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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이 제 식 지음 | 도서출판미담북스

타이포그래피의 기본 원리
타이포그래피 개요
서체는 어떻게 선택하나
크기의 의미와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
글자 변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자간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typography
어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하나

행간ㆍ행송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하나
행장은 어떻게 적용하나

글줄의 정렬은 어떻게 적용하나
타이포그래피와 레이아웃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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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
컬러 코디네이션
+
레이아웃

이 책을 쓰면서
문자를 다루는 타이포그래피는 그림과 함께 지면의 표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예전에 모 회사의 편
집장이 신입 직원 선발을 위해 면접 볼 때에 포트폴리오 결과물의 타이포그래피가 좋으면 90점의 평가점수를
주었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타이포그래피는 그만큼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이다. 특히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어
렵다.

타이포그래피는 “글자의 시각적인 활용법”을 말한다. 글자는 2가지의 역할을 한다. 하나는 ‘의미 전달’의 영양
학적인 측면이다. 또 하나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처럼 시각적이고 미각적인 측면이다. 타이
포그래피는 후자이다. 타이포그래피의 중요성은 음식 섭취와 같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람들이 먹어
야 영양을 섭취하는데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독자들이 읽지 않으면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이 글을 맛있고 멋있게 요리하는 요리사가 타이포그래피다.

타이포그래피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글자 짓기’ 즉 그리는 타이포그래피이다. 또 하나는 ‘글자
부리기’즉 활용하는 타이포그래피이다. 그리는 타이포그래피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적인 폰트 디
자이너들이 담당한다. 현재 한글 폰트는 수천 종, 영문 폰트는 수만 종이 만들어져 있다. 일반 디자이너들은 전
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폰트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필요한 것은 부리는 타이포그래피이다. 한
글을 활용하는 디자인을 하려면 이 책의 1장은 필수적으로 통달해야 한다. 2장은 응용이므로 참고하면 도움
이 될 것이다.

그림의 요소는 의미전달이 빠르고 쉬워서 만국 공용어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인의 선진국인 서양의 그림 구성
방법이 우리에게도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은 구조가 다르고 유학에서도 공부할 수 없으므로 영문 타이
포그래피를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올바르게 접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만 사용할 한글 타이
포그래피는 우리가 스스로 방법론을 도출하여 적용해야 한다. 20년 이상 부리는 타이포그래피에 매달려온
필자의 이 책이 그러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문제를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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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한글 레이아웃을 위한

타이포그래피가 도대체 뭐지

이 책을 쓰면서-머리말

제 1 장_타이포그래피의 기본 원리
주제 01_타이포그래피 개요

7

11
13

주제 02_서체

41

서체의 분류

42

한글의 네모꼴과 탈네모꼴

46

폰트 패밀리와 단계

47

한글의 기본 서체

53

타이포그래피란 무엇인가?

14

폰트의 시각적인 무게

54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16

서체 선택하는 방법

56

레이아웃의 구성요소

18

대비를 활용한 제목 구성법

63

20

주제 03_글자의 크기

67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22

크기의 의미와 적용 방법

68

글자의 구조

25

제목의 크기 점프율과 크기 측정법

70

27

주제 04_글자의 변형

75

29

글자 변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76

34

주제 05_글자의 자간

85

자간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86

소극적인 요소인 여백은 불필요한
공간이 아니다
타이포그래피와 레이아웃 원리를

글자의 단위를 알아야 글자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디자인 할 때에 영문은 세련되어 보이는 데
한글은 영 아니네(?)
문자와 글줄을 이해하기 위한 선의 종류와
시각적인 특성

영문자와 한글의 직선성과 편평도 비교실험 38

주제 06_어간

어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하나

주제 07_행간ㆍ행송

행간ㆍ행송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하나

주제 08_행장

행장은 어떻게 적용하나

주제 09_글줄의 정렬

글줄의 정렬과 적용 방법

제 2 장_타이포와 레이아웃 응용

103

104

111

112

121

122

131

132

145

타이포츄레이트

146

타이포스트레이션

148

이미지에서 문자 찾기

150

자기 이야기 포스터

152

타이포일러스트

156

타이포 포스터

158

형태와 반형태 구성

160

디자인 원리와 타이포그래피 실험

162

선 활용하기

164

모서리 둥굴린 글자 활용하기

166

거친 질감으로 구성하기

168

동적인 배경으로 구성하기

170

중첩 글자 활용하기

172

경사 각도 적용하기

174

글줄 끼워 구성하기

176

대소승강혼합으로 구성하기

178

글자를 해체하여 구성하기

180

행간과 선 붙이기

182

모서리가 둥근 다각형으로 구성하기

184

그런지 효과와 선 가로지르기

188

부호 넣기로 구성하기

190

한글타이포그래피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
나랏말씀
TYPOGRAPHY
ABCDEFGHIJKLMNO
STUVWXYZ

ty

카타파하

{{ }}

OPQR

제

1장

타이포그래피의
기본 원리
Typography
Basis

ypography

ㄱ

한글타이포그래피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
나랏말씀
TYPOGRAPHY
ABCDEFGHIJKLMNO
STUVWXYZ

ty

{

ㄱ
ㅈ

카타파하

OPQR

주제

01

타이포그래피 개요
Introduction

}

ypography
T Y P O GR A P H Y

|13|

타이포그래피 개요

타이포그래피란 무엇인가?

타이포그래피는 사전적 의미로 ‘활자를 사용한 인쇄술’라고 하는데 특히 디자인에서는
글자(Typo)를 그림(Graphy)처럼 활용하는 ‘글자의 시각적 활용법’을 말한다.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라는 용어는 근래에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비슷한 의
미로 과거에 우리는 일본말 할부(割付/와리쓰게-와리시끼는 잘못)라는 용어를 사용했
었다. 이것을 우리말로 원고지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다.
타이포그래피는 사전적 의미로 ‘활자를 사용한 인쇄술’라고 하는데 특히 디자인에서는
글자(Typo)를 그림(Graphy)처럼 활용하는 ‘글자의 시각적 활용법’ 정도가 적당할 것
이다. 요즈음은 과거와 달리 글자가 정보만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시각적인 합리성과 아
름다움도 디자인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문자 정보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곧 타이포그래픽 요소를 시각
계층 구조, 타이포그래픽 공간, 그리드 등의 원리를 적용하여 언어적, 시각적, 청각적인
의미를 함께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자를 운용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타이포그
래피의 필수 기본 요소들은 글자의 구조, 단위, 서체, 변형, 크기, 자간, 어간, 행간·행송,
행장, 글줄의 정렬 등이다. 타이포그래피에서 근본적인 기초학문과 같다. 이러한 기본을
갖추지 않고 타이포그래피를 잘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T Y P O GR A P H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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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개요

이 책은 글자를 그리는 그래픽적 타이포그래피보다 이미 충분하게 많이 만들어진 글자
의 ‘부리기’에 중점을 둔다. 레이아웃 중심의 타이포그래피를 설명할 것이다. 구성요소
중에서 글자 요소는 시각적으로 그림요소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 실장은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에 실력 평가에서 타이포그래피에 90
점을 주고 싶다고도 했다. 그만큼 타이포그래피 특히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하여 정복해보자.

T Y P O GR A P H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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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문자는 정보전달 기능과 함께 보기도 좋으면 더 잘 읽히게 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정보전달이 핵심인 활자매체도
식욕을 자극하듯이 독자들이 보거나 읽고 싶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진 책이라도 독자가 안 읽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디자인과 식사는 비슷하다. 아이를 키울 때에 군것질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엄마들의 고
민이 아이가 밥을 잘 안먹는 것이다. 밥을 먹어야 아이가 건강해지고 키가 클텐데 잘 안
먹으니까 밥그릇과 수저를 들고 다니면서 억지로(Push) 밥을 먹인다.
이와같은 강제방식은 아이가 밥을 잘 안먹을 뿐만 아니라 성격을 나쁘게 하는 부작용
이 많다. 이때에 식탁에도 디자인이 필요하다. 아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자극되도록 다
양한 형태와 컬러의 그릇과 수저를 활용하면 아이가 스스로(Pull) 식사를 놀이처럼 재
미있어 할 것이다. 아이의 뇌발달과 교육에도 좋다.
[보기1-1]처럼 얼굴 밑그림만 있는 식기에 아이의 엄마가 그때 그때 상상력을 발휘하여
음식 재료로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입혀서 이야기를 덤으로 들려주면 아이들은 재미
있어 할 것이고 식사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 식탁에 디자인이 필요하듯이 문
자를 이용한 정보전달 매체에도 디자인이 당연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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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1-1] 엄마의 음식 디자인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린이용 접시
(출처 : http://www.perpetualki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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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의 구성요소

디자인 요소는 크게 형태를 갖춘 ‘적극적인 요소인 그림과 문자의 요소’ 그리고 형태를 갖추지 않은
‘소극적인 요소인 여백’으로 나눈다.

디자인의 구성요소는 [보기1-2]처럼 분류할 수 있다. 그림 요소는 만국 공용어이므로
커뮤니케이션이 쉽고 동서양이 디자인에서 활용법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자의 요
소는 동서양이 구조가 다르다. 특히 한글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글자이므로 그 활용법
을 서양에서 빌려 쓰기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글타이포 문제의 해결 방법은 우
리가 스스로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
문자요소는 크게 정보를 전달하는 ‘내적기능’과 정보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가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움과 세련됨을 부여하는 시각적인 ‘외적기능’으로 타이
포그래피가 있다.
외적기능은 폰트 디자인과 로고타입 디자인처럼 그리는 그래픽이 중심인 ‘글자 짓기’와
이미 폰트 전문가들이 개발해 놓은 수많은 폰트를 활용하는 레이아웃을 중심의 ‘글자
부리기’가 있다. 국내의 경우 ‘짓는’ 그래픽적 타이포그래피가 중심이다. 부리는 타이포
그래피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변방의 위치에 있는 편이다. 이 책에서는 부리는
타이포그래피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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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요소 : 형태가 있는

● 그림 요소 : 활용법 동서양이 서로 공유 가능
● 문자 요소 : 구조가 달라서 독자적인 방법론 필요

● 내적 기능 : 정보 전달

구성 요소

● 외적 기능 : 시각적인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 글자 짓기(그래픽 분야 : 폰트 디자인, 로고타입 디자인)
● 글자 부리기(레이아웃 분야 : 수천 수만종의 폰트 활용)

소극적인 요소 : 형태가 없는
● 여백 요소 : 대비 효과, 휴식 공간, 분리 효과

[보기1-2] 디자인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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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요소인
여백은 불필요한 공간이 아니다

여백은 대비적인 효과, 휴식의 효과, 분리의 효과를 부여한다.

레이아웃에서 적극적인 요소의 필수적인 파트너 여백을 좀 더 살펴보자. 문자나 그림과
달리 소극적인 요소 여백이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불필요한 공간이 아니다. 형
태를 갖춘 적극적인 요소인 주제를 받쳐주는 대비적인 효과, 적극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는 정보 해독의 노동으로 부터 벗어나는 휴식의 효과, 다단편집의 단간처럼 요소와
요소를 나누는 분리효과를 부여한다.
[보기1-3-1]처럼 여백이 많고 구성요소가 적으면 대비감이 커져서 주제가 강조되고, 정
보량이 적으므로 생각의 수고를 덜 수 있어서 의미 전달 효과가 빠르다. [보기1-3-2]처
럼 여백이 적고 구성요소가 많으면 정보가 증가하여 주제가 묻히고, 의미 파악을 위해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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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개요

[보기1-3-1] 여백이 많다

[보기1-3-2] 여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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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개요

타이포그래피와 레이아웃 원리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보기1-4-1]은 [보기1-4-2]와 같은 내용을 타이포그래피 원리를 적용하여 레이아웃한
것이다. [보기1-4-2]는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에 원리와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초보자의 결과물이다.
좀 더 짜임새 있는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디자이너는 구성된
결과물의 문제점을 분석-진단-처방-치료할 수 있어야 하고, 글자의 특성과 타이포그래
피 그리고 레이아웃의 원리와 원칙도 잘 알아야 한다.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는 알아야
할 밑바탕 지식이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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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개요

[보기1-4-1] 적절하게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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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1-4-2] 적절치 않은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한 경우

T Y P O GR A P H Y

|24|

타이포그래피 개요

글자의 구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글자의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한가지는 현재 거의 사용하
지 않는 외곽이 거친 형태의 비트맵 서체(Bitmap Font)가 있다.
요즈음은 대부분 화면과 출력에 주로 사용하는 폰트는 윤곽(Outline) 벡터방식이
다. [보기1-5]처럼 매끈한 테두리를 먼저 형성시킨 다음 그 내부를 채우는 방식이다. 지
금 보고 있는 이 책의 글자도 윤곽방식이다. 윤곽 방식은 편의상 크게 포스트스크립트
(PostScript) 방식, 트루 타입(TTF/True Type Font) 방식, 오픈타입(OTF/Open
Type Font) 방식이 있다.
포스트스크립트 방식은 주로 출력용 고해상도와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 언어로 쓰이는 방식이다.
트루 타입은 윈도우PC용과 매킨토시용으로 구분되어 같은 폰트라도 서로 호환되지 않
는다. 파일의 아이콘에 TTF로 표시된다.
최근에는 매킨토시와 윈도우PC처럼 컴퓨터 종류에 상관없이 호환되는 하이브리드 폰
트인 오픈타입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한가지만 있으면 매킨토시와 윈도우즈에 넣어 공용
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호환이 되므로 사용을 추천한다. 같은 파일을 매킨토시와 윈도우
PC처럼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에 폰트를 갱신해 줄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다.
파일의 아이콘에 OTF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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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1-5] 아웃라인 폰트

T Y P O GR A P H Y

|26|

타이포그래피 개요

글자의 단위를 알아야
글자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어느 사물이나 재는 척도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다루는 글자도 재는 척도가 있다. 단위
(Unit)란 일종의 약속이다. 요즈음은 세계 공통의 십진법에 의한 미터법에 익숙해 있으
므로 미터법과 비교하여 컴퓨터에서 다루는 여러 단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자이너들은 적어도 단위를 잘 알아야 하고 그 단위들과 미터법과의 환산에 익숙해야
글자크기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레이아웃과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위들은 pt(point), mm, cm, inch,
picas, 배(倍), 급(Q/#/級/치) 등의 단위 중에서 한두가지를 쓰거나 많은 단위들을 혼합
하여 쓰기도 한다. 여기서 배(倍)란 일정한 글자 크기에서 1자값을 말하며 그 값의 몇 배
인가로 계산하는 단위이다. 여러 단위 중에서 Indesign이나 QuarkXpress는 그 중
에서 포인트, mm, 급(Q=#=치) 단위를 주로 쓴다.

각 단위의 상관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급단위는 일본식 단위이다. 예전에 실무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단위인데 현재는 포인트
단위가 주로 사용된다. 급단위는 1인치보다 0.4mm 작은 25mm 즉 유사한 1인치 값
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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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5mm/100=0.25mm , 1mm=4Q
포인트(pt)단위는 서양의 척관법에 해당하는 1인치 값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1inch=2.54cm=6picas=72pt
1picas=12pt
1pt=1/72inch≒0.35146mm
1mm≒2.845pt

포인트 단위와 급단위의 비례 관계는 다음과 같다.

1pt≒1.4Q

즉 포인트를 급으로 환산하려면 ×1.4를 하고 급을 포인트로 환산하려면 ÷1.4를 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포인트와 급 단위는 완벽하게 정수로 비례하지 않는 근사치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동일값으로 인정하고 사용한다.
포인트는 1인치값을 72등분한 단위(Unit)값이고, 급은 유사 1인치값을 100등분한 단
위값이다.
그러므로 72pt=100Q=25m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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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할 때에 영문은 세련되어 보이는 데
한글은 영 아니네(?)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할 수 없으므로 한글을 사용하는 당사자인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법을 정립해야 한다.

한글로된 신문이나 인쇄물을 보다가 영자신문을 보거나 영어로 된 인쇄물을 보면 영문
의 디자인 품격이 더 좋아 보이고 달라 보인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디자이너들이 한글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서양으로
의 디자인 유학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영문 타이포그래피는 많이 공부하고 들어오지만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잘 모르는 편이다. 영문에 익숙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에 한글이
들어가면 전체 레이아웃 품격이 떨어진다고 고민한다.
[그림1]의 영문 광고와 [그림2] 의 같은 내용의 한글 광고를 비교해보면 느낄 수 있다. 특
히 결정적인 차이는 영문과 한글의 자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일치 문제를 모르고 영
문에 한글을 그대로 덮어씌우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이너들은 종종 “영문은 품격 있는 디자인이 되는데 왜 한글은 안 되지?” 하
는 한글의 타이포그래피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한글이 들어가면 디자인을 망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한글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풀어 나가겠지만 한글이 열등한 것이 아니고 한글의 특성과 활용법을 잘 모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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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타이포그래피의 선진국이라는 스위스나 영국 미국 등에서는 영문자를 중심으로 방법
론을 정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서양의 타이포그래피 전문가라도 한글 타이
포그래피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할 수 없으므로 한글을 제작 사
용하는 당사자인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법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한글을 바탕으로 하는 타이포그래피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며 아직도 영
문자를 바탕으로 하는 타이포그래피를 모방하는 수준에 있다. 한글과 영문자는 글자
꼴이 완전히 다르고 ‘자동화 되어 있는’ 영문 타이포그래피와 ‘디자이너가 많이 조율해
야 하는’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우리 한글의 타이포그래피에서 부리는 타이포그래피 즉 한글 쓰임
새 연구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해서 이제는 즉흥적이고 감각적으로 다루어 왔던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하여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보기1-6-3]은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올바로 적용한 광고이다. [보기1-6-2]의 어설픈
한글 광고보다 시각적인 느낌이 훨씬 짜임새가 있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영문과 한글의 문자 구조가 다르므로 폰트 선택과 적용에서 직접 연결시키면
문제가 생긴다. 시각적 느낌을 고려하여 약간 선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보기1-6-1]의 영문과 직결하여 변환한 [보기1-6-2]의 한글 광고와 비교하여 달라 보
이게 하는 것은 [보기1-6-3]처럼 자간이다. 특히 당기기 자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한글에서는 자간이 중요하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T Y P O GR A P H Y

|30|

타이포그래피 개요

Connect Your Business
With Today’s Technology

CSM & MVC
IT CONSULTING
NETWORKS
SECURITY
HOSTING
CLOUD SERVICES

Stay Connected.
Enjoy free high-speed WiFi
for convenient mobile access.

I T C O N S U LT I N G

NETWORKS

SMARTHOMEPAGE
PENGUINSOFT

SECURITY

HOSTING

CLOUD SERVICES

5432 A N Y S T R E E T W E S T, TO W NS V I LLE S TATE 54321 | p: 555-543-5432 | f : 555-543-5433
WWW. Y OURWE B S I TE HE RE . COM

[보기1-6-1] 영문 타이포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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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기술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연결하세요

국제적인 웹표준
IT 컨설팅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
웹호스팅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끊김없이 항상 연결됩니다.
편리하게 모바일로 무료
고속 무선인터넷을 즐기세요.

IT 컨설팅

네트워크

SMARTHOMEPAGE
PENGUINSOFT

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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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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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1-6-2] 영문 타이포 방식을 적용하여 자간에 문제가 있는 한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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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1-6-3] 한글 타이포 방식(특히 자간)을 적용한 한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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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개요

문자와 글줄을 이해하기 위한
선의 종류와 시각적인 특성

앞의 [보기1-6]처럼 한글과 영문을 사용한 디자인에서 시각적인 차이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2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문자구조의 간결성과 복잡성의 차이이다. 영문은 한글보다 간결하고 글자획이 적
어 한글은 영문보다 복잡하다. 시각적 느낌으로 간결함은 이성적질서고품격이고 복잡
함은 감성적어수선저품격이다.

둘째, 글줄은 선의 요소이다. 레이아웃에 있어서 한글과 영문의 글줄이 만들어 내는 선
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험을 통하여 글줄의 편평도와 직선성을 고찰하여 타
이포그래피의 중요요소인 글줄의 시각적 느낌을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그러기 위해 글
줄의 시각적 느낌에 관한 근거가 될 [보기1-7]처럼 여러 가지 선에 대한 느낌을 우선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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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개요

[ 수평선 ]

[ 수직선 ]

[ 사선 ]

[ 곡선 ]

[ 추상적인 선 ]

[보기1-7] 선의 종류

T Y P O GR A P H Y

|35|

타이포그래피 개요

① 수평선

수평선에서 받는 인상은 무한으로 펼쳐지는 지평선, 안정감 있는 대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의 안도감 등의 종합적 인상이 얽혀서 안정, 침착, 고요, 확대, 영원, 무한 등의
정적이고 소극적인 요소가 강하다.
수평선은 남성적이지만 순해 보인다. 그리고 현대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다. 수평선
은 직선이다. 직선은 질서가 있고 정직하며 단순하고 명쾌하다. 그러므로 시각적인 복잡
성과 무질서를 감소시킨다. 또한 단정하며 요란하지 않아 품위도 느껴진다. 그러나 자유
롭게 보이지 않아 구속적이며 인위적으로 보인다.

② 수직선

수직선은 수평선처럼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며 직선적이고 명쾌하게 해결된 느낌
을 준다. 그리고 낙하, 상승의 순간성은 강렬한 운동력이 가해져 직접적이고 긴박한 긴
장감을 표출하며 불안정해 보인다. 그리고 남성적이며 이성적이고 딱딱하다. 수직선도
직선이다. 수평선처럼 정직하고 단순하다. 또한 단정하며 요란하지 않아 품위도 느껴진
다. 수평선과는 방향과 동감의 강한 대비를 느끼게 한다.

③ 사선

사선은 사물이 기울어졌을 때에 느끼는 불안정감, 상승 또는 하강상태의 약동을 느끼
게 하고 불안정속에서도 활동력이 있는 현대적이고 젊음이 넘치는 에너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다른 선들과 비교하여 시각적인 느낌이 가장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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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개요

④ 곡선

곡선은 직선에 비하여 부드럽고 자유로우며 감성적, 여성적이다. 시각적으로 재미가 있
으며 직선보다 덜 질서 있게 보인다.

⑤ 추상적인 선

추상적인 선은 곡선적, 직선적인 형과 혼합형이 있을 수 있다. 시각적으로 재미가 있지
만 복잡하고 지저분하며 괴이하고 무질서해 보인다. 매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자칫
추해질 수도 있다. 아랍문자의 상부가 추상적 곡선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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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개요

영문자와 한글의 직선성과 편평도 비교실험

타이포그래피에서 영문에 접근하는 한글의 단정함을 끌어내기 위해 영문과 한글의 글줄 즉 선의
비교실험을 통하여 시각적 느낌에 관한 근거를 추출해낼 수 있다. 실험결과는 영문자의 대부분과
한글의 고딕 종류들은 직선, 한글의 명조류는 추상적인 선의 특징과 시각적인 느낌을 보여준다.

[보기1-8]처럼 영문과 한글의 대표적인 기본서체를 돌기가 없는 산세리프(Sanserif)체
와 돌기가 있는 세리프(Serif)체로 나누어 형태가 비슷한 폰트로 짝 지운다. 글줄을 선
으로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각 글줄의 윤곽을 추출하고
적당한 오프셋 값을 적용하여 글자로 만들어진 도형들을 합쳐서(Unite) 선을 만든 다
음 직선성을 고찰하여 편평도를 비교한다.
각 글자가 만들어낸 도형을 비교 관찰한 결과 영문자는 산세리프와 세리프 모두 대부
분의 서체는 수평선이 많이 나타나 직선성(直線性)과 편평도가 좋았다.
반면 한글은 산세리프체인 중고딕과 견출고딕은 편평도가 영문만큼 좋았고, 세리프체
신명조와 견출명조는 그림에서 보듯이 직선 부분은 적고 요철이 심한 추상적인 곡선 형
태이다. 이러한 실험결과에서 보듯이 특정 영문폰트를 제외하고 영문자의 대부분과 한
글의 고딕 종류들은 직선성이 커서 직선의 특징과 시각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한글의 명
조류는 추상적인 선의 특징과 시각적인 느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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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개요

A. 비교할 직선

B. 산세리프체

C. 산세리프체

D. 세리프체

타이포그래피란 활자 조판 또는 인쇄술과 인쇄예술을 말한다.

E. 세리프체

[보기1-8] 영문과 국문의 직선성과 편평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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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개요

한글타이포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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