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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글꼴 사용은 디자인적 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

라 메세지의 정보 전달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픽 디

자이너는 전달하려는 메세지를 올바르게 전달 및 강

화하고 메세지의 전반적인 감정의 톤을 생성하기 위

해서 글꼴을 사용한다[1]. 텍스트화 된 메세지는 실

제 상황과는 다르게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제한된 환경에서 글꼴의 사용은 이러한 비언어적 의

사소통 수단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다. 모바일 텍스

트 메신저에 글꼴을 적용에 관한 사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글꼴을 적용함으로써 응답자의 70%

이상이 감정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글꼴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였

다[2]. 이외에도 텍스트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글꼴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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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캘리그라피 글꼴의 적용은 

호감도와 주목도, 회상도 모두 캘리그래피를 활용하

지 않은 광고에 비해 높았으며[3] 전자책 분야에서 

서적의 분야별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글꼴의 차이가 

있었다[4]. 이처럼 글꼴 선택은 텍스트의 의미 전달 

효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글꼴을 고르는 것

은 디자인의 전문성이 없고 조형적 감각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어려운 작업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글꼴

의 인상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목적과 연관시키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기존 글꼴 검색 서

비스는 원하는 글꼴을 고르기 위하여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글꼴을 모두 확인해야한다. 대표적인 

글꼴 검색 서비스인 Google Font의 경우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기순, 트렌드 순으로 정렬되어있

고 글꼴의 기본적 속성인 Serif, Sans-Serif, Display,

Hand-writing, Monospace 로만 범주화되어있다. 이

러한 글꼴 검색은 사용자에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며 사용자가 생각한 분위기와 글꼴이 보편적으로 

유발되는 분위기가 동일한 지 확인할 수 없어 기대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로 글꼴의 감정을 표현

하는 것을 목표로, 글꼴을 표현할 수 있는 19가지 키워

드와 실험에 사용할 26개의 대표 폰트를 선정한 뒤 

다수의 사용자에게 키워드에 대해 글꼴의 연관성을 

상, 중, 하로 선정하도록 하여 글꼴과 키워드 사이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활용해 키워드 기반 글꼴 추천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여 해당 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해 실험하였다.

2. 관련 연구

글꼴이 표상하는 의미를 찾아서 글꼴 추천에 적용

하는 연구들은 한글 글꼴에 비해 영문 글꼴에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Peter O’ Donvan[5]의 연구에서는 영문 글꼴에 대

해 적용 가능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사용해 글꼴에 대하여 키워드 값을 산출하였

다.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하는 작업자는 각각의 글꼴

에 대하여 제시되는 2가지 키워드 중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키워드에 대해 한 가지를 선택한다. 이후,

작업자로부터 축적된 키워드 결과를 이용해 사용자

가 원하는 글꼴을 추천한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키워드는 이전 글꼴 연구에서 사용된 키워드를 수집

한 뒤 31가지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키워드는 "thin",

"angular"와 같은 명확한 특징과 "friendly", "sloppy"

같은 모호한 특징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선정한 31가

지 키워드와 capitals, cursive, display, italic, mono-

space, serif 같은 영문 글꼴의 일반적인 속성 6가지

를 더하여 총 37가지 키워드로 글꼴의 속성을 확인하

였다.

Saemi Choi[6]는 메신저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

하여 메시지의 글꼴을 긍정, 부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글꼴을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범주로 필터링한 뒤 각 범주

에서 글꼴의 순위를 매긴다. 위 연구와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했으며 작업자에게 한 범주 내

에서 두 가지 글꼴을 제시하고 어느 글꼴이 더 해당 

범주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김현영[7]은 한글 글꼴에서 감성을 추출하여 글꼴 

추천에 활용하였다. Mehrabian가 제안한 PAD

(pleasure, arousal, dominant) 모형[8]에서 O(or-

ganized)를 추가하여 PADO 네 개의 축을 글꼴 감정 

분류 기준으로 사용했고 각 글꼴에 대하여 네 가지 

축에 대한 속성값을 수집하였다. 각 축에 따라 "긍정

적-부정적", "활동적-수동적", "부드러운-강한", "조

직적인-자유로운"이라는 어휘 구별 척도를 제시했

고 어휘 구별 척도에 대해 0-5 사이의 값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때, 어휘 구별 척도의 이

해를 돕기 위하여 75개의 감정 형용사를 부가 정보로 

표현해 개인의 시각 차이를 줄이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글꼴의 의미를 파악하고 실제 문제에 

Fig. 1. Example of an font search service by Google Font 

(https://font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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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문장에 어울리는 글

꼴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연구에서는, 문장의 의미와 

글꼴을 연관시키기 위하여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작

업자에게 문장에 어울리는 글꼴을 선택하게 한다. 이

후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 문장에 어울리는 글꼴을 

학습시킨다[9]. 다른 연구에서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콘텐츠와 글꼴을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다양한 북 커버와 온라인 광고 이미지를 수집하

고 이미지에서 글꼴을 추출하여 분야 별로 어떠한 

글꼴을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10].

3. 글꼴의 키워드 속성값 조사

3.1 키워드 및 실험 글꼴 선정

글꼴 감정 키워드의 속성값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

행하기 위하여 글꼴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

하였다. 감정 키워드는 Peter O’ Donvan의 연구에서 

사용한 37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 활용하

였다. 글꼴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37가지 키워드 

중 한글 글꼴에 적용이 어려운 키워드를 정리하여 

제외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글꼴이 외형을 나

타내는 키워드와 감성을 나타내는 키워드 개수의 균

형을 맞추는 과정을 진행하여 26개 키워드로 축소하

였다.

이후 글꼴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

는 키워드를 선택하면 글꼴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키워드를 제거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

하였다. 설문 참여자에게 글꼴을 제시하고 제시한 글

꼴의 이미지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모

두 선택하도록 지시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라 10명의 

평가자 중 2명 이하가 선택한 키워드는 제거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키워드는 "각

진", "공적인", "모던한", "조화로운", "무질서한", "뻣

뻣한", "시선을 끄는", "지루한", "고요한", "섬세한",

"친근한", "따뜻한", "극적인", "우아한", "강한", "단

호한", "쾌활한"이다.

글꼴 선정에서 많은 수의 글꼴을 사용해서 글꼴과 

키워드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이는 실험 참여자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표성을 갖는 글꼴을 최소한의 

수로 선정하여 실험에 적용하였다. 글꼴은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고 무료로 사용 가능한 글꼴을 수집하였

고 한글 글꼴의 가장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인 고딕,

명조, 손글씨(기타)로 분류하여 각 분류 체계 내에서

도 기본 스타일과 변형된 디자인을 갖는 스타일로 

분류하여 글꼴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글꼴은 Fig. 3과 같으며 기본 명조체 4개,

기본 고딕체 4개, 변형 명조체 6개, 변형 고딕체 5개,

손글씨(기타) 7개로 글꼴의 두께도 다양성을 갖추도

록 구성하였다.

3.2 글꼴 별 키워드 속성 조사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현

기존 일반적인 설문 조사 방식에서는 하나의 글꼴

에 대해 키워드 값을 입력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다음 글꼴에 대해 반복해서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이

기 때문에 글꼴이 다른 글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가되지 않아 설문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글꼴과 키워드를 연관시키는 작업

이 쉽지 않다. 또한 작업량이 많아 설문 참여자에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설

문 조사 인터페이스를 새로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해

Fig. 2. Survey for keyword selection.

Fig. 3. Fonts selected by basic design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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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인터페이스는 Django 프레임워크[11]를 사용해 

구현하였다.

글꼴 별 키워드 속성 조사를 위해 평가자에게 키

워드를 제시하고 글꼴과 키워드의 연관성을 비교하

여 단계 별로 분류하도록 지시하였다. 키워드와의 관

련성을 상, 중, 하 세가지 단계로 분류하는 작업이며 

참여자가 직접 글꼴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분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글꼴을 한 화면에 표시하

여 모든 글꼴에 대해 가시적으로 확인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업 중간에도 잘못된 분

류가 있으면 수정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자가 한 번에 확인  가능하고 수정이 용이하게 만들

어 실험의 편리성과 정확도를 향상시키려 하였다.

3.3 글꼴 별 키워드 속성 값 계산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총 61명이었으며 설문의 응

답은 키워드를 기준으로 세 단계로 분류된 글꼴이기 

때문에 글꼴 별 키워드 값을 얻기 위해 글꼴 별로 

키워드를 선택한 수로 정리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글꼴에 따른 키워드 수치를 0-1 사이의 범주 값으

로 변환하기 위하여, 각 글꼴을 기준으로 키워드를 

상, 중, 하로 선택한 응답자 수에서 전체 응답자 수의 

비율로 계산한 뒤, 응답자 비율에 상, 중, 하에 각각 

1, 0.5, 0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값으

로 계산하였다. 글꼴을 , 키워드를 , 글꼴에 따른 

키워드를 상으로 응답한 수를  , 중으로 응답한 수

를  , 하로 응답한 수를 라 하면 글꼴에 따른 키

워드 값 는 식 (1)과 같다.

 

 × ×× (1)

여기서 n은 전체 응답자 수를 의미하며 본 실험의 

참여자인 61이다. 위 계산 식을 통해 모든 글꼴에 대

한 키워드의 값을 수치화하였다.

4. 키워드 기반 글꼴 추천 서비스

4.1 키워드 기반 글꼴 추천 서비스 프로토타입

선정한 19가지의 키워드와 키워드와 글꼴의 관련

성을 확인한 실험을 통해 산출된 값을 바탕으로 글꼴 

추천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였다. 글꼴 별로 저장된 19

가지 키워드 수치 값과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의 

유사도를 판별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한 글꼴을 추천

한다. 사용자는 자신히 원하는 개수만큼 키워드를 선

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선택한 키워드는 1로, 선택

하지 않은 키워드는 0으로 구성되도록 원-핫 인코딩 

방식을 사용한다. 유사도 비교는 키워드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하

였다. n은 키워드 개수인 19를 의미하고, 글꼴 유사도 

FS는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구성된 사용자 선택 

키워드 와 글꼴의 키워드 값 를 곱한 값의 합인 

벡터의 내적 값을 사용자 선택 키워드 벡터의 크기와 

글꼴 키워드 값 벡터의 내적 값으로 나누어 계산하

(a) (b) (c)

Fig. 4. Interface for associating keyword attributes by font. (a) Interface before experiment, (b) interface in progress, 

and (c) interface after experiment.

Fig. 5. Example of calculation process for keyword attrib-

ute values of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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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식 (2)와 같다.

 





  



 
×



  



 



  



× 

(2)

4.2 글꼴 추천 서비스 프로토타입 평가

키워드 기반 글꼴 추천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다. 피평가자는 글꼴 사용에 

능숙하며 다양한 글꼴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 

7명과 글꼴 사용에 능숙하지 않고 제한된 글꼴을 사

용하는 사용자 7명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메트릭은 

기존 서비스와 비교해 얼마나 편리한지에 대한 편의

성과 자신의 의도와 추천된 글꼴이 얼마나 일치하는 

지에 대한 정확도, 추천 된 폰트의 만족도라는 세 가

지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진행 과정 전에 키워드 기반 글꼴 추천 인터

페이스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글꼴 사용 상황 

4가지를 제시하였다. (1) 발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사용할 글꼴을 고르는 경우, (2) 재미있는 영상의 자

막에 사용할 글꼴을 고르는 경우, (3) 보고서를 작성

할 때 사용할 글꼴을 고르는 경우, (4) SNS에 자신의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할 때 사용할 글꼴을 고르는 

경우에 대해 본 서비스를 이용해 글꼴을 추천받는 

Table 1. Keyword values of each fonts.

Keyword(19)
Font(26)

Angular Formal Disorderly ... Strong Determined Playful

ACC Childern Heart 0.025 0.000 0.943

...

0.016 0.000 0.787

DOS Gothic 0.590 0.082 0.549 0.156 0.148 0.328

ELAND Choice 0.746 0.918 0.057 0.303 0.664 0.254

J Gaegujaengyi 0.049 0.000 0.918 0.033 0.008 0.705

Ghana Chocolate 0.213 0.279 0.525 0.746 0.443 0.705

GmarketSans 0.852 0.639 0.074 0.221 0.516 0.320

... ...

ROKA 0.893 0.369 0.246 0.303 0.418 0.434

Gyeonggi Batang 0.639 0.770 0.074 0.844 0.328 0.607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Classic
0.557 0.492 0.410 0.730 0.426 0.607

Seoul Hangang 0.598 0.615 0.180 0.697 0.238 0.402

KimTaeGon 0.139 0.311 0.607 0.721 0.648 0.672

Chosunilbo Myungjo 0.705 0.943 0.041 0.803 0.484 0.787

(a) (b)

Fig. 6. Keyword-based font recommendation service. (a) Interface before operationf and (b) Example of recom-

mendation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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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후에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0과 6사이의 값

을 고르도록 7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 또한 평

가 진행 과정동안 각 상황 별로 평가자가 선택한 키

워드도 확인하였다.

발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사용할 글꼴을 고르는 

경우에서 14명의 평가자 중 13명이 “모던한”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였고 “공적인”을 9명, “단호한”을 7

명이 선택하였으며 “지루한”, “친근한”, “따뜻한”, “극

적인”, “무질서한”의 키워드를 선택한 사용자는 없었

다. 재미있는 영상의 자막에 사용할 글꼴을 고르는 

경우에서는 13명의 평가자가 “시선을 끄는”, 11명의 

평가자가 “쾌활한” 키워드를 선택하였다. “각진”,

“공적인”, “뻣뻣한”, “지루한”, “고요한”, “우아한”,

“단호한”의 키워드는 선택하지 안았다. 보고서 작성 

시 사용할 글꼴에서는 15명의 평가자 전원이 “공적

인” 키워드를 선택했고 “각진” 키워드의 경우에도 9

명이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SNS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할 때의 경우 평가자 별로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

해서 14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선택한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조금 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 

평가자들은 비슷한 키워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

고 감정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포함되는 경우 평가자

들이 선택한 키워드가 다양했다.

평가 결과 기존 글꼴 검색시스템과 비교한 편리성

의 경우 평균 4.5점으로 본 프로토타입 시스템에 긍

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각 상황 별로 비교하면 발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사용할 글꼴을 고르는 경우와 

재미있는 영상의 자막에 사용할 글꼴을 고르는 경우

에서는 편리성, 만족도, 정확도에도 모두 평균 4.5점 

이상이였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할 글꼴을 고르

는 경우에도 편리성, 만족도는 평균 4.5점 이상이였

으며 정확도는 4.1이었다. SNS 부정적 의사 표현을 

할 때의 경우는 사용자 별로 평가의 큰 차이를 보였

고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경우에 비해 사용자가 

선택한 키워드가 다양했다. 평가자들은 부정적 의사

를 표현하는 상황과 키워드를 연관시키는 것에 어려

움을 느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프로토타입 서비스는 제한된 개수의 글꼴을 

사용해 추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천 결과가 중복

되는 경우가 있고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

는 제시한 키워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했지만 모호한 

상황에서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

는 것을 확인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글꼴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고 한

글 글꼴에 적용 가능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글꼴을 선정하여 글꼴이 표상하는 키워드

를 연결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

Table 2. Font recommendation service prototype usability evaluation result.

Convenince Satisfaction Accuracy

Presentation 4.5 4.7 4.6

Subtitle for funny video 4.5 4.7 4.5

Report writting 4.8 4.6 4.1

Expressing negative opinion on social media 3.0 3.6 3.6

Overall Prototype 4.5

Fig. 7. Font recommendation service prototype usability evaluation result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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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글꼴 별 키워드를 0과 1 사이의 수치 값으로 

산출하여 사용자가 키워드를 선택하면 글꼴을 추천

해주는 키워드 기반 글꼴 추천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서비스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성 평가도 진행하

였으며, 평가자들은 기존 서비스에 비해 글꼴을 편리

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본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에

서 사용한 글꼴의 수는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존재

하고 글꼴 디자인을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사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조차 어

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진행

할 연구에서는 현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멀티 모달 

딥러닝 학습을 진행하여 다양한 글꼴에서 키워드 값

을 추출하는 모델을 설계하여 글꼴의 수를 확장시키

고 이미지, 표정, 텍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입력하

면 자동으로 글꼴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작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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