.

군집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리된 10가지 속성이 

다른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도 검증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PCA(Primary Component Analysis) 에 따른 모

양 특성 분석

PCA 주성분분석[26]은 여러 특성들의 변량을 '주

성분(Principal Component)'이라고 불리는, 서로 상

관성이 높은 여러 특성들의 선형조합으로 만든 새로

운 특성들로 데이터의 차원을 요약, 축소하는 기법이

다.

첫 번째 주성분으로 전체 모양 특성을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주성분으로는 첫 번

째 주성분과는 상관성이 낮아서 첫 번째 주성분이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모양 특성을 정보의 손실 

없이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도록 모양 특성들의 선

형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와 상관성이 낮아서 두 

개의 주성분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양 특성을 다시 

세 번째 주성분도 나머지 모양 특성들의 선형조합으

로 만들 수 있다.

Table. 2. Chang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lusters 

Cluster Count 4 7 13 14 17 21 25 26 27 30 33 34 37

between_SS /

total_SS
21.9 37.3 52.1 54 58.6 64.2 69.4 69.9 71.1 75.4 78.6 79.6 82.8

Fig. 6. Result of K-means clustering when 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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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성분분석에서도 몇 개의 주성분으로 분

석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으로 먼저 누적기여율

(cumulative proportion)을 활용하여 성분개수를 결

정하였다.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4개 주성

분에서 제1주성분(PC1)이 14.89%, 제 2주성분(PC1

& PC2)까지의 누적기여율이 25.61% 등으로 진행하

여 제14성분(PC14)에서 70.13% 기여율이 확보됨으

로 주성분 개수를 14로 선정하였다.

Rstudio 1.0.143 버전에서 주성분분석을 진행한 결

과를 아래 Fig. 7에 정리하였다. 원 75*91 데이터의 

Table 3. Font Design Features from K-means clustering 

cluster font shape characteristics from table 1 representative feature

1 #9; #56; #59; #63; #65 consonant connection

2 #34: #47; #70 internal space balance

3 #29: #30; #31: #46: #29 consonant balance

4 #73: #74; #75 decoration – inner part

5 #38: #49: #50: #7: #62: consonant and vowel slope

6 #72 decoration - outline

7 #1: #5; #6 thickness uniformity

8 #67; #48 bounding box ratio, talnemo type

9 #40: #44; #45 character width

10 #69 start position

11 #27; #41; midline

12 #7; #14: #32; #54 consonant height balance

13 #37; #64 ㅇ circle ratio

14 #57: #58 ㅅ type

15 #17 stem width ratio

16 #51: #52: #66 serif and closing

17 #3: #4 uniformity of consonant thickness

18 #10: #15; #21: #26; #39 consonant symmetry

19 #60; #61 ㄴ,ㅁtype

20 #13: #14: #33 consonant and vowel ratio

21 #16: #28 choseong jungseong jongseong position

22 #55 o dolgi type

23 #8: #19 ㅅ left-right symmetry

24 #2 thickness

25 #23 ㅁ,ㅍ left-right symmetry

26 #12: #39: #42 vertical slope

27 #11: #18: #20: #22: #24; #25: #32; #35; #36; #43; #53; #68; #71 miscellaneous

Table 4. Cumulative Proportion Chang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rimary components

PC1 PC2 PC3 PC4 PC5 PC6 PC7

Standard deviation 1.2121 1.0289 0.85304 0.71061 0.69364 0.61513 0.5891

Proportion of Variance 0.1489 0.1073 0.07373 0.05117 0.04875 0.03834 0.03516

Cumulative Proportion 0.1489 0.2561 0.32988 0.38105 0.4298 0.46814 0.5033

PC8 PC9 PC10 PC11 PC12 PC13 PC14

Standard deviation 0.57021 0.5646 0.53972 0.52764 0.50879 0.49796 0.4837

Proportion of Variance 0.03295 0.0323 0.02952 0.02821 0.02623 0.02513 0.0237

Cumulative Proportion 0.53625 0.5685 0.59806 0.62627 0.6525 0.67763 0.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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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0과 1임으로 제1성분을 구성하는 특성 값들도 

–0.5 ～ +0.5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수이든 양

수이든 절대 값으로 보아 0.5에 가까운 특성 값을 가

지는 특성들이 제1성분을 구성하는 특성들로 해석하

여 Table 5 형태의 결과를 얻었다.

PCA 제1성분은 {닿자간 비율, 초중종성 낱자 크

기 비율, 초중종성 낱자간 거리} 등의 모양 특성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대표 특성은 ‘낱자 조합 균형성’으

로 정의할 수 있다. ‘낱자 간 조합 균형성’은  Table

3의 3번, 12번, 20번, 21번과 연결이 되는 성분이며,

또한 4.1절의 K-means 군집분석으로 통해 정리한 

‘②자음과 모음 균형성’과 동일한 속성이다.

제2성분은 {줄기 굵기 일정성, ㅇ 굵기 일정성, 삐

침 굵기 일정성, 내리점 굵기 일정성}은 ‘줄기 굵기의 

일정성’으로 Table 3의 7번 및 17번과 연결되어지는 

성분이며, 4.1절의 K-means 군집분석에서 ‘⑤굵기’

Fig. 7. Result of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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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속성이다.

이처럼 앞의 K-means 군집분석에서 얻은 10개의 

모양 속성과 PCA를 통해 얻어진 14개의 속성들을 

살펴보면, 군집분석에서는 ‘ㅇㅅㄴㄹㅁㅂㅍ ’등의 대

표 닿자 속성이 좀 더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속성들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기법의 통

계적 분석으로 얻어진 공통 속성들의 집합 구성 요소

가 같음으로, 이들을 한글 글꼴 모양을 구분 짓는 대

표 속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들 모양 속성을 Roman 글꼴 특성의 대표 연구

인 PANOSE와 비교하여 볼 때, PANOSE에서 모양 

특성으로 정의한 돌기특성(Serif type), 굵기 정도

(Weight), 비례 폭(Proportion) 등의 6개 특성을 포함

하면서도, 조합균형성(낱자의 크기 비율 및 간격), 문

자 폭, 맺음형태, 흘려쓰기 여부 등의 한글 고유의 

특성 4개를 선정하여 차별화하였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한글 글꼴의 모양을 구분하고 특징

지을 수 있는 대표 특성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글꼴 

분류 및 이를 기반한 검색이나 추천 서비스에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ADOBE Typekit에서 제시된 6개의 Roman

글꼴 모양 특성을 사용하여 다양한 Roman 글꼴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듯이, 한글 사용자들도 본 논

문에서 제시된 한글 모양 특성을 이용하여 글꼴을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글꼴의 이름이나 글꼴제작사 

이름을 몰라도 목적하는 글꼴을 쉽게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글꼴 전문가들이 글꼴 모양 특성에 대한 연

구를 많이 진행하였으나 어떤 글꼴 특성이 한글 고유

의 특성이며, 또 어떤 특성이 여러 가지 한글 모양 

특성을 대표하는 특성인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

번 연구에서는 Roman 글꼴 특성의 대표 연구인 

PANOSE와 비교하여 볼 떄, PANOSE에서 정리한 

대표 특성과 일치하는 돌기특성(Serif type), 굵기 정

도(Weight), 비례 폭(Proportion) 등의 6개 특성을 포

함하면서도, 조합균형성(낱자의 크기 비율 및 간격),

문자 폭, 맺음형태, 흘려쓰기 여부 등의 한글 고유의 

특성 4개를 선정하여 차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 모양 특성을 자동으로 추출하

고, 추출된 값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규칙을 만들어 

실제 한글서비스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고

도화가 필요하다.

글꼴개발사에서는 글꼴만 만들어 서비스 사이트

에 등록하면, 글꼴의 윤곽선 데이터 및 이미지를 기

반으로 자동화된 특성 판단을 할 수 있고, 사용자들

은 글꼴에 매칭 된 특성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글꼴

을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한글 글꼴의 모양 특

성은 유사한 붓글씨체에서 시작된 중국어나 일본어 

Table 5. Font Design Features from PCA

component font shape characteristics from table 1 representative feature

1 #13; #14; #30; #40 consonant and vowel size balance

2 #3; #4; #5; #6 uniformity of thickness,

3 #21; #28; #31 midline, shape of inner space

4 #49; #50; #51 existence of serif, serif type

5 #2; #56; #59 ‘ㄴㄹㅁㅂ’ consonant shape

6 #16; #29; #41; #71; #72 existence of decoration

7 #23; #45; #48 distance between consonant and vowel

8 #33; #43; #68 character width, proportional width

9 #1; #17; #23; #41 left-right symmetry

10 #7; #35; #42; #66; #68 talnemo

11 #2; #59 Weight

12 #10; #13; #46 horizontal slope

13 #13; #16; #39; #46; #54; #62 cursiveness

14 #14; #65; #66 clos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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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에도 적용하여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동아시아 글꼴 전체 집합에 대한 모양 특성으로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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