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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디자인기업 A사는 폰트개발업체의 법무대행인 법무법인 B로부터 ‘디자인작업에 사용된 폰트에 대한 정품보유 

확인요청’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정품이 없을 경우 폰트개발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는 폰트여서 별 생각 없이 사용한 폰트였는데,   정품폰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디자

인기업A사는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디자인”과 “폰트”

최근 폰트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과 논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폰트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

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는 디자인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의 우려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

능한 폰트 정보를 제공하고자「2013 KODFA 권장폰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무료폰트 자료를 수록하였으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일부 폰트의 경

우 사용 전 저작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본 책자에 표기된 개별 안내를 꼭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KODFA 회원사에 한하여 사용용도 확장 혜택과 상시 가격할인을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은 “더폰트그룹”과 “타이포디자인연구소”의 유료폰트를 안내합니다.    

본 자료집은 현재 8종류의 무료서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완될 예정이므로, 수록되지 않

은 무료폰트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본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유를 통해 더욱 알차고 

풍성한 자료집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디자인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폰트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등을 안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KODFA)는 

디자인기업의 적법하고 올바른 소프트웨어 및 폰트사용을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01. 발간 목적



최근 폰트의 저작권 혹은 사용권을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사용한 폰트 때문에 곤란을 겪는 디자인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폰트가 유료폰트라면

정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용 라이선스 기간의 제한은 없는지 

사용하려는 폰트가 무료폰트라면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별도의 용도제한은 없는지

사용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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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명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Korea Design Firms Association, KODFA) 

협회장 김성천

설 립 1994년 4월 9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3층

전 화 02-3445-2313 팩 스 02-3445-2314

홈페이지 www.kodfa.org 이메일 kodfadsn@hanmail.net

설립목적 회원사 상호간의 교류 및 협동을 통한 자질향상과 창조적 연구 활동에 의한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

하고 국가산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산업디자인 선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 2조)

연 혁 1994. 04. 09  

             

1997. 03. 14  

1997. 03. 14  

2000. 02. 24 

2000. 03. 13  

2003. 01. 01  

2003. 07. 22  

2004. 03. 30 

2004. 12. 18  

2005. 01. 19  

2005. 05. 27  

2006. 12. 06  

2008. 12. 08  

2010. 12. 06  

2013. 01. 01  

(사)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설립 허가 (상공부허가 제94-6호)

제1대 유명식 협회장 취임

제2대 이승근 협회장 취임

KODFA영남지회 창립 -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제3대 최종석 협회장 취임

명칭변경 - (사)한국산업디자인전문회사 협회

제4대 최종석 협회장 연임

KODFA 호남지회 창립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KODFA대전충청지회 창립 - 대전, 충남, 충북 지역

ODFA 영남지회 분리 : 부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

제5대 김대헌 협회장 취임

명칭변경 -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제6대 조영길 협회장 취임

제7대 문준기 협회장 취임

제8대 김성천 협회장 취임

제9대 김성천 협회장 연임 

조직도

02. 협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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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주요활동

 ■ 디자인기업 해외진출지원

   (1) 닝보디자인센터 운영 

· 산업디자인 전 분야에 걸쳐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국내 디자인기업들의 중국진출 종합지원센터로서의 거점

· 디자인 비즈니스 발굴

   (2) 해외 디자인 진출 지원사업

· 중국 닝보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전개

· 상담회 개최, 전시회 참가 등 신규 디자인 비즈니스 창출 지원

   (3) K-Design 우수디자인상품 전시관운영

· 중국 닝보 ITC (수입상품무역관)에 구축 운영 중

· 한국의 중소 우수디자인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및 ‘KOREA’ 브랜드 가치 제고

   (4) 국제산업디자인단체와의 교류사업

 ■ 교육 및 홍보

   (1) 회원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및 포럼개최

   (2) 디자인CEO를 위한 인문교육 진행

   (3) It(잇:)-Award 개최

· 1,000명의 디자이너와 100명의 디자인CEO의 설문조사 

 올해의 가장 잇(It) 우수한 디자인 및 디자이너 선정 및 시상

 (공공&유니버셜 / 공예&패션 / 광고&프로모션 / 디지털&UX / 북&에디토리얼 / 패키지&용기/

 아이덴티티&브랜드 /  영상&애니메이션 / 제품&가구 / 환경&공간)

 ■ 디자인권리보호 및 지원사업

   (1)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운영

· 디자인기업 피해(불공정거래, 지재권 분쟁 등)에 대응책 제시

· 분쟁사례의 파악 및 DB화를 통한 철저한 분석으로 디자인계 공동활용 촉진

·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분쟁의 사전 예방

   (2) 디자인권리보호위원회 운영

  · 정품 소프트웨어 및 폰트 피해예방 및 공동구매 실시

   (3) 표준화위원회 운영

· 디자인기업의 권익보호 및 불공정거래 개선 목적

· 2012 KODFA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정 (제품, 시각/아이덴티티, 패키지, 공공환경, 디지털)

· 2013 공정거래위원회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작업에 참여

   (4) 회원사의 다양한 수익창출을 위한 디자인용역 정보서비스 제공 및 디자인 사업개발

 ■ 정책 및 대외협력

   (1) 대정부 디자인정책 제안 및 디자인 예산 확보 활동

   (2) 국가, 공공기관, 단체와의 공조 및 협력



03. 무료폰트

인터넷에서 무료폰트를 다운받아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의하세요! 무료폰트라 하더라도 무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책자에 안내되어 있는 무료폰트는 상업적 사용까지도 가능한 폰트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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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유 NHN�

개발사 NHN

사용�안내
·� 개인� 및� 기업�사용자를�포함한�모든�사용자에게�무료로�제공�

·� 자유롭게�수정·� 재배포가�가능.� (단,� 글꼴�자체를�유료로�판매하는�것은� 금지)

·� 저작권�안내와�라이선스�전문을�포함해서�다른� 소프트웨어와�번들하거나�재배포·판매� 가능

·� 라이선스�전문을�포함하기�어려울�경우,� 나눔글꼴의�출처�표기를�권장

·� 인쇄물,� 광고물(온라인�포함)의�이미지는�나눔글꼴�프로모션을�위해�활용될�수� 있음

·� 사용용도� :� 문서작성,� 홈페이지� 제작,� 인쇄물,� CI/BI,�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앱),� 서버,�

E-Book,� E-learning,� 영상,� 게임,� 옥외간판용,� 임베이딩,� 상업용� 등에� 별도계약(허가)없이�

자유롭게�무료�이용�가능

·� 지원문자� -� 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 한자지원

·� 다운로드� -� http://hangeul.naver.com/index.nhn

� �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나눔고딕� |� 글자�크기-11]

1.� 나눔글꼴� |� 나눔고딕,� 나눔명조,� 나눔� 손글씨�펜,� 나눔�손글씨�붓

 

� � 1-1.� 나눔고딕

� � 부드러운�굴림체에�한국적인�조형미를�더해�현대적�미감을�살려낸�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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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나눔명조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나눔명조 ExtraBold | 글자크기-11]

� �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나눔고딕� ExtraBold� |� 글자�크기-11]

  1-2. 나눔명조

  현대적이고 남성적인 명조체를 바탕으로 명쾌하고 직선적인 느낌의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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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나눔� 손글씨� 펜� |� 글자� 크기-13]

1-4.� 나눔� 손글씨� 붓

친근함과� 자유로움을� 주면서도� 절제된� 생동감,� 리듬감이� 살아있는� 글꼴� �

�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나눔� 손글씨� 붓� |� 글자� 크기-13]

� � 1-3.� 나눔� 손글씨� 펜

� � 깔끔한� 선처리로� 안정된� 가독성을� 가지는� 명랑한� 느낌의�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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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유 서울특별시

개발사 서울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디자인정책과�디자인개발팀

㈜윤디자인연구소�디자인팀(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타이포디자인연구소�디자인팀� (서울한강�장체,�서울남산�장체)

사용�안내 ·�누구나�무료로�다운로드�받아�자유롭게�사용가능

·�단,�서울서체를�유료로�양도하거나�판매하는�등�상업적�행위는�금지

·�서울서체�사용�Tip

� -TTF� :� Windows98,�Windows� XP,�Windows� Vista에�지원

� -OTF� :�Machintosh� OS� X(버전� 10.4x이상�사용가능)

·� 서울서체는� 강직한� 선비정신과� 단아한� 여백을� 담고� 있으며� 조형적으로는� 한옥의� 열림과� 기와의�

곡선미를� 표현함.� 또한� 이름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자산인� ‘한강’과� ‘남산’을� 응용한� 서울서체는�

우리민족의�고유의�아름다운�언어인�한글의�문화적�자긍심을�더욱�높일�것임

·�지원문자-한글,�영문,�숫자,�특수기호,�한자

·� 사용용도-문서작성,� 홈페이지�제작,� 인쇄물,� CI/BI,� �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앱),� 서버,� E-Book,�

E-learning,� 영상,� 게임,� 옥외간판용,� 임베이딩,� 상업용� 등에� 별도계약(허가)없이� 자유롭게� 무료

이용�가능

·�다운로드� -� http://www.seoul.go.kr/v2012/seoul/symbol/font.html�

■ 서울서체의�특징

2.�서울서체�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서울한강�장체,�서울남산�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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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서울한강체�L� |�글자�크기-11]

�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서울한강체�M� |�글자�크기-11]

� � 2-1.�서울한강체



13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서울남산체 L | 글자 크기-11]

�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서울남산체�M� |�글자�크기-11]

�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서울남산체�B� |�글자�크기-11]

� � 2-2.�서울남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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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서울남산체�EB� |�글자�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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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서울한강 장체 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서울한강 장체 M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서울한강 장체 B | 글자 크기-11]

  2-3. 서울한강 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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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서울한강 장체 E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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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서울남산 장체 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서울남산 장체 M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서울남산 장체 B | 글자 크기-11]  

� � 2-4.�서울남산�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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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서울남산 장체 E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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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 한글과 컴퓨터

개발사 한글과 컴퓨터

사용 안내 · 개인 및 기업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출판물과 저작물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저작권 보호 문화를 위해 글꼴의 사용시 글꼴 출처를 표기하는 것을 권장

· 사용자들은 ‘함초롬체’를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으나, 상업적인 목적의 배포 및 수정 불가능

· 다운로드 

  http://www.hancom.co.kr/downLoad.downView.do?targetRow=1&seqno=3136&mcd_save=005

* 함초롬체에 대해서는 무료폰트에 대한 내용확인을 홈페이지(www.hancom.co.kr) 안내글로 인정하겠다
고 한글과컴퓨터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3-1. 함초롬 돋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함초롬 돋움 | 글자 크기-11]

3-2. 함초롬 바탕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함초롬 바탕 | 글자 크기-11]

3. 함초롬체 | 함초롬 돋움, 함초롬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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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유 문화체육관광부

개발사 대한인쇄문화협회

위탁개발사 바른바탕체�-�㈜산돌커뮤니케이션

바른돋움체�-�㈜윤디자인연구소

사용�안내 ·�개인용,�상업용으로�무료�사용�가능

� �단,�사용시�반드시�대한인쇄문화협회의�사용허락이�필요함� (대한인쇄문화협회� 02-335-5881)

·�지원문자� :�한글,�영문,�숫자,�특수기호

·�개발목적� :�인쇄�출판업계의�서체�저작권료�부담경감과�서체�디자인의�다양화로�인쇄물의�품

� �질향상�및�인쇄문화산업의�경쟁력�제고에�기여

·�다운로드� :�대한인쇄문화협회� (http://www.print.or.kr)

·�사용용도� :�문서작성,�홈페이지�제작,�인쇄물,� CI/BI.�디바이스,�어플리케이션(앱),�서버,� �

� � E-book,� E-learning,�영상,�게임,�옥외간판용,�임베이딩,�상업용�등에�무료이용�가능

4-1.�바른바탕체(2009)

�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_-+

� � [바른바탕1� L� |�글자�크기-11]

�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바른바탕2�M� |�글자�크기-11]

4.�바른체� |�바른바탕체(2009),�바른돋움체(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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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_-+

� � [바른바탕3� B� |�글자�크기-11]

■ 바른바탕체(2009)의�특징

1)�엘리먼트와�획을�단순화하여�현대적이고�세련된�이미지를�표현함�

2)�직선과�곡선이�잘�어울리도록�하여�한국�고유의�선을�살림

3)�글줄선을�정렬하여�읽을�때에�안정감을�줌

4)�속공간을�크게�하여�시원하고�또렷한�조형미를�갖춤

5)�정확한�획의�구조�표현으로�일관되고�바른�형태의�한글�자모가�되도록�함.

6)�획과�부딪치는�장식적인�돌기와�붓감을�제거하여�세련되고�뭉치는�현상을�없애�가독성을�높임

7)�획의�두께를�고르게�하여�비율을�안정감�있는�판면이�형성되도록�함

8)�구문기호�및�특수�약물과�한글의�조판에�있어�정확히�구현될�수�있도록�설계함

9)�훈민정음의�창제원칙,�초성과�종성의�일치.�가독성과�인쇄효과를�위하여� ‘ㅈ’과� ‘ㅊ’을�갈라서�씀

10)�가독성,�인쇄효과,�선명성을�높이기�위하여�초성이�아닌� ‘ㅇ’의�상투를�생략함

11)�인쇄출판�영역�뿐�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활용하도록�디자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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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바른돋움� 1� |�글자�크기-11]

�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바른돋움� 2� |�글자�크기-11]

�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abcdefghijklmnopqrstuvwxyz

� � 0123456789� !@#$%^&*()?/<>,.:;"'{}[]~`|\_-+

� � [바른돋움� 3� |�글자�크기-11]

� � 4-2.�바른돋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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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돋움체(2010)�한글의�특징

� [한글의�디자인적�특징]

� � 1)� 제목용에�적합한�굵기�단계�설정

� � 2)�글자꼴에�따라�적정�글자�폭을�갖도록�디자인

� � 3)�상징성과�기능성을�고려한�돌기�표현

� � 4)�조형성을�고려한�균형�잡힌�공간�활용

� � 5)�글줄�흐름을�좋게�하는�무게중심

� � 6)�바른바탕체와�일관된�형태적�구조

� [제목용에�적합한�굵기단계]

� �기존의� 세고딕,� 중고딕,� 태고딕,� 견고딕으로� 구성되던� 굵기� 단계를� 바른돋움체1(가는체),� 바른돋움체2(중간

체),�바른돋움체3(굵은체)의� 3단계로�구성

� [꼴에�따라�달리�적용된�글자폭]�

� � 글자마다�여백을�최적화하여�문장을�이루었을�때�안정적인�조판이�되도록�함

� �조판시�별도의�자간�조정없이�문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용자의�편의를�높임

� �획이�많고�적음에�따라�글자폭을�달리하여�안정된�형태를�이루도록�함

� [돌기의�표현]

� �세로획의� 시작에� 돌기를� 달아주어� 획� 끝이� 가늘어보이는� 현상을� 해결하고,� 글자에� 힘을� 실어주어� 착시� 현상울� � �

� � 보완.�종성의�경우� ‘ㅁ,ㅂ’ 밑�부분에�돌기를�달아주어�안정감을�꾀함

� [형태적�차별화]�

� � ‘ㅅ’,� ‘ㅈ’,� ‘ㅊ’을� 곁갈래로� 처리하여� 전통성을� 유지하고� 기존서체와는� 형태적� 차별화를� 주고,� 바른바탕체와는�

일관성을�유지

� [균형잡힌�공간활용]�

� � 00� 낱글자가�갖는�균형감과�공간감을�우선으로�하여�디자인함

� �세로모임꼴�민글자에서�중성� ‘ㅗ,ㅛ’를�만났을�때�초성과�중성의�사이를�떨어뜨려�공간을�확보함

� �함.�가로모임꼴�글자에서�중성� ‘ㅓ,ㅕ’를�만났을�때�초성과�중성의�사이를�떨어뜨려�공간을�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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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줄�길이]�

� � 글자마다�여백을�최적화하여�문장을�이루었을�때�안정적인�조판이�되도록�함

� �조판시�별도의�자간�조정없이�문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용자의�편의를�높임

� �획이�많고�적음에�따라�글자폭을�달리하여�안정된�형태를�이루도록�함

� [글줄의�무게중심]� -�글자의�상하�중심을�약간�상단에�두어�가독성을�좋게�함

� [일관된�형태적�구조]�

� �이미�개발된�바른�바탕체가�가지고�있는�형태적�특징을�유지하여�조형적�통일감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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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돋움체(2010)�영문�및�숫자의�특징

� [영문�및�숫자디자인]

� � 1)� 한글이�갖는�크기감과�디자인�스타일을�고려한�디자인

� � 2)�전통적�아름다움과�현대적�모던함을�두루�갖춘�디자인

� � 3)�글자�사이가�고른�여백을�가지도록�커닝�적용

� � 4)�한글의�느낌과�어우러질�수�있도록�굵기�변화를�최소화

� � 5)�형태적�안정감을�갖는�자연스러운�라운드�형태�

� � 6)� 빈도가�높은�숫자의�글자�폭은�반각(W:� 500)으로�설정

� [한글과�조화된�모던한�디자인]� �

� � 한글이�가지는�무게중심과�영문의�베이스라인을�최적의�상태로�조정하여�안정적인�조판이�될�수�있도록�함

� �올드한�이미지를�버리고�현대적�모던함을�담아�별도의�서체�선택�없이�영문을�적용하도록�함

� [커닝적용을�통한�고른�자간]�

� � 영문이�갖는�형태적�특징으로�인해�특정�글자에서�벌어져�보이는�문제를�커닝을�적용하여�최적화�

� [굵기�변화의�최소화]�

� � 한글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굵기�단계를�최적화하여�고른�회색도를�가지도록�함�

� � 1:� 0.9의�비율로�안정된�굵기를�가지도록�함

� [공간을�크게�하는�라운드�형태]�

� � 속�공간을�크게�하여�단단한�형태를�만들었으며,�글자의�시작과�끝�부분의�처리를�사선으로�처리하여�세련된�모� �

� � 던함과�넓은�공간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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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디자인]

� �한글과�영문만큼이나�사용빈도가�높은�숫자의�글자�폭을�동일한�폭인�반각(w:500)으로�설정하여�문자�조판�시�

틀어짐이�없도록�함

� [특수문자�디자인]� �

� � 사용빈도가�높은�사칙연산�기호는�동일한�크기를�갖도록�디자인

� � KS심볼에서�사용빈도가�높은�심볼� (� )� :� ;� [� ]� {� }� <� >�등은�반각으로�설정

� �주로�사용하는�특수문자의�경우�고정�폭을�유지하여�조판�시�틀어짐이�없도록�함

� �한글과�섞어�사용�시�고른�굵기를�갖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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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 ㈜윤디자인연구소

개발사 ㈜윤디자인연구소

사용 안내 ·개인용, 상업용 무료사용 가능

·폰트를 개작, 수정, 변형하지 않는 선에서는 용도제한 없음

·지원문자 : 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

·사용용도 : 문서작성, 홈페이지 제작, 인쇄물, CI/BI,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앱), 서버,

  E-book, E-learning, 영상, 게임, 옥외간판용, 임베이딩, 상업용 등에 별도계약(허가)없이 

자유롭게 무료 이용 가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한글상상체 | 글자 크기-12]

5. 한글상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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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개발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사용 안내 · 개인용, 상업용으로 무료 사용 가능

· 한글, 한자 지원(영문, 특수문자, 숫자 미지원)
· 다운로드 : http://www.sejongkorea.org/sub/sub05_03.php
· 사용 용도 : 문서 작성, 홈페이지 제작, 인쇄물, CI/BI,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앱), 서
버, E-Book, E-learning, 영상, 게임, 옥외간판용, 임베이딩, 상업용 등에 별도 계약

(허가)없이 자유롭게 무료이용 가능. 다만, 폰트파일을 사고파는 행위는 위법

6-1. 문체부(문화체육부, 현 문화체육관광부) 바탕체

활자꼴의 한 가지로 붓의 필력이 다듬어 진 한글꼴의 대표적인 활자체 이름이다. 본래 ‘명조체’라 부르던 것

을 문화체육부에서 순화된 용어인 ‘바탕체’로 권장하고 있다. 본디 중국 명나라 때의 서풍(書風)을 따른 활자

체인데, 내리긋는 획은 굵고 건너긋는 획은 가늘어 균형이 잡혀서 읽기 쉬우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글자

의 가로선은 수평으로 가늘게 나타내되 끝 부분을 삼각 모양으로 나타내고, 세로선은 시작 부분을 조금 굽히

고 일정한 굵기로 아주 굵게 나타냈으며, 좌향 사향선은 점점 가늘게 우향 사향선은 점점 굵어지게 나타냈

다. 특히 문체부 글꼴의 전체적인 특징의 하나는 ‘ㅈ, ㅊ’의 원형 바로잡기이다. 즉 가로선과 시옷의 만나는 

점이 필기체처럼 오른쪽 끝이 아니라 가로선 중앙 부분에서 만나게 함으로써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문체부 바탕체 | 글자 크기-11]

6. 문화체육부 개발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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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활자꼴 가운데 하나로서 돋보임의 효과가 큰 성격을 지녔고,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20
년대 초인데, 1991년 문화체육부에서는 ‘한글 고딕체’를  우리말로 표현한 ‘돋움체’로 지정하였다. 고딕

체는 1960년대 사진 식자 판짜기 네모틀에 맞춰 만들어 진 활자꼴로 줄기의 부리가 미세하게 있으나 

대개 가로줄기와 세로줄기의 굵기가 거의 같으면 수직, 수평으로 이루어진다. 각종 표지판, 신문, 서적 

등의 돋보임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문체부 돋움체도 옛 고딕체의 특징을 그대로 따랐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문체부 돋움체 | 글자 크기-11]

6-3. 문체부 궁체 정자체

조선 중기 이후 한글을 직접 붓으로 써서 실용화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궁중에서도 소설 베끼기, 편지 

글 쓰기, 교서 쓰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이 글씨들을 궁중의 상궁들이 맡아서 전문적으로 쓰면

서 아름다운 정자체, 흘림체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이 글씨가 궁중에서 이루어 졌다고 하여 

궁중서체(宮中書體) 또는 궁체(宮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름다운 궁체 원전으로는 장서각(현재 

정신문화연구원), 규장각(현재 서울 대학교) 등에 소장된 소설 필사본들이 많이 있다. 궁서체(宮書體)
라고 하는 글씨체는 본래 궁체를 뜻하는 것인데 1995년 컴퓨터용 글자인 한글 글꼴이 개발되면서 본

래의 궁체 글꼴을 본떠 제작하여 붙인 명칭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문체부 궁체 정자체 | 글자 크기-11]

  6-2. 문체부 돋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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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궁체 정자체의 가로선과 세로선을 일정하게 흘림으로 쓴 느낌이 나도록 제작한 글씨체라고 하

여 붙인 이름이다. 붓글씨의 이어 쓰는 흘림이 돋보이게 하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문체부 궁체 흘림체 | 글자 크기-11]

6-5. 문체부 쓰기 흘림체

문체부 쓰기 정자체를 조금 더 흘려서 쓴 글자체로서, 이 글자체는 서예가 정주상(鄭周相)님이 

직접 쓴 글자를 원도로 삼아 제작하였다. 쓰기 흘림체는 경필(輕筆)에 가까운 글자체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문체부 쓰기 흘림체 | 글자 크기-11]

6-6. 문체부 제목 돋움체

문체부 돋움체의 가로선과 세로선을 일정한 굵기로 굵게 제작하여 제목용으로 쓰기 좋게 개발한 글자체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문체부 제목 돋움체 | 글자 크기-11]

  6-4. 문체부 궁체 흘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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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체란 필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지면에 한 번에 글자를 쓰는 1회성 필사체(筆寫體)라고 할 수 

있는데, 붓으로 쓰는 서예체를 제외한 만년필, 펜, 볼펜, 사인펜 등 가느다란 선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글자체인데, 1994년 디지털용 글씨를 개발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이 글자체는 서예

가로 유명한 정주상(鄭周相)님이 직접 쓴 글자를 원도로 삼아 제작하였다. 쓰기 정자체는 중필

(重筆)에 가까운 글자체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문체부 쓰기 정체 | 글자 크기-11]

6-8. 문체부 제목 바탕체

문체부 바탕체의 가로선과 세로선을 일정한 굵기로 굵게 제작하여 제목용으로 쓰기 좋게 개발한 글자체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문체부 제목 바탕체 | 글자 크기-11]

6-9. 문체부 훈민정음체

훈민정음체란 세종대왕이 처음 한글을 창제하면서 반포한 책 <훈민정음(訓民正音)>에 나타난 한글 글

자체를 말한다. 이 책에서 세상에 나온 첫 우리 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책을 <훈민정음 원본>, 
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책의 서문은 세종이 직접 쓴 글이며 본문에서는 닿소

리와 홀소리의 제자 원리를 밝히고 있다. 그 뒤 수양대군이 이 책을 풀어서 <월인석보> 맨 앞에 붙여 

간행한 것이 <훈민정음 언해본>인데 글자체는 매우 다르다. 1990년 초 서울대학교에서 문체부의 지원

을 받아 훈민정음체를 디지털 글자체로 개발하여 문체부 훈민정음체라 부른 것이다. 부분적으로 조금 

변형되었지만 대체로 원형을 복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문체부 훈민정음체 | 글자 크기-11]

  6-7. 문체부 쓰기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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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 ㈜조선일보사

개발사 ㈜조선일보사

사용 안내 · 개인, 기업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

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자 이외의 사용자가 수정해서 판매할 수 없으며, 배포된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함

· 지원문자(총 26,195자): 한글(11,172자), 한자(10,341자), 심벌(4,682자)

· 다운로드 :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09604

· 폰트 사용용도 : 문서작성, 홈페이지 제작, 인쇄물, CI/BI,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앱), 서버, 

E-book, E-learning, 영상, 게임, 옥외간판용, 임베이딩, 상업용 등에 별도계약(허가)없이 자

유롭게 무료로 이용 가능

조선일보 명조체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서체를 자체 제작하고 있는 신문사로서, 2007년 3월 고품질의 서체를 보급하기 위해 일반

에 공개하였다. 조선일보명조체는 제한된 지면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가로 9.1 : 세로10 비례의 장체로 

제작된 최초의 서체로서 초성과 종성의 크기를 키워 공간을 가득 채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했으며, 한자

와 로마자 심벌들이 한글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한자서체는 조선일보가 2003년부터 추

진하고 있는 한자서체 통일화작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서체로 자원에 충실한 표준서체, 획수와 조형이 정확한 서

체, 활자체와 필기체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여에 걸쳐 제작된 서체이다. 조선일보명조

체는 1999년 3월 개발 이후 현재도 계속 수정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 한글자소 모음

             

■ 한자서체 비교

바탕체 

조선일보명조체 

  婚益視紙萬退饑

  婚益視紙萬退饑

7. 조선일보 명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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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조선일보 명조체 | 글자 크기-11]

 ■ 조선일보명조체 (총 글자수 : 총 26,195자)

   한글 : 총 11,172자 / 한자 : 총 10,341자 /  심벌 : 총 4,68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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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인회의

개발사 릭스코

사용 안내 · 사용을 허락 받은 출판사, 전자출판 기업 및 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명시된 

약관에 따라 무료로 제공 (출판의 목적이 아니어도 무료 제공)

· 저작권자의 사전승인 없이 수정, 변형, 임대, 재판매를 할 수 없음

· KoPub 서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본 서체로 제작한 인쇄물, 광고물(온라인 포함), 전자책 일부

의 이미지를 본 서체 홍보를 위해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폰트정보 및 시스템 사양

 1) Windows 

  - 사용가능OS : Windows98, 2000, NT, XP, 2003, 비스타(Vista), Win7

  - 컴퓨터 기종 : Pentium 3급 이상의 IBM 호환기종

  - 지원문자 : 유니코드/영문94자, KS심볼, 한글 11172자, 한자 4888자

  - 설치환경 : HDD 최소 80KB 이상

 2) Mac

  - 사용가능OS : 한글시스템 OS X 10.3이상 

                (OS X 10.2 이하 또는 Classic 환경은 지원안함)

  - 컴퓨터 기종 : Power Macintosh G3, G4, G5 또는 Intel Core (OSX 10.5 Leopard 지원)

  - 지원문자 : 유니코드/영문94자, KS심볼, Mac 확장심볼, 한글 11172자, 한자 4888자

  - 설치환경 : HDD 최소 80KB 이상 

· 다운로드 : http://www.kopus.org/bus/b81.asp

· 사용용도 : 문서작성, 홈페이지 제작, 인쇄물, CI/BI,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앱), 서버, 

  E-Book, E-learning, 영상, 게임, 옥외간판용, 임베이딩, 상업용 등에 별도계약(허가) 없이 자유

롭게 무료로 이용 가능

8. KoPub체 | KoPub돋움체, KoPub바탕체



35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KoPub 돋움체 Light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KoPub 돋움체 Medium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KoPub 돋움체 Bold | 글자 크기-11]

 8-1. KoPub 돋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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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KoPub 바탕체 Light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KoPub 바탕체 Medium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KoPub 바탕체 Bold | 글자 크기-11]

 8-2. KoPub 바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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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자의 특징

     완성도 높은 비례와 균형을 바탕으로 고딕의 미세한 곡선처리와 명조의 완성도 높은 획 처리는 최고의 가독성을  

  제공함

  ■ 글자의 화면표현

     ebook과 스마트기기의 디스플레이 특성을 고려하여 가독성 테스트를 통해 제작됨

  ■ 글자의 장평과 자간

     편집자의 의견과 테스트를 통한 검증으로 최적의 장평과 자간으로 제작됨

  ■ 글자의 두께

     두께를 세분화하여 화면과 인쇄 상에서 테스트하였으며, 테스트 결과를 통해 최적의 두께로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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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무료 영문폰트 사이트

무료영문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단, 아래 소개된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폰트는 사용용도 조건이 모두 다르니(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폰트들도 포

함되어 있음) 다운받기 전, 개별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Dafont (http://www.dafont.com) 

  ■ Fawnt (http://www.fawnt.com)

      

  ■ FontFreak (http://www.fontfreak.com/)

      

  ■ Fontfabric (http://fontfabric.com/) 

      

  ■ Fontspace (http://www.fontfabric.com/)

  ■ Abstract fonts (http://www.abstractfonts.com/)



04. 유료폰트 [더폰트그룹]

무료폰트와 달리 유료폰트는 정품 구매과정 없이 사용할 경우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써,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협회(KODFA)와 협약을 체결하여 회원사에 한해 다양한 

특별혜택(사용 용도 및 가격)을 제공하는 <더폰트그룹>의 유료폰트를 소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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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폰트그룹 소개

“아름다운 한글의 개발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폰트회사

더폰트그룹은

“우리생활 속에 늘 가까이 있는” 한글을 끊임없이 연구해 항상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 합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하여 금융, 유통, 식품, B2B, 학교 및 종교단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용서체를 개발

하였으며 디지털폰트 개발 및 글꼴디자인 분야의 100여종이 넘는 다양한 폰트를 제작해온 전문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더폰트그룹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양새가 아닌 폰트 안에 의미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마음을 충족시

켜주고자 합니다.

디지털화되어 가는 서체시장에서 각각의 개성을 살리고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참신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창출해내

겠다는 도전정신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KODFA 회원사를 위한 「더폰트그룹 유료폰트 구매혜택」

   더폰트그룹 [2013 전종폰트 패키지] (2013.8월까지 개발제품포함)

   KODFA 회원사 할인가 (VAT포함가) 

   정상가 : 770,000원 → KODFA 회원사 구매시 (약 35%할인) 500,000원

  1) KODFA 회원사에 더폰트그룹의 폰트 전종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

  2) 디자인기업의 요구에 맞춘 합리적인 확장 라이센스 제공

  3) 기한 없이 영구적인 사용 가능

■ 구매 문의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KODFA) 사무국 02-3445-2313

더폰트그룹㈜ 02-2291-5552 / font@thefontgro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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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사용범위
SHOP
구매로 

사용가능

본사와 
별도계약 

필요

기본

인쇄/출판용

도서,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브로슈어, 

카탈로그, 팜플렛, DM, 매뉴얼, 전단지, 포스터, 

캘린더 등

●

문서작성 일반문서 작성 ●

홈페이지 제작용
웹페이지 디자인, 웹페이지 광고배너, 이메일, 뉴스

레터 등
●

확장

CI/BI 및 타이틀제작용
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슬로건, 캐치프

레이즈
●

영상자막용

방송 프로그램 및 뮤직비디오, DVD, 동영상 자막, 

TV-CF, 온라인 영상광고, 영화, 영화예고편, 오프닝/

엔딩 크레딧 자막 등

●

옥외간판용 일반상호, 체인점, 건물 내·외부 간판 등 ●

전광판 및 

ATM기기 등
카드 발급기, 전광판, ATM기기 등 ●

직접활용상품 스탬프, T셔츠, 한글자소제작, 생활용품 제작 등 ●

협회에

별도

문의

(확장X)

E-Book
온라인/모바일 상의 E-Book 컨텐츠

(Epub, PDF, JPG 등)
●

E-Learning E-learning 컨텐츠, 동영상강좌, 플래쉬 강좌 등 ●

어플리케이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어플리케이션 GUI디자인 ●

게임 게임 내 채팅 및 UI 디자인 ●

임베이딩 PDF, SWF 파일 등에 폰트 파일 임베이딩 ●

서버용 서버 탑재 후 기업 내 전사적 사용 및 웹서비스 ●

 ■ KODFA 회원사를 위한 「더폰트그룹 확장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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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획에 미세한 세리프 적용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영상매체의 사용 시, 직각획을 사용했을 시에 뭉치는 부

분을 완화하였다. 한글과 영문의 약물의 어울림이 자연스럽고 형태적 미려함을 가진 폰트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고딕 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고딕 R | 글자 크기-11]

1. [유료폰트] THE명품고딕
    미세한 세리프를 가미한 세련되고 감각적인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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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고딕 M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고딕 B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고딕 E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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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획에 미세한 세리프 적용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영상매체의 사용 시, 직각획을 사용했을 시에 뭉치

는 부분을 완화하였다. 한글과 영문의 약물의 어울림이 자연스럽고 형태적 미려함을 가진 폰트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명조 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명조 R | 글자 크기-11]

2. [유료폰트] THE명품명조
    각진 형태의 세리프를 접목시킨 현대적인 명조류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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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명조 M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명조 B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명조 EB | 글자 크기-11]



46

■ 특징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명조2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명조2R | 글자 크기-11]

3. [유료폰트] THE명품명조2
    최적의 자간 설정과 밸런스 조정을 통하여 제작된 명조류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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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명조2M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명조2B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명품명조2E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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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고딕은 평범하고 재미없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서체 타입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많

이 사용되고 적용되는 서체 타입인 것이다. 어디에 적용을 해도 어울릴 수 있는 타입이다. 재미없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형태에서 오는 느낌이지만, 이보다 정확하고 깔끔한 서체 타입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답답한 느낌이 드

는 것은 고전적 타입에서 오는 감성이며, 고정관념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딕도 얼마든지 재미있

는 서체가 될 수 있으며, 현대적인 감성이 묻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편적으로 적용 대상의 제한 없

이 사용 가능한 서체 타입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한 정고딕이다. ‘정’이란 바르다. 

곧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획이 가지는 느낌도 있지만, 그보다 한 발짝 나아가 서체의 특징이자 현대

적 느낌을 가미하고자 ‘ㅇ’꼴의 형태도 바르게 제작되었다. 최대한 정원의 느낌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그 점으로 

인하여 답답함의 해소와 더불어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다. 상단 글줄 맞춤 방식을 채택하여 가독성에 유리하

도록 제작하였으며, 편집적 요소로 활용이 많은 기호들도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제작된 서체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정고딕 110 | 글자 크기-11]

4. [유료폰트] THE정고딕
    현대적 느낌의 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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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정고딕 120 | 글자 크기-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정고딕 13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정고딕 140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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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정고딕 15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정고딕 16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정고딕 170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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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도담 R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도담 M | 글자 크기-11]

5. [유료폰트] THE도담
    명조류와 고딕류 글꼴의 특징을 서로 접목시켜 제작한 감각적인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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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도담 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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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블랙잭 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블랙잭 M | 글자 크기-11]

6. [유료폰트] THE블랙잭

    획의 방향성과 글의 흐름이 느껴지도록 제작한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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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블랙잭 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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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에피소드 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에피소드 M | 글자 크기-11]

7. [유료폰트] THE에피소드
    아기자기 귀여운 느낌의 손글씨를 디지털화한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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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에피소드 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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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푸딩 B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푸딩 P | 글자 크기-11]

8. [유료폰트] THE푸딩

    푸딩처럼 통통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미하여 제작한 글꼴



58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HE푸딩 W | 글자 크기-11]



05. 유료폰트 [타이포디자인연구소]

무료폰트와 달리 유료폰트는 정품 구매과정 없이 사용할 경우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써,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협회(KODFA)와 협약을 체결하여 회원사에 한해 다양한 

특별혜택(사용 용도 및 가격)을 제공하는 <타이포디자인연구소>의 유료폰트를 

소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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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정가  협회 할인가(VAT포함)

TypoDesign Font No.1 

(54종)

Win 495,000원 320,000원 (35%할인)

Mac 685,000원 450,000원 (35%할인)

TypoDesign Font No.2 

(110종)

Win 790,000원 510,000원 (35%할인)

Mac 1,200,000원 780,000원 (35%할인)

■ 타이포디자인연구소 소개

타이포디자인연구소는 폰트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인쇄용폰트, 모바일폰트, 웹폰트, 전용폰트 등 20년 이상 풍부

한 글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지향적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쓰기 적합한 최상의 폰트를 개발합니다. 감각적 

디자인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폰트를 개발하는 국내 최고의 디자인 노하우를 지닌 기업으로서, 국내 유수의 관련 

업계에서 선택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폰트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타이포디자인연구소는 한글의 원리를 연구하

고 실천함으로써 시각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기여하고, 한글디자인이 세계에 우뚝 서는 날까지 창의적인 열정을 가

지고 노력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포디자인연구소는 과학적인 설정, 철저한 자형학적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노하우의 감각적인 디자인

과 힌팅, 포맷 변환 등의 기술 지원을 통하여 고객 지향적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최고 품질의 폰

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KODFA 회원사를 위한 「타이포디자인연구소 유료폰트 구매혜택」

   * 타이포디자인연구소 폰트

   1) KODFA 회원사에 타이포디자인연구소의 폰트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

   2) 디자인기업의 요구에 맞춘 합리적인 확장 라이센스 제공

   3) 기한 없이 영구적인 사용 가능

■ 구매문의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KODFA) 사무국 02-3445-2313

㈜타이포디자인연구소 02-3443-5007 (문의 E-mail : tech@typodes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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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사용범위
SHOP
구매로 

사용가능

본사와 
별도계약 

필요

기본

인쇄

브로슈어, 카탈로그, DM, 전단지, 포스터, 패키지, 
캘린더 등 인쇄물

●

현수막, 티셔츠, 판넬 등 제작물 ●

도서,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신문 등 출판물 ●

신문광고, 잡지광고, 차량광고 등 광고물 ●

문서공유 및 인쇄를 위한 PDF파일 제작 ●

웹사이트 웹페이지, 광고배너, 메일, 웹툰, E-카탈로그 ●

영상 개인 UCC 및 홍보물 ●

확장

CI/BI 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

영상
방송 및 영상물 자막 ●

영화(예고편 포함), 오프닝, 엔딩 크레딧 자막 ●

옥외광고
일반상호, 체인점, 호텔, 건물 내부 간판(TAG), 건물외부 표지
판

●

협회에

별도

문의

(확장X)

웹사이트 웹서버용 폰트 ●

디바이스

모바일, MP3, PMP, 네비게이션, 셋탑박스, 게임기 등 디바이
스 내 탑재

●

어플릿케이션 GUI디자인 ●

전광판 및 안내시스템, ATM기기 등 ●

서버
서버 탑재 후 웹서비스 및 프로그램 내 서비스
(게임 등)

●

E-Book

E-Book 기기 내 UI 제작, 폰트 탑재 ●

도서 및 잡지 등을 E-Book 콘텐츠(ePubm PDF)로 변환 컨
텐츠 적용

●

영상
TV-CF 및 온라인 영상광고 ●

온라인 동영상 강좌, 플래시강좌, E-Learning 컨텐츠 제작 
등 

●

임베이딩 폰트파일 임베이딩 서비스 ●

기타

직접 판매 목적의 이미지 제작( 2차 제작결과물) : 스킨, 메뉴
바, 플래시 등 서체를 활용한 2차 제작 결과물

●

스탬프 등 서체 디자인이 직접 활용된 상품 제작 : 스탬프, 
열쇠고리, 한글자소제작, 머그잔, 문신, 번호인자기 제품, 
스텐실 제품, 각종 스티커, 기타 생활용품 등 서체디자인이 직
접 활용된 상품제작

●

 ■ KODFA 회원사를 위한 「타이포디자인연구소 확장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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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붓으로 동글동글하게 쓴 원도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달 언저리에 핀 달무리와 망울망울 피어난 꽃

송이의 이미지를 갖는 서정적이면서도 귀여운 느낌의 캘리체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달꽃 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달꽃 M | 글자 크기-11]

1. [유료폰트] TD씨_달꽃
    획과 자소간의 형태적 재미와 귀여움이 있는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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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달꽃 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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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깊은 밤 푸른 별빛을 받으며 찾아온 왕자님을 떠오르게 하는 스토리의 서체이다. 별의 꼬리처럼 흐르는 듯한 글줄

의 흐름이 특징적이며, 획을 구성하는 선들이 만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굴린 것이 특징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돈키왕자 L | 글자 크기-13]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돈키왕자 M | 글자 크기-13]

2. [유료폰트] TD씨_돈키왕자
    아련하고 서정적 감성을 불러 일으키는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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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돈키왕자 B | 글자 크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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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명조는 장식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정보전달에 최적화되어 있기에 딱딱해 보인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발

레리나는 명조체의 상투와 돌기 등 장식적인 요소를 자유로운 구조에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발레리나 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발레리나 M | 글자 크기-11]

3. [유료폰트] TD씨_발레리나
    여성스러우면서도 발랄한 느낌의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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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발레리나 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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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뽀로로를 접하는 연령층에 맞춰 탄력적인 곡선으로 정돈하여 딱딱하지 않고 친근감이 느껴지게 제작되

었으며, 풍선으로 글꼴을 만든 듯한 순수한 동심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뽀로로 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뽀로로 M | 글자 크기-11]

4. [유료폰트] TD씨_뽀로로
    뽀로로의 성격이 들어나는 장난스러운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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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뽀로로 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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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영문, 숫자의 곡선 맺음 부분을 수직으로 잘라주어 탄력적이며 글자의 자폭을 기존 고딕체의 W: 1000에 비해 

W: 908인 장체의 형태로 설정하여 별도의 자간조정이 필요 없도록 하였다. 씨고딕체는 영문과 숫자, 한자가 한

글과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제작되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고딕 11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고딕 120 | 글자 크기-11]

5. [유료폰트] TD씨_씨고딕
    별도의 자간조정이 필요 없는 유려한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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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고딕 13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고딕 14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고딕 150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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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고딕 16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고딕 17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고딕 180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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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세리프를 한국의 전통 버선코의 모양처럼 정확한 작도에 의해 아름답고 탄력적인 곡선으로 정돈하였다. 비녀의 

모양처럼 아름다운 곡선으로 작도하여 너무 각지지 않고 적당한 긴장감이 유지된 탄력적인 맺음 형태를 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명조 11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명조 120 | 글자 크기-11]

6. [유료폰트] TD씨_씨명조
    세리프가 아름답고 맺음이 탄력적인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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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명조 13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명조 14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명조 150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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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명조 16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명조 170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씨명조 180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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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획에 미세한 세리프 적용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영상매체의 사용 시, 직각획을 사용했을 시에 

뭉치는 부분을 완화하였다. 한글과 영문의 약물의 어울림이 자연스럽고 형태적 미려함을 가진 폰트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정조체 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정조체 M | 글자 크기-11]

7. [유료폰트] TD씨_정조체
    오륜행실도를 모티브로 한 균형감과 통일감이 뛰어난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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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정조체 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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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크레파스로 글자를 썼을 때 느껴지는 질감이 자연스럽게 폰트에 구현되도록 하고 구조적 정돈하여, 자칫 텍스

쳐로 인해 산만해 질수 있는 느낌을 배제하고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크레파스 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크레파스 M | 글자 크기-11]

8. [유료폰트] TD씨_크레파스
    손으로 쓴 듯 부드럽고 정감 있는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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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크레파스 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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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탈네모꼴의 형태로 종성에 획이 많은 자소가 오는 경우 아래로 길게 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게중심선이 중상단

으로 글이 편하게 읽힘과 동시에 힘 있는 글꼴의 이미지에 힘을 실어 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파피루스 L | 글자 크기-13]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파피루스 M | 글자 크기-13]

9. [유료폰트] TD씨_파피루스
    우사체로 강한 힘이 느껴지는 캘리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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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파피루스 B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파피루스 EB | 글자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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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시선의 이동을 고려하고 거슬리는 것이 없는 조형적 디자인으로 명쾌하게 읽히는 서체이다. 획이 꺾이

는 부분에 편하게 읽히는 적정한 굴림을 주어 심미적인 안정감을 높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팩토리 L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팩토리 M | 글자 크기-11]

10. [유료폰트] TD씨_팩토리

    제목과 본문 어디에도 명쾌하게 읽히는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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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팩토리 B | 글자 크기-1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_-+

  [TD씨_팩토리 EB | 글자 크기-11]



05.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

폰트파일의 저작권 및 폰트 이용에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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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도안 폰트 파일

VS

저작물성 부정(보호대상 아님)

글자의 모양(글자체)으로 알려진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저작물성 긍정(보호대상임)

fonts(c:\windows/fonts)폴더에 “OOO.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임

1.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 (저작권법 보호대상 여부)

2. 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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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폰트 파일 관련 상담사례 (Q&A)

 1)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A프로그램”과 “B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구매하였다. A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된 폰트파일을 B프로그램

에서 이용하고자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에서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A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적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폰트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

작권자의 복제권 등의 침해행위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사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품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적으로 복제되어 설치되는 폰트 파일을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는 내용을 프로그램 설치 시 동의하는 형태의 약관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설치된 

A프로그램의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약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관 :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약관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되며(대법원 

선고 84다카 122판결 참조)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

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약관이 공정한 것인지, 사업자가 약관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에 

충실했는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항들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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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폰트 파일의 입수가 가능하다. 권리자 표시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임

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경

우, 해당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자 표시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용허락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므로 권리자 표시 등이 없다고 하여 해당 폰트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폰트 파일에는 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저작권자가 있으므로 적법한 구매 등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

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외주 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A가 웹 디자이너 B에게 의뢰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B는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에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B의 폰

트 파일 무단사용을 몰랐던 A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가? 또 홈페이지 이미지를 삭제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 제작은 위탁,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

을 만들며, 외주 제작의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 디자이너 B가 특정 글자체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웹디자이너 B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자인 A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만든 이미지 그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도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로고, 콘텐츠 등)에 대하여 폰트 파일의 저작권이 미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

으로, 폰트 파일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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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B인쇄소가 A업체로부터 현수막 인쇄 의뢰를 받아 출력을 했는데,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유는 현수막

에 이용된 A업체의 CI가 자신의 글자체로 만들어졌으며, A업체에게는 허락을 했으나 B에는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무법인의 주장이 타당한가?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폰트 파일의 이용방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A업체가 디자인한 CI(Corporate Identity)의 이미지를 받아 현수막으로 출력한 경우 B인쇄소는 해당 폰트 파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B인쇄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B인쇄소가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하거나 불법복제 등의 방

법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인쇄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폰트 파일 이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결과물 확인 위한 폰트 파일 다운로드]

 외주제작 업체가 CAD로 작업해온 설계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내 컴퓨터에 해당 글씨체가 없어서 글자가 깨져 

보인다. 해당 글자체를 작업에 활용하지 않고 업무상 단순 확인만을 위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가 부여됩니다.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되며, 외주 제작업체가 작업한 설계도를 단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였다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

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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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한 폰트 파일 무단이용]

 폰트 파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위반행위인지 몰랐다. 모르고 이용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가?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금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저

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 중 DMB 시청행위가 관련 법률개정으로 

금지 행위로 되었으며,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단속되더라도 운전자는 법 위반이 아

니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권리자 허락 없이 복제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한편, 우발적이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남용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사범의 

양상 방지를 위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교육

을 받아 형사상 기소가 유예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 배상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7) [사적 복제로서의 면책 여부]

 저작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폰트 파일)의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

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

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

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1항 제4호)하고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더라도 폰트 파일을 전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품을 구매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쓰여진 폰트가 모든 이

용자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웹(web) 폰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

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저장행위 즉 복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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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A폰트를 반드시 이용하고 싶은데,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거나 저작권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정허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02-2660-0102)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9) [직원의 폰트 파일 사용에 대한 회사의 책임]

  디자인 회사 직원이 특정 폰트를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해당 폰트가 없어서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이용

하였다. 이런 경우 무조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그 회사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저작권법 제141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내 직원들이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시행하여 저작권법 제141조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회사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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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법무법인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가? 또한 분쟁발생 시 이를 조정해 

주는 기관이 있는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조정부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신속,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

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02-2660-0104)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 [무료 배포된 폰트 파일의 이용]

 인터넷 상에서 다음 글꼴, 네이버 나눔글꼴 등 무료 폰트들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폰트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업체는 다음 글꼴, 네이버 나눔글꼴 등과 같은 수많은 무료폰트들을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이용조건(라이선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폰트별 이용조건(라이선스)]

 ·다음(Daum)글꼴 : 개인 및 기업 무료

   (단, 기업의 BI, CI 및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명시적인 승인 요망)

 ·네이버 나눔글꼴에코 : 개인 및 기업 무료(단, 폰트 파일 자체의 상업적 판매 금지)

 ·제주 전용폰트 : 개인 및 기업 무료(단, 폰트 파일 자체의 상업적 판매 또는 양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개발 폰트 : 개인 및 기업 무료

 ·KoPub 서체 : 개인 및 기업 무료 (수정, 변형, 임대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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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폰트 파일의 사용권 제한]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게임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 폰트 파일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저

작권자는 게임 제작을 위해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하였으므로 고소한

다고 한다. 저작권자의 주장이 정당한가?

 ·폰트 파일에 대해 저작권자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갖게 되고 이에 대해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용자

는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폰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한 경

우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등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매하였고, 게임 제작을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별도의 복제 행위

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폰트 파일 패키지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게

임제작에 사용하였다면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된 게임을 시중에 출시한다고 하면, 해당 게임 구동 시 해당 폰트가 이용자의 기기에서 읽혀지기 위해

서는 게임 내에 폰트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시된다면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CD 등 유형물을 통해 출시된다면 배포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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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 기탁에 관한 빈(wien)협정”에서는 폰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 제2조 타이프페이스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한 벌의 디자인을 말한다. 

    1. 악센트 기호나 구두점과 같은 부속물을 포함하는 문자 및 그들을 포함하는 문자로서의 알파벳

    2. 숫자 및 관용적인 기호나 심벌, 과학기호 등의 도형적 기호

    3. 테두리 장식, 꽃무늬 장식 및 책의 장식모양 등의 장식

  * 한 벌의 디자인은 인쇄기술에 의한 문장을 구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도된 것일 것. 

  * 단, 순수하게 기술적인 요구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인정되

나, 그 미적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

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저작물 내지 미

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폰트 파일 저작권 개념

 1) 폰트의 정의
  

 ·폰트(font)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학술적 개념으로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제 세트로 사용

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함.

   (이상정, “글자체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2001.12), 3면.)

  * 폰트(font)는 실무적으로 글자체, 폰트, 글꼴, 타이프페이스(typeface) 등 다양하게 표현되며 본 자료에서는 폰트

라고 지칭함.

 2) 폰트에 대한 보호
  

 ·우리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도 폰트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2-1)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의 폰트 파일

 ·폰트와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구분 되며, 법원은 폰트 자체의 보호는 부정하는 반면에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인정하고 있음. 

 ·폰트 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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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컴퓨터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

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

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포스트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컴

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함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음(저작권법 제4조)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에 따

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함.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 ▲ 등록, 납본, 기탁 등의 절차 및 ▲ 성명표시 또는 이용금지 표시 등 필요 

없음

□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이며,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자의 허락 없

이 이용가능

·프로그램 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업무상 저작물 :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 저작권 보호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

소스코드가 독자적 실행파일은 아니지만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음. 

 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의 발생

 ·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폰트 프로그램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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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함.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자연인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을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으며, 이때의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함. 

□ 업무상저작물

 ·법인, 단체 등의 기획 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창작물 

   예) 프로그램 개발자가 회사의 기획 하에 창작한 프로그램은 회사가 저작자가 되며, 신문기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및 업무상 촬영한 사진 등은 신문사가 저작자가 됨. 

□ 폰트 파일이 불법복제된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역시 저작권 침

해로 간주됨(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

  ·바탕체 한글, 돋움체 한글, 궁체 흘림체, 흔민정음체, 제목 돋움체, 제목 바탕체, 쓰기 흘림체, 궁체 정자

체, 쓰기 정체 (이상 9종)

 * 다운로드 홈페이지 :   

  한국글꼴개발연구원(http://www.sejongkorea.org/sub/sub05_01.php)

  ·KoPub 돋움체, KoPub 바탕체(이상2종)

 * 다운로드 홈페이지 : 한국출판인회의(http://www.kopus.org/default.asp)

  ·바른바탕체, 바른돋움체(이상2종)

 * 다운로드 홈페이지 : 대한인쇄문화협회 (http://www.print.or.kr)

 4) 폰트 파일의 저작자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또는 프로그램 창작을 기획한 업체(회사)에 있음. 

 5) 올바른 폰트 파일의 이용

 ·합법적인 폰트 파일 구매

 ·폰트 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함. 

 ·단,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구매 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존재함 

  * 무료 폰트 파일의 이용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다면 저자구건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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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허락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

정팀 (02-2660-0102)에 문의 가능함.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는 것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다운로드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

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 포함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으

로 구분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2차적 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 법정허락제도 이용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가능함. 

 6)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

  ·폰트 파일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

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짐

  ·따라서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PC에 설치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을 침해 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7)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의 권리구제

 ·폰트 파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등의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상의 구제 신청이  가능함

 ·민사 구제의 방법으로 피해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

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됨(민법 제766조)

 ·형사 제재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는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해줄 것을 수상당국에 요청할 수 있음.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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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 732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

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폰트 파일 저작권 관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02-2660-0050

                   심의조정 02-2660-0102

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음(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침해죄는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저작권 침

해를 당하지않은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음(저작권법 제140조)

 ·다만,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함

*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

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악의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임(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7-1) 폰트 파일의 저작권 위반 문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음.

 ·사용인 또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등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부담함(저작권법 

제141조)

 7-2) 폰트 파일에 대한 계약 위반 문제

 ·폰트 파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계약 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 받은 편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등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계약서 또는 사용약관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을 경우, 

권리자와의 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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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디자인 작업 시 폰트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필요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폰트개발사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