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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폰트는 디자이너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에 

비해 각종 미디어의 출현 및 성장으로 비전문가인 

일반 사용자들의 관심이 커졌고 이는 영상 매체 자막

이나 제품, 로고 디자인 등에 사용된 폰트를 찾고 싶

어 하는 욕구로 이어졌다[1]. 그러나 미디어의 성장

과 함께 폰트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수천 종의 한글 

글꼴이 생겨나자 사람의 능력으로 유사한 폰트를 찾

기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고자 Deepfont[2]나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 기반 유사 한글 글꼴 

추천[3]과 같이 딥러닝을 이용한 폰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4].

현재 인공지능을 이용한 유사 폰트 추천은 텍스트

가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글자를 이미지 

단위로 인식해서 비슷한 폰트를 제시한다[2]. 이는 

글꼴 유사도 판단을 위한 한글 형태소의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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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전체 글자에 대한 유사성을 계산할 뿐, 한글

의 형태 및 구조적 속성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폰트 인식이나 유사 폰트 추천 결과의 만족도가 떨어

지며 여전히 연구개발 단계이거나 베타 서비스 단계

에 머물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된 연구로 한글 형태의 

특징적인 속성들을 획의 모양을 기반으로 정의하고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5]. 한글 

형태의 특징적 획 속성은 각각 ‘삐침’, ‘꺾임’, ‘돌출’,

‘닫힘’, ‘가지’, ‘부리’, ‘상투’, ‘꼭지점’의 8개로 도출되

었으며, 이에 기반한 글꼴 추천을 진행한 결과, 한글

의 형태적 특징 요소(이하, 형태소)를 반영한 글꼴 

추천이 전체 글자 기반 글꼴 추천보다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3]에서 계산한 형태소 조

합에 따른 최적의 유사도 조합 구성의 차이가 커서 

이를 해결하고자 형태소별로 가중치를 반영하는 통

합된 단일 모델을 설계했다. 또한, 선행연구[3]에서 

설정한 사용자의 글꼴 간 유사성 평가, 즉 Ground-

Truth가 글자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

완하기 위한 평가와 검증을 진행했으며 추후 용도에 

따른 글꼴 추천이 가능하도록 글자 크기별로 형태소 

영향력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글꼴 

추천 시스템 관련된 관련 연구를 설명한다. 제3장에

서는 개별 형태소별 영향력 순위 계산 모델 설계와 

모델 적용 결과인 형태소 영향력 순위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계산한 형태소 영향력 값을 폰

트 추천에 적용하기 위해 변환하는 가중치 모델 설정

과 형태소 영향력 순위를 검증 및 분석하며 마지막으

로 제5장에서는 결론에 대해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2.1 기존의 이미지 기반 글꼴 추천 시스템

MyFonts의 WhatTheFont[6]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 기반으로 유사한 영문 폰트를 추천하

는 시스템이며, FontBox[7]는 같은 방식으로 한글 폰

트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현시점에서 

딥러닝을 이용한 가장 대중화된 유사 폰트 추천 방식

이지만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지 

단위로 폰트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 한글은 다양한 모양 및 구조적 특징이 존재하

며, 이 특성을 반영한 획 요소를 기반으로 폰트를 추

천해야 한다[8].

2.2 형태소 기반 유사 글꼴 추천

선행연구에서는 한글 구조적 특징 중 형태소에 기

반하여 글꼴 유사도를 판단하기 위해 한글 글꼴에서 

형태소 이미지를 자동 추출했고[5], 추출한 형태소 

이미지를 바탕으로 CNN 모델과 코사인 유사도 기법

을 이용해 글꼴 유사도를 계산한 값으로 유사 폰트 

추천 시스템을 구축했다[3]. 형태소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CNN 딥러닝 모델의 이미지 특징 추

출 레이어(Feature Extraction)를 활용했으며 그 구

조는 Fig. 1과 같다. 고차원 데이터인 이미지를 저차

원 데이터인 벡터로 변환하며 필요한 정보를 보존하

는 이미지 임베딩으로 형태소의 특징 벡터를 생성했

다. 그리고 형태소 특징 벡터 간 거리를 코사인 유사

도로 계산해 글꼴 간 유사도를 확인했다.

폰트 간 유사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글꼴 간 유사

도 평가 설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Ground-Truth

로 설정하였다. 최적의 유사 폰트 추천 결과를 얻기 

Fig. 1. CNN Architecture including feature extraction and classificat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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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형태소 특성을 조합하고 Ground-Truth와 비

교, 분석한 결과 Ground-Truth에 가장 가깝게 유사 

폰트를 추천해주는 형태소 조합을 파악했다. 형태소 

조합별 Ground-Truth와의 코사인 유사도는 Fig. 2

와 같다. 분석 결과 형태소는 4-5개를 조합했을 때 

최적의 추천 성능을 보였으며, 형태소 기반 한글 글

꼴 분석 시 ‘상투’, ‘꼭지점’, ‘가지’의 영향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3. 개별 형태소별 영향력 순위 계산  

3.1 사용자 글꼴 유사성 평가를 통한 글자 크기별 

Ground-Truth 설정

선행연구[3]에서는 13개의 대표 폰트를 선정하여 

사용자 글꼴 유사성 평가(이하 기존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폰트 케이스로 

사용자 글꼴 유사성 순위를 평가하여 기존 사용자 

평가에 사용된 Ground-Truth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

증하고자 했다. 대표 폰트는 정형화된 모양의 글꼴인 

인쇄 글씨 범위 안에서[9] 한글 글꼴 모양 분류 체계 

표준(TTAK.KO10.0906-Part2)[10]에 근거해 굵기 

속성 또한 고려하여 폰트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선정되었다[3].

설문을 통해 유사성을 검증할 4가지 폰트 선별은 

형태소나 골격, 굵기 등 글꼴의 구조적 측면에서 폰

트의 특성이 두드러지고, 다수의 한글 폰트를 대표할 

수 있는 폰트를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1차 선별된 

폰트 중, 보다 명확한 평가를 위해 서로 비슷한 특성

을 띠지 않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는 폰트들로 2차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HY견명조’, ‘나눔스퀘어’,

‘바탕체’, ‘산돌이야기 M’의 4가지 폰트 케이스가 선

정되었으며, 이를 사용자 글꼴 유사성 순위 평가 설

문의 기준 폰트로 사용하였다. 기준 폰트와 유사성을 

비교할 폰트로는 대표 폰트 13종 중 기준 폰트를 제

외한 12종의 폰트를 사용하였다. 대표 폰트는 Fig.

3과 같다.

한글 글꼴 유사성 평가 설문은 기준 폰트가 문단,

문장, 단어의 세 가지 형태로 제시되었을 때, 기준 

폰트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대표 폰트를 유사도 순

위 순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글자 

크기가 유사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기준 

폰트를 글자 크기별 일반적인 쓰임에 기반해 작은 

크기의 글자로 쓰인 문단, 중간 크기의 글자로 쓰인 

문장, 큰 크기의 글자로 쓰인 단어로 세분화하여 평

가를 진행하였다. 설문에 쓰인 예문은 Table 1과 같

으며 예문은 글자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크기의 이미

지로 제시되었다.

설문 응답자는 총 41명으로 폰트 관련 분야 경력,

폰트 관심도, 나이, 성별에 대한 정보를 기본 설문으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결과는 개별 형태소 영향력 순위 계산 모델

에 사용하기 위해 5점 만점의 유사성 점수로 환산

[11]되며, 폰트 추천 모델의 Ground-Truth로 이용하

였다. 글자 크기별 사용자 글꼴 유사성 평가는 Table

2, 3, 4와 같다.

3.2 형태소 영향력 순위 계산 모델 설계

형태소 영향력 순위 계산은 다음 절차를 따라 진

행된다. CNN 딥러닝 모델의 이미지 특징 추출 레이

어로 형태소 이미지의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이후 

각 형태소 특징 벡터 값들을 조합하여 폰트 간 유사

도를 계산하고, 이를 사용자가 평가한 폰트 간 유사

Fig. 2. Cosine similarity between stroke element combi-

nation and Ground-Truth.

Fig. 3. 13 types of representative fonts in Han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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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Ground-Truth와 비교한다. 모델의 폰트 추천 

결과와 Ground-Truth를 비교함으로써 폰트 추천의 

정확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델이 계산한 최적의 유사도를 보여주는 

형태소 조합 구성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적의 유사도 형태소 조합은 형태소 2개 조합에선 

‘삐침’, ‘상투’이고 형태소 3개 조합에선 ‘삐침’, ‘상투’,

‘꼭지점’인데 형태소 4개 조합에선 ‘가지’, ‘꺾임’, ‘꼭

Table 1. Example sentences presented by character size in the Hangul font similarity user survey.

Charater size Example sentence

Small (7pt)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끼리 서로 맞지 아니하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믈 여덟 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Medium (10pt)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국어의 문자이며, 자음 14자, 모음 10자이다.

Large (32pt) 훈민정음

Table 2. Ground-Truth of user's font similarity for small font size.

HY견명조 나눔스퀘어 바탕체 산돌이야기M

HY견명조 5 2.3251 4.4013 3.5982

HY신명조 4.5033 2.5478 4.7251 2.8462

굴림체 2.0818 4.0181 2.6459 2.9754

나눔명조 4.3846 2.6597 4.4026 3.2909

나눔스퀘어 2.3251 5 2.655 3.4245

돋움체 2.641 3.9727 3.0727 3.2105

맑은고딕 2.6317 4.1663 2.8636 3.4242

바탕체 4.4013 2.655 5 3.359

빙그레체 1.7181 3.4895 2.0163 3.0233

산돌독수리Bold 2.7156 2.1636 2.1196 2.6037

산돌이야기M 3.5982 3.4245 3.3590 5

타이포도담체 2.2587 3.3636 1.9138 3.1909

휴먼옛체 1.796 2.0536 1.5315 2.0239

Table 3. Ground-Truth of user's font similarity for medium font size.

HY견명조 나눔스퀘어 바탕체 산돌이야기M

HY견명조 5 2.3283 4.4013 3.3683

HY신명조 4.7161 2.7364 4.8404 2.6651

굴림체 2.0536 3.6234 2.7529 2.8836

나눔명조 4.459 2.9 4.4856 2.9

나눔스퀘어 2.3283 5 2.6597 3.67406

돋움체 2.9636 4 3.1727 3.1364

맑은고딕 2.8555 4.2284 3.0699 3.5455

바탕체 4.40133 2.6597 5 2.9455

빙그레체 1.8205 3.3732 1.8299 3.387

산돌독수리Bold 2.6037 2.0163 2.2 2.3876

산돌이야기M 3.3683 3.6741 2.9455 5

타이포 도담체 1.8951 2.9674 1.7371 3.5272

휴먼옛체 1.7925 2.2703 1.6527 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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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상투’로 나타났다. 형태소 2개 조합에서 포함

된 ‘삐침’과 ‘상투’는 형태소 3개를 조합한 경우에도 

포함되었으므로 형태소 4개 조합은 형태소 3개 조합

인 ‘삐침’, ‘상투’, ‘꼭지점’의 구성에 새로운 형태소가 

하나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형태소 4개 조

합은 ‘삐침’이 빠진 ‘가지’, ‘꺾임’, ‘꼭지점’, ‘상투’의 

구성이었다.

따라서 추천 시스템에 적용할 단일의 개별 형태소 

영향력 순위는 형태소 조합의 구성 차이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선행 연구[3]의 폰트 추천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인 건 형태소 4개 조합이었으므로 형태소 

영향력 순위 계산은 형태소 1개부터 4개를 조합한 

것 중 폰트 추천 결과의 정확도가 상위 10위 안에 

드는 형태소 조합을 대상으로 했다. 이는 Table 5와 

같다.

형태소 영향력 계산은 각 조합의 추천 결과의 정

확도 값을 이용하며 형태소 조합의 정확도는 해당 

조합을 구성하는 각 형태소의 영향력 값이다. 형태소 

영향력은 예를 들어 ‘삐침’, ‘꼭지점’, ‘닫힘’, ‘상투’의 

4개 형태소 조합으로 폰트 추천 시 추천 정확도가 

0.88이라면 ‘삐침’, ‘꼭지점’, ‘닫힘’, ‘상투’의 영향력 값

에 모두 0.88이라는 값을 합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형태소 영향력 계산 공식은 식 (1)과 같다. s는 1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조합, ≤ ≤는 조합에 

포함된 각 형태소를 가리킨다. 는 영향력을 계산하

려는 임의의 대상 형태소이고  는 조합의 정확도 

Table 4. Ground-Truth of user's font similarity for large font size.

HY견명조 나눔스퀘어 바탕체 산돌이야기M

HY견명조 5 2.4422 4.5765 2.8583

HY신명조 4.796 2.4273 4.8403 2.4825

굴림체 2.0536 3.6253 2.4354 2.8091

나눔명조 4.2018 2.8727 4.4058 2.7622

나눔스퀘어 2.4422 5 2.7646 3.6741

돋움체 2.8091 4.2018 3.1636 3.2545

맑은고딕 2.8741 4.3 2.8091 3.5636

바탕체 4.5765 2.7646 5 2.9455

빙그레체 1.9604 3.1545 2.1002 3.5818

산돌독수리Bold 2.6224 2.1530 2.244 2.3727

산돌이야기M 2.8583 3.6741 2.7762 5

타이포 도담체 2.0443 3.0792 1.9044 4.1483

휴먼옛체 1.9231 2.3589 1.4818 2.7129

Table 5. Top 10 combinations of performance in 1 to 4 stroke elements.

Number of stroke
elements

Rank
1 2 3 4

1 삐침 삐침 상투 삐침 꼭지점 상투 가지 꺾임 꼭지점 상투

2 꼭지점 꼭지점 상투 꺾임 꼭지점 상투 삐침 꺾임 꼭지점 상투

3 돌출 삐침 꼭지점 삐침 꺾임 상투 삐침 돌출 꼭지점 상투

4 꺾임 꺾임 꼭지점 가지 꺾임 상투 가지 돌출 꼭지점 상투

5 닫힘 돌출 꼭지점 가지 꼭지점 상투 돌출 꺾임 꼭지점 상투

6 상투 꺾임 상투 삐침 돌출 꼭지점 삐침 가지 꼭지점 상투

7 부리 삐침 돌출 돌출 꺾임 꼭지점 돌출 가지 꺾임 상투

8 가지 돌출 꺾임 삐침 꺾임 꼭지점 삐침 닫힘 꼭지점 상투

9 삐침 꺾임 돌출 꼭지점 상투 돌출 가지 꺾임 꼭지점

10 돌출 가지 닫힘 꼭지점 상투 닫힘 가지 꼭지점 상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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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이며 는 계산 대상 형태소 가 속한 조합의 

정확도 수치  의 누적 합계를 저장할 변수라고 가정

한다. 누적 합산된 형태소 영향력 값에 따라 1위부터 

8위까지의 형태소 영향력 순위를 부여하였다.

     … 

∈    

 ∉ 

(1)

3.3 형태소 영향력 순위 계산 

글자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기존의 사용자 

폰트 유사도 평가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사용자 평가 Ground-Truth를 이용해 계산한 형태소 

영향력 순위(이하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는 Table

6과 같다.

계산된 형태소 영향력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투’

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닫힘’의 영향력이 가

장 작았다.

기존 형태소 영향력 검증을 위한 크기 통합 형태소

영향력 순위에 쓰이는 사용자 평가는 작은 글자 크

기, 중간 글자 크기, 큰 글자 크기의 사용자 Ground-

Truth 값의 평균으로 구축했다. 그리고 글자 크기에 

따라 형태소 영향력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글자 크기별 형태소 영향력 계산도 진행했다. 크기 

통합 형태소와 글자 크기별 형태소의 영향력 값과 

순위는 Table 7과 같다.

작은 글자 크기와 중간 글자 크기에서 가장 영향

력이 큰 형태소는 ‘상투’, 큰 글자 크기에서는 ‘꼭지

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영향력이 작은 형태소

는 작은 글자 크기에선 ‘닫힘’, 중간 글자와 큰 글자 

크기에선 ‘꺾임’이었다. 크기에 따른 형태소 영향력 

순위 변화는 Fig. 4와 같다.

Fig. 4. Change the rank of stroke element influences by 

character size.

Table 6. Existing stroke element influence values and 

rankings.

Rank Stroke element
Value of stroke
element influence

1 sangtu 26.4870

2 buri 15.0577

3 gaji 14.0024

4 dolchul 12.2639

5 kkeokim 7.4040

6 kkokjijum 7.3690

7 bbichim 5.5579

8 dadhim 3.6783

Table 7. Influence values and rankings of stroke elements by character size.

Integrated size Small size Medium size Large size

Rank
Stroke
element

Value of
stroke
element
influence

Stroke
element

Value of
stroke
element
influence

Stroke
element

Value of
stroke
element
influence

Stroke
element

Value of
stroke
element
influence

1 sangtu 18.7006 sangtu 24.4613 sangtu 18.5556 kkokjijum 18.6540

2 buri 16.8693 buri 15.9557 kkokjijum 17.6909 buri 15.8788

3 dolchul 14.9908 kkeokim 14.0555 buri 15.8192 dolchul 15.8570

4 kkokjijum 14.9595 dolchul 10.3460 dolchul 11.1747 gaji 13.8310

5 gaji 8.2870 kkokjijum 10.2571 gaji 10.0992 bbichim 9.2744

6 bbichim 6.4716 gaji 10.2183 bbichim 8.3007 sangtu 9.2268

7 kkeokim 5.5395 bbichim 3.6657 dadhim 5.4818 dadhim 5.5270

8 dadhim 5.5250 dadhim 2.7196 kkeokim 3.6213 kkeokim 2.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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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는 글자 크기가 작거나 중간 크기일 때는 가

장 영향력이 크다가 큰 크기의 글자에서 총 8개의 

형태소 중 영향력 6위에 위치하며 낮은 영향력을 보

인다. 반면 ‘꼭지점’은 작은 크기의 글자에선 다섯 번

째로 큰 영향력으로 폰트 추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중간 크기에선 2위, 큰 크기의 글자에선 영

향력 1위를 차지하며 글자 크기가 커짐에 따라 영향

력 또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해 

한글 폰트를 추천하는 경우, 글자 크기별로 다른 형

태소 영향력을 적용할 수 있다면 폰트 추천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다.

4. 가중치 계산 모델의 실험 분석 및 검증

4.1 가중치 계산 모델의 설정

폰트를 추천할 때, 유사도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형태소의 비중은 늘리고 영향이 작은 형태소의 비중

은 줄인다면 더 정확한 폰트 추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각 형태소의 영향력 값에 따라 형태소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 3장에서 계산한 개별 

형태소 영향력 값을 1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

하여 폰트 추천 시 가중치로 이용하고자 한다[11].

a, b는 정규화 범위(a < b), 는 정규화 대상 변수,

는 정규화된 변수라 가정할 때, 수식은 (2)

과 같다.

  −max−min

−min
 (2)

가중치 계산 모델로 기존 형태소, 크기 통합 형태

소, 글자 크기별 형태소 영향력 값의 범위를 조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4.2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 검증

기존 사용자 평가 Ground-Truth의 신뢰성을 확

인하기 위해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와 크기 통합 

형태소 영향력 순위를 비교하여 재검증을 진행했다.

두 순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켄달 타우 상

관 계수[12]로 순위를 비교해 연관성을 계산하였고 

연관성이 있다면 기존 사용자 평가 Ground-Truth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τ는 켄달 타우 계수이고 

p는 유의 확률이다. 두 순위를 비교하여 일치 쌍

(concordant pair)은 C, 불일치 쌍(discordant pair)은 

D라고 가정한다. 형태소 영향력 순위 검정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고 식은 (3)과 같다.

⚫귀무가설() : 두 순위 간 연관성이 없다.




(3)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와 크기 통합 형태소 영

향력 순위를 켄달 타우 상관 계수로 계산한 결과 유

의확률인 p값은 0.014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기존 형태소 영

향력 순위는 통합 형태소 영향력 순위와 연관성이 

있으며, 켄달 타우 계수 값(τ)은 0.714로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와 크기 통합 형태소 영향력 순위는 강한 

상관관계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한 사용

자 글꼴 유사도 평가 Ground-Truth는 신뢰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sults of converting stroke element influence values into weights.

Existing Integrated size Small size Medium size Large size

Rank
Stroke
element

Weight
Stroke
element

Weight
Stroke
element

Weight
Stroke
element

Weight
Stroke
element

Weight

1 sangtu 10.0 sangtu 10.0 sangtu 10.0 sangtu 10.0 kkokjijum 10.0

2 buri 5.49 buri 8.95 buri 6.48 kkokjijum 9.48 buri 8.44

3 gaji 5.07 dolchul 7.47 kkeokim 5.69 buri 8.35 dolchul 8.42

4 dolchul 4.39 kkokjijum 7.45 dolchul 4.16 dolchul 5.55 gaji 7.28

5 kkeokim 2.47 gaji 2.89 kkokjijum 4.12 gaji 4.9 bbichim 4.71

6 kkokjijum 2.46 bbichim 1.65 gaji 4.10 bbichim 3.82 sangtu 4.68

7 bbichim 1.74 kkeokim 1.01 bbichim 1.39 dadhim 2.12 dadhim 2.6

8 dadhim 1.0 dadhim 1.0 dadhim 1.0 kkeokim 1.0 kkeoki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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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글자 크기별 형태소 영향력 순위 검증

폰트 추천에 있어 글자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형

태소 영향력 순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평가하

기 위해 글자 크기별 형태소 영향력 순위에 대한 검

증도 진행했으며 글자 크기별 형태소 영향력 순위와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 간 상관관계를 켄달 타우 

상관 계수로 분석했다. 비교 결과 순위 간 연관 관계

가 있으면 해당 글자 크기의 형태소 영향력 순위는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해당 글자 크기에 대해선 형태소 영향력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순위 간 연관 

관계가 없다면 해당 글자 크기의 형태소 영향력 순위

는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와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글자 크기에 따라 다른 형태소 영향력 가중치를 적용

해야 유사 글꼴 추천에 있어서 더 정확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글자 크기별 형태소 영향력 순위

를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와 켄달 타우 상관 계수

로 비교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와 작은 글자 크기 형태

소 영향력 순위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인 p값은 유

의수준인 0.05보다 작아 상관관계가 있으며 강한 상

관관계로 나타났다. 중간 글자 크기와 큰 글자 크기

의 형태소 영향력 순위를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와 

비교했을 땐, 유의확률 p값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높아 중간 글자 크기와 큰 글자 크기의 형태소 영향

력 순위는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

선행 연구[3] 기반의 기존 사용자 형태소 영향력 

순위는 가중치 모델로 검증했을 때 형태소 순위 간 

차이가 없었으나 글자 크기별 비교에선 차이를 보였

다. 작은 글자 크기의 경우,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

와 차이가 없으므로 폰트 추천 시 기존 형태소 영향

력 순위를 따라 추천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중간 글

자 크기와 큰 글자 크기 형태소 영향력 순위는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와 차이가 있어 기존 형태소 영향

력 순위를 적용한다면 글꼴 추천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중간 크기, 큰 글자 크기에 대한 글꼴

을 추천할 땐, Table 8의 가중치 모델을 채택하여 영

향력이 큰 형태소는 반영 비율을 높이고, 영향력이 

작은 형태소는 반영 비율을 줄인다면 더 정확한 폰트 

추천이 가능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글 폰트 추천 시 글꼴 간 유사도

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용자 평가 Ground-

Truth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글자 크기에 따라 한글 

형태소의 영향력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봤다. 첫 번째

로 최적의 형태소 조합 구성의 차이가 컸다. 따라서 

추천 시스템에 적용할 단일의 형태소 영향력 순위를 

얻기 위해 형태소 영향력 순위 계산 모델을 정의했

다. 두 번째로는 계산한 형태소 영향력 값을 폰트 추

천 시스템에서 가중치로 쓸 수 있도록 1에서 10 사이

의 범위 내로 변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형태소 

영향력 순위를 이용해 기존 Ground-Truth를 검증한 

결과, 기존 사용자 평가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추가로 글자 크기별 형태소 영향력 계산이 

유의미한지 평가하기 위해 켄달 타우 상관 계수로 

형태소 영향력 순위 간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작은 

글자 크기의 경우 기존 형태소 영향력과 큰 차이가 

없어 따로 형태소 영향력 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

나, 중간 글자 크기와 큰 글자 크기는 기존 형태소 

영향력과 차이를 보였으므로 중간 이상의 글자 크기

에 대해선 각각 형태소 영향력이 계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작은 글자 크기는 본문용, 중간 글자 크기

는 발표 자료의 제목이나 본문용, 큰 글자 크기는 포

스터 디자인이나 발표 자료의 제목에 쓰일 수 있으므

로 글자 크기를 용도와 관련지을 수 있다. 용도에 맞

Table 9. Verification of the influence ranking of character elements by character size using kendall tau correlation 

coefficient.

Character size Small size Medium size Large size

p-value 0.01 0.10 0.54

Similarity between ranks similar different different

Kendall's τ coefficient 0.714 0.499 0.214

Correlation stro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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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폰트 추천도 가능해지면 폰트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폰트를 선택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며 

글자 크기별 형태소 영향력 계산의 활용 방안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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