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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wangju’s Original Fonts Design

for Enhancement City Brand Image

                                 by : Yeo Eun Hye

                                       Advisor : Prof. Kim, Nam Hoon

                                       Major in Brand Communicat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National brand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untry's past growth 

process has a larger goal. Twenty years after the resurgence of local gov-

ernments, in the 21st century, the global era, regions and cities surprise 

the world through competi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As a result, 

beyond the concept of a nation, the paradigm shifts to recognize the brand 

value of the city as a more important factor. This has led to the era of the 

need for a strategy to characterize competitive regions in response to glo-

balization.

  Everyone is looking for strategies and ways to survive in fierce competi-

tion, according to recent trends, one of the components of brand identity, 

exclusive fonts, has emerged as one of the biggest buzzwords among cor-

porate success strategies to survive in numerous competitive environments, 

and at the same time, it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survival.

  Dedicated typefaces, starting with corporations, play an excellent role as 

a means of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by engraving the brand identity 

of the company to consumers. This leads to a desire to purchase by deliv-

ering a familiar image to consumers, which in turn leads to an increase in 

sales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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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velopment of fonts for municipalities also takes place in this con-

text. The fonts for the municipal government play an excellent role as a 

means of enhancing competitiveness different from other cities by recog-

nizing the city's brand identity to the citizens. This has the effect of pos-

itively changing the image of the city to the citizens, and eventually leads 

to the result that many people seek the city. Ultimately an effective means 

of promoting the city's tourism effects.

  In June 2000, Gwangju Metropolitan City developed a special type of 

logo in the form of a logotype together with symbol mark and character, 

which are representative symbols in the process of symbolic developmen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However, the special fonts of Gwangju city 

were developed in the form of pictograms, which caused the problem that 

they could not be properly used in the digital device environment. For this 

reason, in 2017, about 20 years after the year in which the font was de-

veloped, it was redeveloped into a digital typeface and redistributed for use 

by many.

  Nevertheless,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lack of trends, lack of 

design of various fonts, lack of symbolism, lack of originality and differ-

entiation. Many municipalities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devel-

opment of dedicated fonts, and clearly distinguish them from those that do 

not spare investment for the development of differentiated dedicated fonts.

  Therefore, the following researche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propose 

design direction for Gwangju Metropolitan City 's font design study to en-

hance urban identity and city brand image.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analysis of the require-

ments of the font design for the local government derived from the previ-

ous research, seven citie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yeonggi 

Province, Jeollanamdo, Suncheon City, , Pocheon City, Asan City, and 

Goyang City) were selected and a questionnaire including the fonts for

-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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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metropolitan city was also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will investigate the problems of font design for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propose it as basic data for improvement plan and 

supplement.

  With the opening of the Asian Cultural Center, Gwangju Metropolitan 

City will firmly establish its status as a "cultural capital Gwangju" and aim 

to become an Asian cultural center. They are also working hard to suc-

cessfully carry out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FINA World 

Swimming Championships Gwangju 2019. I hope that it will be helpful as 

a basic material to build an integrated urban brand ident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pecial typeface design and to carry out the effective 

function to improve the city brand value of Gwangju throug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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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과거에는 국가를 성장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중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가

장 큰 목표로 여겨 왔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흐른 현재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지역과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세계화

라는 거대한 물결의 흐름에 맞춰 도시가 곧 경쟁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에 

들어서는 국가라는 개념을 넘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패

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의 특성

화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모두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에 

따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전용서체가 수많은 경쟁 환경 속에서 살

아남기 위한 기업 성공 전략 중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동시에 중요한 생존 수

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을 시작으로 한 전용서체는 기업의 브랜드 정체성을 소비자들

에게 각인시킴으로써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서의 훌륭한 도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소비자

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하여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기업의 매출 상승으

로 이어지는 효과를 지닌다.

  지자체 전용서체의 개발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지자체 전용서체는 도시의 

브랜드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타 도시와는 차별화되는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의 훌륭한 도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도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찾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 궁극적으

로 도시의 관광효과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광주광역시는 2000년 6월, 광주광역시 상징물 개발과정에서 대표 상징물인 심벌마크, 캐

릭터 등과 함께 로고타입 형태의 전용서체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광주시의 전용서체는 그림

문자 형식으로 개발되어 디지털 디바이스 환경에서는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서체를 개발한 해로부터 약 20여 년 후인 2017년, 디지털 서체로 다시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배포되었다. 

- 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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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에 뒤떨어진 디자인 및 다양한 서체 디자인의 부족, 상징성 결여, 

독창성 및 차별성 미흡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보인다. 수많은 지자체들이 전용서체 개발의 

중요성을 미리 깨닫고 차별화된 전용서체 개발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과는 확연하

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시 정체성을 높이고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 

연구를 위한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자체 전용서체 개발 사례 현황을 파악하고,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해 낸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요건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를 포함

한 7개의 도시(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전라남도, 순천시, 포천시, 아산시, 고양시) 사례

를 선정하고 광주광역시 전용서체를 포함하여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 및 보완의 기초 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과 함께 '문화수도 광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고, 이

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하고자 한다. 또한 2019년에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와 같이 대규모의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

다. 전용서체 디자인의 개선을 통해 통합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광

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도움이 되

길 바란다.

- Ⅹ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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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화 및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중심 요소로 여겨왔던 과거와 달리, 

1995년 대한민국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쟁의 심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대로 된 도시 브랜드를 지닌 나라들이, 결국에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차별화

된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각 지역은 도시브랜드의 디자인 요소

인  심볼, 슬로건, 캐릭터, 로고, 전용서체 등의 개발을 통해 도시의 통합 아이덴티티를 구축하

여 정체성을 강화하고 긍정적 이미지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구성 요소 중 최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것이 전용서체이다. 

기업에서의 전용서체 성공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 도시들도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전용

서체를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 도시의 전용서체 개발로 인한 

마케팅의 성공은, 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상승 및 자긍심 고취의 효과로 이어지며, 도시

상품이나 그 도시에 속해 있는 기업과 기업제품에 대한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

킨다. 나아가는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및 타 지역 거주자들을 도시로 이끄

는 관광 효과로써의 역할을 해낸다.

   광주광역시는 훌륭한 도시브랜드 자산을 지니고 있다. 자연환경적 자원으로는 광주를 대표

하는 명산인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산지와 평야가 펼쳐져 있고, ‘문화수도 광주’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광주비엔날레 및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충장로축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 축제들이 존

재하며,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적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역사도시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민주화 기록물과  민주주의 시대의 단

초가 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자원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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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도시로서의 면모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맛의 고장으로서 대표적인 도시라는 점도, 타 

도시와는 비교될 수 없는 광주광역시만이 지닌 뛰어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광주는 역

사·문화·예술·과학 등의 다방면에서 뛰어난 도시의 자산을 두루 갖춘 매력있는 도시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빛고을체’의 디자인에서 이와 같은 광

주광역시의 매력을 느낄 수 없다는 아쉬움이 크다. 

  지자체 전용서체의 가장 성공적인 개발사례로 손꼽히는 서울특별시 전용서체는 서체개발의 방

향수립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통해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상징적 요소와 디자인 핵

심가치를 찾아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전용서체를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개발되었으며. 서

울에 관한 기초 학술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서울'의 실현을 위해 보다 미래지향적

인 이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서울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담고, 향후 서체가족군의 확장이 이

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서체의 조형성과 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며 매체에 구애받지 

않는 범용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서체가족군을 구성하고자 하는1) 장기적인 계획의 수

립 하에 체계적인 연구 끝에 개발되었다. 이와는 달리, 광주광역시 전용서체는 로고 개발을 위

한 과정 중에서 개발되었고, 이는 개발되었던 디자인을 바탕으로 약 20년 후, 디자인의 변화없

이 디지털화되어 일반에게 배포되었다. 광주광역시 전용서체는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해 

내는 데에도 한계가 따르며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전용서체가 갖는 경쟁력 또한 매우 낮다. 이

에 따라 차별화된 전용서체 디자인으로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시행을 위한 겉모습에 치중되어 있는 광주광역시의 전용서체 디자인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자체 전용서체가 지녀야 할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며, 이를 바탕으

로 국내 사례들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전용

서체 디자인의 개선 방안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홍승희(2009),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서체 개발과 활용방안,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논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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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 및 배포되어 사용되는 지자체 전용서체 중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된 지자체 전용서체를 범위로 선정하였다.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도, 전라남도, 순천시, 아산시, 포천시 ,고양시 8개 지자체의 전용서체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도시브랜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브랜드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중요성에 대

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구체적으로 도시브랜드 디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구성요소를 파악한 

후 최근 가장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떠오르는 전용서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용서체의 종류

를 알아보고 광주광역시 이외의 지자체 전용서체 개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지

자체 전용서체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전용서체가 지녀야 할 요건에 대

하여 선행 논문을 통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 전용서체가 지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 <그림1>참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개념 및 중요성을 선행 연구 및 문헌 등을 통하

여 정리하였고,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정리한 후 그 중 최근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축

을 위한 요소로 각광받는 지자체 전용서체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 전용서체 디자인 분석 및 소비자 조사에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된 국내 지자체 전

용서체 사례 8개 도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시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해야 하는 4가지 요건에 대하여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선호도 파악을 위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빈도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5 -

�

===연구배경 및 목적 문제제기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서론

본론

결론

이론적 고찰

도시브랜드의 개요
전용서체 디자인의 

개요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의 이해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 현황

연구대상과 방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

결론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사례 분석

<그림 1> 논문의 구성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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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앞서 살펴본 이론 정리와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 결론 부분에서는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 범위와 방법을 통해 첫째, 도시브랜드와 전용서체 디자인의 개념을 알아

보고 둘째,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자체 전용서체의 필요성과 개발 요건을 알아본

다. 셋째,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의 개발 및 보완 방향을 제시함으로 결론을 삼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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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브랜드의 개요

1. 도시브랜드의 개념

2. 도시브랜드의 필요성

3.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구성요소

제2절 전용서체 디자인의 개요

1. 전용서체의 개념 및 분류

2.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이해

3.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요건

제3절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에 대한 이해

1.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과 전용서체 디자인의 상관관계

2. 광주광역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분석

3.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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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브랜드의 개요

  1. 도시브랜드의 개념

  브랜드(brand)는 오래 전 로마,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물건에 제조자 표식을 하던 행위를 그 

시초라고 보며, 게르만인의 한 파인 앵글로색슨족이 가축에 인두로 소유주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던 것을 ‘브랜드’라고 부르면서 브랜드라는 단어가 유래, 정착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누가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혹은 방목해서 키우던 가축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선별하는 일부터 시작

한 브랜드는, 산업혁명으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점점 그 중요성

이 부각되어 왔다.2)

  브랜드가 중요 마케팅 수단으로 시장경쟁 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부터이고,  미

국마케팅협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 따르면 브랜드에 대한 개념을 ‘판매자나 

개인이 시장을 통해 제공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징짓고 경쟁 상황에서 차별화하기 위

해 만든 네임, 로고, 상표, 패키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브랜드는 기업이 제공하

는 상품 및 서비스에 국한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재는 서비스나 조직 또는  어떤 도

시나 나라, 고유명사 등 모든 부문에서 브랜드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환경 속에서 현재, 국가가 아닌 도시 간 경쟁의 심화에 따라 각 도시들

은 그들만의 통합 이미지를 정립하고 이를 경쟁화 전략으로 내세워 마케팅적인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브랜드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데, 도시브랜드를 정의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의 <표1>과 같다.

2) 최영인(2014), 좋아보이는 것들의 비밀, 브랜드 디자인, 도서출판 길벗,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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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도시브랜드 개념 정의3)

3)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방향, p.9.

  선행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도시브랜드란,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또는 타 도시와 차

별화하기 위해 특정 도시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자산(환경요인, 역사요인,  문화요인, 행정적 

요인 등)을 활용한 종합적 가치 체계를 일컫는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브랜드는 특정 도시 그 자체만이 지니는 자연 환경적 요인, 역사적 배경,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 및 도시의 명칭, 상징이미지, 상징물, 도시 이미지 등의 상징체계를 중

심으로 도시 및 도시상품을 통해 타 도시와 차별화하는 수단으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

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도시가 지니는 자산과 그 가치를 중심으로      

특정 도시의 개성과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고 정체성을 확립시킴으로써, 도시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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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브랜드의 필요성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모든 국가가 단일 공동체화 되어가는 현대 흐름속에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중심 요소로 여겨왔던 과거와 달리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 간의 경쟁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변화의 흐름은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구

축을 위한 전략적 수단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즉, 도시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주요 단위

로써 부각되었고 또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의 도래는 도시의 생활양식, 문화 등의 질적 매

력과 네트워크 역량 등을 강조하는 도시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도시 패러다

임의 변화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수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런 전

략적 수단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도시브랜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4)

  도시브랜드가 가지는 목적은 그 도시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

해, 도시가 가지는 브랜드 자산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도시의 이미지는 

사용자들에게 그 국가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되고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수단이 된다.5) 이를 통

해 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상승 및 자긍심 고취의 효과로 이어지며, 도시상품이나 그 도

시에 속해 있는 기업과 기업제품에 대한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나아가는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및 타 지역 거주자들을 도시로 이끄는 관광 효과로

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다시 말해 도시브랜드는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그 도시만의 특징적인 도시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시제품의 판매 촉진, 관광산업 육성, 투자 유치를 증대시키는 전략적인 마케팅 수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시브랜드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통해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천발전연구원(2010),  2010 인천 도시브랜드 포럼 미래지향적인 도시브랜드 만들기, p.22.

5) 이재영(2006), 국가 브랜드 구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요인에 관한 연구, 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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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도시브랜드를 통한 효과6)

6) 임정은.이수태(2008), 도시브랜드 디자인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브랜드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

자인학회 Vol.6 NO.1, p.55.

7) 정수화(2013), 한글영문활자의 시각적 통일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8) 장혜진(2007),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으로서 인터랙션 아이덴티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7.

  3.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구성요소

  영국에서 20세기 초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기업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개념은, 현대에 이르러

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CI라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CI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을 공유하고 구성원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며 이를 외부로 표현하여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확

립하는 작업으로, 기업 아이덴티티는 다른 조직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

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경영 전략에 맞는 기업 이미지를 형성

하며 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7)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브랜드의 기본 개념이 되

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켈러(Keller)는 기억 가능성, 의미성 전이 가능성, 적응 가능성, 상호 가능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브랜드 아이덴티

티 선택모델을 주장했다. 그는 브랜드 네임, 로고, 심벌, 캐릭터, 슬로건, 전용서체, 징글, 패키

지 등을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며 이것들의 총체적 집합이 브랜드 아이

덴티티라고 정의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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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일권(2003), 브랜드 아이덴티티, 경영정신, p.211.

  켈러(Keller)에 의하면 전용서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며, 도시브랜드에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했을 때,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써 전용서체가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표3>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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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용서체 디자인의 개요

  1. 전용서체의 개념 및 분류

  

  서체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 ‘활자(活字)’라는 단어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자의 의미로 보면 ‘활자’는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글자를 의미한다. 영어로 ‘movable type’라고 하는 활자는 돋움 글자가 하나씩 새겨진 

쇠막대기들을 여러 개 나열해 문장과 글을 만들도록 개발된 금속 활자를 일컫다가, 점차 인쇄된 

글자를 통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활자가 책의 인쇄와 보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면서 자연

스럽게 여러 가지 개성 있는 모양의 글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들 서로 다른 글꼴들을 ’서

체(typeface)’라고 부른다.10)

  전용서체는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자정보를 일관된 스타일로 표현

하기 위해 기업에서 특별히 디자인하여 사용하는 서체이다. 이러한 서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기업의 역사와 비전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역할을 주

목적으로 한다. 많은 경우에 기업 심볼이나 회사명 로고타입을 보조하거나 혹은 그것들과 조화

시킬 목적으로 개발된다.11)

  시각 커뮤니케이션 요소로써 전용서체는 기업이나 상품, 도시 등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

타내는 여러 가지 수단 중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서체가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거

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하였다면, 현재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알리기 위한 기업이나 도시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체전문 업체인 (주)윤디자인연구소의 분류에 따라 전용서체를 기업, 지자체, 브랜드, 디바

이스, 신문, 게임용, 방송용 전용서체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12)

 

10) 네이버 지식백과, 한글 타이포그라피, 자료검색일 2017.11.08.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866&cid=42192&categoryId=42217

11) 나카니시 모토(1994), New DECOMAS : CI · BI 를 통한 신경영 전략, 디자인하우스, p.18.

12) 윤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yoondesign.com 자료검색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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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전용서체

  기업 전용서체는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노출되는 문자정보에 통일된 스타일을 부여하여 기업

의 정체성 강화와 이미지 구축을 위해 배포, 사용하는 서체를 말한다. 기업전용서체는 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되며, 고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기업의 고유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된다.13) 또한 현재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향상을 목표로 브랜드 이미지

를 통합하려는 노력과 함께 타기업과는 차별화되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체성 요소로 자

리매김하며 많은 기업들의 전용서체 개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그림 2>는 대신증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용서체로, 소비자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탄탄한 안정감이라는 이미지와, 금융사가 주는 신뢰감을 강조하여 이

를 효과적으로 서체에 나타내도록 제작되었다. 이에 대신증권의 전용서체는 우직하게 곧게 뻗

은 직선과 탄탄하고 간결한 조형 형태의 특징을 지니며, 이는 금융회사가 주는 신뢰감이 바탕이 

된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는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효과를 지닌다.

<그림 2> 대신증권 전용서체

- 타이포그라피 서울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228

13) 최미진(2011), 기업전용서체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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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자체 전용서체

  지자체 전용서체는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통일된 도시이

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및 제작하는 전용서체를 의미한다. 도시는 

고유한 전용서체를 보유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공공안내사인 및 도시경관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독자적인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고유의 문화 형

성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 타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전용서체 개발이 국내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앞다

투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의 전용서체는 ‘전라북도체’이고, 그 이후 ‘김제시

체’가 개발되었지만, 현재 이 두 서체는 사용상의 문제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 그 후 ‘양평군체’, 

‘성동구체’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되었고,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서체’, ‘제주서체’, ‘부산체’ 

등이 제작되어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있다.14)

  지자체 전용서체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도시와 시민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3>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서체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14) 정유경·김진영(2013), 도시 전용서체의 한글 글꼴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43,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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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브랜드 전용서체

  브랜드 전용서체는 기업에서 개발한 브랜드의 이미지 확립과 통일된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해 

활용되는 서체로, 브랜드가 가진 특성과 추구하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기업전용서

체에 비해 노출빈도수가 높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시간에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하며, BI와 연계된 브랜드 전용서체는 시각 디자인의 중요한 형태의 언어로서 브

랜드의 ‘목소리’를 만들어 준다.15)

  <그림 4>는 정관장과 '윤디자인'에서 함께 개발한 전용서체이다. 제품의 주요 재료인 홍삼의 

형태적 특징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자음에 적용된 곡선의 형태가 홍삼의 시각적 이미지를 잘 

드러내준다. 해당 브랜드 제품에 적용된 서체가 제품의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7>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 및 배포한 전용서체로, 본문용으로 적합한 제주고딕체, 

제주명조체와 도시브랜드 요소 중 환경적 요인인 현무암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제주한라산체가 

있다. 제주의 상징성과 문화적 특징을 살려 디자인된 제주한라산체는, 제주만이 지니는 정체성

을 잘 담아내어 도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성공적인 지자체 전용서체 개발 사례로 손꼽

힌다.

<그림 4> 정관장 전용서체 '정관장체'

-윤디자인연구소 '윤톡톡' 블로그 http://yoon-talk.tistory.com/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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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전자책과 같은 디바이스를 타겟으로 제작한 전용서체이다. 

다양한 크기의 디바이스 화면에서 사용자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가독성이 최우선시되는 방식으

로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화면에서 구조를 단순화하여 사용시 글자가 깔끔하게 읽힐 수 있도록 

뭉침현상을 제거하고 최대한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으며, 무려 15개 종류의 서체 

굵기를 제공하여 해상도가 다른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하였다. 디바이스 전용서체는 단순히 가

독성만을 넘어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서체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15) 최미진(2011), 기업전용서체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p.9.

16) Ibid., p.9.

<그림 5>  출판인회의 전용서체 'KoPub체'

- 한국출판인회의 홈페이지 http://www.kopus.org

 (4) 디바이스 전용서체

  디바이스 전용서체는 휴대폰, 태블릿 PC, TV 등과 같이 문자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각각의 목적에 맞는 최적화된 서체를 말한다. 최근 모니터 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

기나 태블릿 PC에서도 여러 종류의 서체를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디바이

스 전용서체의 경우 글자의 디자인 외에도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합한 서체와 작은 창에서도 가

독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각 기기의 특성과 사용자 환경, 사용

자 고유의 경험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독성을 구현하고, 각 제품의 특징과 컨셉을 반영한 서체

를 디자인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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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문 전용서체

  신문전용서체란 신문에 적용되는 글자의 서체를 의미한다. 어떠한 매체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

큼 수많은 글자 수를 다룰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글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

된 크기 내에서 정확한 기사 전달을 위해서는 가독성을 우선시하여 서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

다. 글자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래 보더라도 눈의 피로감

이 적고 방해요인 없이 술술 읽힐 수 있어야 좋은 글자라 할 수 있다. 신문전용서체는 이와 같은 

요소를 잘 고려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맞는 서체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은 한겨레 신문 전용서체이며 줄여서 한결체라고 불리운다.  2005년 한겨레 창간 17

주년을 맞아 첫 선을 보였고, 그 해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게 공

개었으며 이어 신문사 전용서체 역사상 최초로 무료 배포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겨레결체 제작 이전의 전용서체들이 거의 대부분 ‘네모틀 글꼴’이었던 반면, 신문 전용서체

로서는 최초로 '탈 네모틀 글꼴'로 제작되었다. 이는 신문 전용서체가 기본적으로 지니는 속성인 

가독성과 더불어, 신문사의 참신하고 개성있는 이미지를 서체에 담아낸 심미성 또한 고려되었

다는 측면에서 사실만을 바르게 전달해야만 매체의 특성상 자칫 단순해질 수 박에 없는 디자인

을 뛰어넘어 앞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열린 신문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 방

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림 6> 한겨레신문 전용서체 '한겨레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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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오버워치 전용서체 '코버워치체'

- 윤디자인연구소 '윤톡톡' 블로그 http://yoon-talk.tistory.com/719

(6) 게임 전용서체

  게임 전용서체는 게임 사용자가 채팅 및 해당 게임에 관한 정보 확인 등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수월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게임 환경에 최적화되어 개발된 서체이다. 게

임 전용서체는 게임이 지니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게임에 몰입도를 올리고 게

임 속 그래픽 이미지, 캐릭터들, 아이콘이나 UI 디자인 등과 어우러져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

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완성도 있는 게임 환경을 제작한다.

  <그림 7>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임 '오버워치'에서 개발된 전용서체 '코버워치체'이

다. 기본적으로 영문폰트 'BigNoodle Titling'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영문에 담긴 서체

의 특징들을 한글폰트로 가져가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위해 여러가지 다양한 시도를 했다. 오버

워치의 게임 컨셉에 맞게 개성있고 당당한 게임 캐릭터들의 성격을 서체에 담아낸 특징을 지니

며, 게임 특성상 화려하고 역동적인 게임 그래픽과는 대조되도록 가독성과 시인성 확보를 위한 

깔끔하고 두께감 있는 서체로 디자인된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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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bs 전용서체 '창의체', '신뢰체'

- sbs 홈페이지 http://www.sbs.co.kr

sbs 전용서체는 23주년을 맞이하여 산돌커뮤니케이션에 의해 2014년 제작되어 개발 및 배포된 

전용서체이다. 23년 동안 쌓아온 시청자와의 견고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과 감성적 

소통을 하는 부드러움을 겸비하는 이미지를 서체에 담아내도록 하였다. 이에 제목용 폰트인 ‘창

의체’와 본문용 폰트인 ‘신뢰체’가 개발되었다. 

 sbs 전용서체는 다른 개발 사례와는 달리 공중파 방송사로서 신뢰도가 생명인 뉴스를 비롯하

여 예능 및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방송 컨텐츠를 제작하는 곳이다. 이에 서체 개발에 있어서 정

보 전달의 정확성이라는 기본적 요건과 다양한 컨텐츠 및 시청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7) 방송 전용서체

  방송 전용서체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가독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영상 매체를 프로그램의 감동과 재미를 문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서체를 의미한다. 방송사의 아이덴티티 구축과 비슷한 맥락에서 개발

되는 방송화면의 자막용 서체는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고 함축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청자들

에게 전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화면에 대한 추가적 설명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방송자막은 전달하고자 하는 말

의 뉘앙스를 최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체 선택이 중요하다.또한 화면과 함께 짧은 시간에 지

나간다는 것을 고려하여 가독성과 부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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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이해

 1) 지자체 전용서체의 이해

  국내의 전용서체는 1970년대 말 기업의 CI도입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전용서체 개발을 포함한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구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

근에는 민간기업의 활동 못지않게 국가나 정부 또는 도시나 사회 조직에서 국가 간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아이덴티티 구축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고, 이에 독자적인 서체를 개발하여 운용하

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용서체의 개발 바람과 동시에 최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관심이 급증

하고, 특히 공공디자인에서의 타이포그래피가 주목받으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인 한글디자

인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도시가 고유의 서체를 보유한다는 것은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바로잡고 도시 내 시각정보를 효

과적으로 전달하며 일관된 서체운용을 통해 해당 도시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 및 공공기관의 한글 전용서체 개발의 의도는 조직의 정체성 확립을 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같지만, 완성도 높은 서체의 개발을 관(官)에

서 주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하여 한글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높인다는데 큰 의미가 있

다.17)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했던 전용서체의 디자인 개발 역시 지자체 전용서체의 개발 사례에 속하

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이외의 국내외 지자체 전용서체 사례를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기 위한 선

행 자료 수집 및 파악을 해보고자 한다.

17) 홍승희(2009),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서체 개발과 활용방안,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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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외 사례

  전용서체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영국 런던의 ‘뉴존스턴(New Johnstone)체’는 1913년 런던운

송국 디자인 통합계획 하에 개발된 서체로 런던의 지하철, 버스 등 운송국 소속 교통수단의 정

보를 표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런던의 지하철을 일컫는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의 이름

으로 잘 알려진 이 서체는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위한 최초의 전용서체로 제작되었고, 도시 이미

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했다. 

  ‘뉴존스턴체’는 달리는 교통수단 안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과 인식성

에 충실하게 제작되었다.18) 그 결과 100여 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런던 시내 곳곳에 다양한 

공공 사인물과 교통관련 사인물에 적용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며 도시의 대표적

인 상징이 되고 있다.

<그림 9> 영국 런던 ‘뉴존스턴체’

18) 사이먼록슬리(2005), 타이포그래피의 역사, 생각의 나무, p.30.

  런던 ‘뉴존스턴체’가 있다면, 파리에는 ‘파리지엥(Parisine)체’가 있다. ‘파리지엥체’는 1996

년 프랑스 파리 시내와 외곽을 잇는 지하철 ‘RATP’의 각종 안내사인과 인쇄용을 위한 서체로

제작되었다. 좁은 공간에 일정한 양의 정보를 담아야 하는 교통 사인의 특징을 고려해서 자폭

을 좁게 조정했다. 파리에 있는 무려 300여 개의 시내와 외곽을 연결하는 지하철의 안내 표지판

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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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프랑스 파리 ‘파리지엥체'
- 타이포그라피 서울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391

  파리지앵은 심플함과 전체적인 자형이 고딕 형태를 띄지만, 자폭이 좀 더 좁게 조정되어 소문

자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조합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소문자의 사용으로 빠른 시간에 단어

를 인식하게 하여, 도시 안내사인 적용에 적합한 서체이다. 파리지앵체는 고속화, 대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이용객의 동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기

능을 하고 있다.19)

  독일에는 'DIN서체'가 있다. DIN은 Deutsche Industrie-Norm(=German Industrial 

Standard)의 약자로 '독일 공업 규격'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DIN이라는 단어는 독일 내 사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을 대표하는 공식 서체의 이름도 DIN Schriften

이라 불리운다.

19) 홍승희(2009),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서체 개발과 활용방안,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논문, p.29.

<그림 11> 독일 ‘DIN서체’

- idsgn http://idsg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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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DIN서체는 1905년 프루시안 철도회사에서 처음에 화물트럭들의 

표시를 통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920년, 독일의 모든 철도회사들이 합병함에 따라 프루시

안 철도회사의 글자체가 모든 철도회사 폰트의 기본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글자체가 가독성

이 좋고 재현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독일산업표준협회는 1936년에 서체 ‘DIN 1451’을 도로 시

안 및 공공의 영역에 활용하기로 하였는데, 이 서체가 현재 많은 디자이너들의 사랑을 받고 있

는 타입페이스 DIN의 시작 기원이다.20) 이 서체는 독일 고속도로의 도로 교통 사인물에 적용되

어 운전자가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무리없이 읽혀야 하며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시인성과 가

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독일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디터람스는 'Less but Better.' 즉, '좋은 디자인은 가능한 한 최소

한으로 디자인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DIN서체는 그의 말에 가장 부합하는 서체일 것이다.      

  다른 서체에 비하여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서체디자인은 사용자 뿐 아니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한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서체

가 기본적으로 지녀야하는 가독성에 더하여 심미성에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독일 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널리 사용 되기도 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디지털 

폰트로 출시 되기 시작했고, 기본 서체인 'DIN 1451'을 기반으로 하여 1995년에는 유명 폰트 

디자이너인 알베르트 장 풀(Albert-Jan Pool)에 의해 리메이크되어 'FF DIN'체로 개발되었다. 

  이 서체 또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 현재까지도 다양한 경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예

를 들면 뉴욕의 도로 표지판이라던지 뉴욕의 유명 미술박물관인 MoMa박물관의 전시용 폰트 및 

다양한 영화포스터와 JetBlue 항공사의 로고 및 한국에서의 사용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20) 폰코스토리(2014.05.15), 20세기 후반부터 사랑받는 독일 표준폰트 'DIN', 위키트리, 자료검색일 2017.11.09, 자료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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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의 많은 도시들과 더불어 동양에서도 우수한 전용서체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일본

의 요코하마 시에는 전용서체인  ‘고나체, 신고체, 나우체’가 있다. “140년에 걸쳐 국제 항구도

시로 번영해 온 도시로서 디지털 폰트와 사진식자에서 사용되는 서체가 공공사인에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아 도시 사인의 표준화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보다 쉽게 알아보고 판별할 

수 있는 사인서체 필요성의 의한 결과물로 제작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일본서체의 구조와 틀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곡선과 직선으로 디자인 된 요코

하마 지정서체는 서체로서 중성적이고 중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거리 간 시각적 판별의 

연구와 사인에서 효과적인 활용의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하고 있다.21)

  

  이로 인해 사인의 표준화 정리로 세계적인 국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였고, 요코하마 거리 사

인의 시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관된 서체운용을 통한 효과적

인 도시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 도시 요코하마로의 포지셔닝이 가능하

게 되었다. 또한 도심의 시각적 즐거움과 독특한 정체성 부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림 12> 요코하마 전용서체 적용사례
타이포그라피 서울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391

21) 팝사인(2008.06), 도시전용서체 개발 해외 성공사례, 전자신문, 자료검색일 2017.11.09, 자료출처

http://popsign.co.kr/index_media_view.php?BRD=6&NUM=430



- 26 -

  국제 비즈니스 도시이자 요리, 쇼핑, 문화, 관광지, 축제의 다양한 아이템을 보유한 세계적

인 관광지 홍콩에서는 특수 행정지역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마케

팅 전략에 따른 브랜딩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브랜드 홍콩’이라는 명칭의 이 프로젝트는 홍

콩의 도시 이미지를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모션이었다. 2003년 제정된 

‘Guideline for Hongkong City Brand Identity’에 따르면 역동성과 창조성을 강조한 심벌과 

함께 도시 이미지에 적합한 서체를 지정 서체로 사용하여 도시 안내 사인과 웹 사이트 및 각종 

브랜드 활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의 영문 지정 서체는 ‘프루티거(Frutiger)’체로 현대적이고 심플한 도시이미지를 담고 있

으며, 완벽한 균형미와 강한 콘트라스트로 전통적인 중국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또한, 중국

어 타입페이스는 ‘헤이체(Hei)’라고 하는 활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안정적이고 균형적일 뿐

만 아니라 영문 서체인 프루티거와 조화를 이루어 국제도시로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홍콩

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22)

<그림 13> 홍콩 전용서체 적용사례
타이포그라피 서울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391

22) 타이포그라피 서울(2013.04.29), 세계의 글꼴과 도시 이미지, 전자신문, 자료검색일 2017.11.10, 자료출처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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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라북도 전용서체 <그림 15> 김제시체 전용서체

  3) 국내 사례

  전라북도는 2000년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라는 전라북도의 도정 지표 하에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체’를 한글, 영문 서체 라이트(Light)와 미디엄(Medium)의 두 가지 

종류로 각각 개발하였다. 전라북도에서 활동 중인 폰트를 개발하고 신문사와 관련된 SI를 전문

으로 하는 ‘디컴즈’에서 제작되었고, CI 개발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2009년 전라북도

의 심벌마크 변경 작업으로 인해 홈페이지에서는 사라진 상태이지만 개발사인 ‘디컴즈’에서 현재

도 배포 중이므로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홈페이지

에서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전국에서는 최초로 제작된 지자체 전용서체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100여 년 전 서체 개발에 주력했던 유럽의 도시들의 경우, 대부분이 교통 관련 사인물을 중심

으로 서체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를 공공 사인물에 적용함으로써 발전하였다. 그 이유는 시내

와 외곽을 잇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외부와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짐과 함께 국제화 및 세계화가 

다양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여행객의 증가와 더불어 해외여행객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을 진

행함과 동시에 통일화된 시스템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도시브랜드 이

미지를 일정화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함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의 긍정적

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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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에서 2008년 8월경 개발되어 배포가 완료된 ‘양평군체’의 사용도 활발하다. 타

도시와 다른 점은 공무원 아이디어 모집으로 개발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의 협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개발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다른 지자체들의 서체보

다 개발 기간이 짧은 이유는 기존에 양평군 서체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지’로 되어 

있어 이를 확대 및 축소 하는 것 외에는 활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를 보완하고 공문서, 홍보자

료 등 폭넓은 사용을 위해 서체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양평군체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다

만 설치를 할 경우 워드프로세서의 서체 리스트에서 상단에 배치되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세가지 굵기의 서체로 전용되었다.23)

<그림 16> 양평군 전용서체

23) 정책공감(2011.10.06), '양평군체','제주한라산체'. 지자체만의 '전용서체' 아세요?, 위키트리, 자료검색일 2017.11.11, 

자료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6571

<그림 17> 정선군 전용서체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도내에서는 최초로 전용서체를 개발하였다. 정선군의 대표 도시브랜드

인 정선아리랑과 정선 5일장, 그리고 동강의 이미지를 잘 나타냄과 동시에 세계적 국제 대회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그 밖의 정선 아리랑제 행사와 같은 대규모 행사 개최를 위해 이를 

문화적으로 무리 없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전용서체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선군은 2017년 3월 손글씨 느낌의 서체인 ‘정선아리랑체’와 고딕스타일의 ‘정선동

강체’ 두가지 굵기의 두 종류 서체를 개발 및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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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글씨체로 제작된 정선아리랑체는 힘이 있고 날카로운 느낌의 글자를 표현하였으며, ‘아리랑 

역사의 자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체에 기울기를 주어 정선아리랑의 비전과 희망을 생동감 

있는 표정으로 담아내었으며 굵은 획과 얇은 획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서로 소통하며, 강약의 

리듬성을 통한 매력적인 감성을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고딕형태의 정선동강체는 정선의 아름다운 ‘기암절벽’의 형태에서 느낄 수 있는 강인함과 ‘동강

할미꽃’의 강인함 속 여린 꽃의 곡선 형태를 그래픽 모티브로 제작된 서체로서 직선과 곡선의 조

화를 통하여 역동적이고 리듬감 있는 정선의 희망찬 미래를 표현하고자 하였고,24) 이는 정선군 

상징물인 CI와 브랜드 슬로건, 각종 문서의 타이틀 및 본문 작성용 서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체 개발에 있어서 정선군 전용서체는 본문용 고딕서체인 '정선동강체'의 개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선의 대표적 도시브랜드 이미지인 정선아리랑과 정선군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잘 

어우러지도록 감성적인 느낌을 손글씨체로 녹여낸 ‘정선아리랑체’를 통해 국제 대회를 준비하는 

같은 도내의 도시로서, 전용서체 개발이 지니는 중요성과 그에 따른 파급력을 이해하고 이를 통

해 홍보 전략에 있어 전용서체가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 정선군

의 진정성있는 개발 노력이 깃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 정선아리랑
- 정선군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그림 19>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과 캐릭터

24) 정선군(2017.3.4), 정선군 전용서체, 정선군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7.11.09, 자료출처

http://www.jeongseonfo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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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아리랑체’와 비슷한 사례로 충남 예산군의 ‘추사사랑체’가 있다. ‘추사사랑체’는 서체 개발 

전문 회사인 ‘윤디자인연구소’에 의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에 거쳐 실시된 ‘추사 김정

희 문화상품화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2010년 말 이상현, 이규환, 김재일 서예가와 함께 개발 

및 완료 되었다. 추사의 글씨 가운데에서도 ‘예서체’와 ‘해서체’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아 제작되

었다. 하지만 서체를 무료로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 및 공급하는 타 지

자체들과는 달리, 서체를 활용한 제품 개발 사업이 중심이었기에 공개 및 보급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타 지자체들이 전용서체 활용을 통해 홍보 효과를 누리는 상황과 대조적인 사례

로 볼 수 있으나, 예산군 내의 ‘추사거리 조성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간판정비 

사업 계획 추진으로 ‘추사사랑체’가 활용되면서 활발한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 20> 예산군 '추사사랑체'

<그림 21> 예산군 '추사사랑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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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요건

  1970년대 대한민국은 사회적 혼란과 도시의 고도 성장에 따른 인간성 상실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권위적인 상징단계였으며, 1980년대 역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회만 있고 자치단체는 구성되지 못한 불구적 형태의 출발과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인한 대도

시 집중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

이하게 되는데, 지방선거(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

적 정부정책 참여, 국제화·정보화 흐름에 맞춰 성장과 발전이 좌우되는 외부환경과의 관계설

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는 능동적 전략인 도시브랜드화를 활발히 만들어가고 있

으며 그것에 맞는 개성적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또한 적극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지역을 가꿔 나가는 

데에는 외부에서 공장을 유치하거나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받아 발전을 도모하는 외발적 개발

과 지역의 소재를 활용하는 내발적 개발이 있지만, 이중 지방정부에 특히 요구되는 것은 내발

적 개발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발적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지

역 이미지를 확립하고 주민들의 주인(主人)의식을 높여 지역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도시브랜드화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정할 수 있다.25)

  이와 같이 도시이미지 안에는 도시의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문화적인 면이 포괄

적으로 들어있기 마련이며, 그것은 각 도시마다 시대적, 문화적, 개발적 측면에 따라 각기 차별

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지자체 전용서체는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수단이자 도

시의 상징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담아 통일된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활용되는 도시브랜드

를 위한 아이덴티티 요소로,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긴 상징적인 결과물이다.26)

25) 박효진(2008), 지자체 심볼마크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동서대학교 디자인&IT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27.

26) 석중휘(2012),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전용서체 사례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31,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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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국외 사례들에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물론 일본 등에서는 도로 

안내판과 같이 무질서한 공공 안내물 등이 전용서체의 적용으로 인한 도시 이미지 재정비로 시

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에게 통일된 도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이에 긍정

적 홍보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우에도 다양

한 지자체에서 가독성을 위한 본문용 서체 뿐 아니라, 각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개성있고 독창적인 손글씨체 제작 사례 등을 통해 지자체 전용서체가 마케팅 효과 측면에서 얼

마나 큰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알아본 국내외 지자체 전용서체 사례를 바탕으로 앞

으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자체 전용서체가 어떠

한 기준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지자체 전용서체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을 분석해보고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

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에 앞서 지자체 전용서체의 개발을 위한 요건을 제시한 학자들의 선행 연구는 아래 표로 정리

하였고, 이를 통해 지자체 전용서체의 개발 요건 4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표 4> 지자체 전용서체 요건의 선행 연구

연구자

① 독창성·차별성      ② 조형성·심미성

③ 가독성                  ④ 상징성

⑤ 적응성

① 상징성                  ② 가독성 

③ 심미성                  ④ 확장성

서방울(2011)

석중휘(2012)

지자체 전용서체 요건

나카니시모토

(2012)

홍승희

(2009)

① 가독성                  ② 재현성

③ 식별성

① 독창성·차별성      ② 조형성

③ 가독성                  ④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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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독성

  많은 양의 텍스트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가 하는 시각적 속성을 가독성이라고 한다. 

즉,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정보 전달

의 효율성과 직결된다. 가독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글자 스타일, 글자 크기, 색상의 조화, 글자

의 공간, 글줄 길이, 정렬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27) 가독성은 도시 내에 복잡하게 존재하는 

수많은 유형물들 속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하는 전용서체가 지녀야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확장성

  지자체 전용서체는 특히 개발된 후 도시의 현판이나 표지판 및  CI와 브랜드 슬로건, 각종 문

서의 타이틀 및 본문 작성용 서체 등의 다양한 매체에 활용된다. 현대에 이르러는 디지털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지자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다방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서체의 크기를 

확대 및 축소 가능하며 여러 분야에서 다채로운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독창성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롭고 독특한 시각에서의 차별성을 지닌 전용서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는 해당 도시만이 지니는 특성을 고려한 요소로서의 개발 방향의 설정으로, 이를 통해 보

는 이로 하여금 타도시와 차별화하여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징성

  추상적인 무형의 사실이나 개념 등을 어떠한 유형의 사물이나 현상으로 대체하여 나타내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지자체 전용서체로서의 상징성은 해당 도시만이 가지는 유일한 이미지

나 독보적인 환경적, 역사적 자산 및 특징들을 서체에 고스란히 담아내어 서체의 이미지를 통해 

해당 도시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7) 오병근·강성중(2008), 정보 디자인 교과서, 서울:안그라픽스, p.172.



- 34 -

  위의 네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지자체 전용서체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도시 브랜

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독창성과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

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자체 전용서체 개발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브랜

드 가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표 5> 지자체 전용서체 요건 정리

지자체 전용서체
요건

① 가독성            ② 확장성

③ 독창성            ④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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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에 대한 이해

  1. 도시브랜드와 전용서체 디자인의 상관관계

  도시브랜드란 특정 도시 그 자체만이 지니는 타 도시들과 차별화되는 자연 환경적 요인, 역사

적 배경,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 및 도시의 명칭, 상징이미지, 상징물, 도시 이미지 등의 상징

체계라 할 수 있다. 도시가 이와 같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인식되고 있는 의식의 바탕에는, 이제 

도시가 정체성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여 도시 발달에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아이덴티

티로 상징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역시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든 후 대도시, 중소도시 할 것 없이 도시와 지역의 구분을 

막론하고 아이덴티티 개발, 슬로건, 지역축제, 농산물 특화 브랜드 개발, 관광 상품 개발 등 독

립적인 경제능력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덴

티티 개발은 각 도시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요소 안에서도 도시의 브랜드가 가진 특성과 추구하는 이미지를 적극적으

로 표출하고 노출 빈도수 또한 높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용서체는 최근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28)

28) 이원춘(2007),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디자인경영 전략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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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주광역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분석

<그림 22> 광주광역시 슬로건

  광주광역시는 민선 2기인 2000년 6월, 조선대학교 박종운 교수의 총괄 지휘 하에 조선대학교 

산업디자인 특성화사업단을 주축으로 한 광주광역시 CI(City Identity) 개발 1단계 사업 연구팀

을 꾸렸고, 이를 통해 슬로건, 로고 등을 포함한 CI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민선 6기인 현재 광주광역시의 시정 구호를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다. '더

불어 일하고, 더불어 누리고, 더불어 나누고, 더불어 성숙하는' 광주가 지향해야 할 시민적 가치

와 더 좋은 광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성, 생명이 있는 모두를 존중하면서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시정 운영 철학 등이 반영됐다.

  시민중심의 시정구현을 위해 그 동안 사용된 '더불어 사는 광주'와 병행 표기할 시정 구호 선

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자체 심사 2회와 시민 선호도 조사 및 시정조정위

원회를 거쳐 시장이 확정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4년 주기로 시정 구호가 교체되고 이와 같은 

정비 사업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구호 표기 현판 설치장소를 최소

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모든 현판은 최소 비용으로 철거하도록 했으며,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각종 안내판 등 각종 게시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정구호 표기를 제한

하였다. 게시물의 민선 5기 슬로건 문구 삭제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치 않도록 향후 정비사

유 발생 시 자체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계획도 

함께 수립되었다.29) 

  시정 구호의 서체 제작은 붓으로 쓴 손글씨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더불어 산다'와 '더불어 행

복하다'라는 따뜻하고 포근하며 부드러운 문장의 느낌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대표되는 광주

의 도시이미지와 잘 어우러지도록 디자인되었다.

29) 박용덕(2014.07.31), 광주시 민선 6기 시정구호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cnb news, 자료검색일 

2017.11.07, 자료출처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60014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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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광주광역시 심벌마크와 전용서체

빛고을광주체

<표 6> 광주광역시 도시브랜드 그래픽 분석30)

  <그림 23>의 광주광역시 기본 심벌마크는 빛과 생명의 원천인 태양과 인간 형상을 기본으로 

하였고, 이는 세계, 미래로 열린 빛고을 광주의 열망과 진취적 기상을 표현하였다. 레드 컬러의 

커다란 둥근원은 태양을,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곡선은 인간을 상징한다. 이와 더불어 로고타입

은, 심벌마크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되어, 광주광역시의 시각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본요소로 표현된다. 함께 쓰인 광주광역시 전용서체는 심벌마크의 개발 과정에서 함께 제작

되어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독성을 중점으로 디자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30) 이연경 (2016), 글로벌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브랜드디자인 개발방향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0.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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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도시브랜드 영문슬로건 'Your Partner Gwangju'의 디자인은 영문 Y와 P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민주인권의 도시를 나타내고자 하였고, 이

와 같은 의미에서 확장하여 문화관광도시와 첨단산업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 광주의 이미지 또

한 표현해 냈다. 주황색 컬러는 빛의 이미지를, 진한 녹색은 친환경 도시, 녹색 도시의 이미지를, 

감청색은 만물이 태어나고 생겨나는 생명력 통한 평화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Your Partner'

라는 단어에서 보여지듯 광주는 '당신의 친구이자 동반자'라는 의미로 광주 시민 뿐 아니라 타

지에서 거주하는 관광객들에게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한 광주의 대표적인 애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시민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

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0년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광주광역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브랜드 슬로건이 광주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5.5%), 그렇지 않다(22.5%), 보통이

다(49%), 그렇다(21.5%), 매우 그렇다(1.5%)로 조사되었다.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잘 표현하

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미성 모호(투어 파트너로 읽힘)(60.7%),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모름(46.4%), 광주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 전달(37.5%), 투자유치에 치우친 의미 전달

(8.9%)의 비율로 나타났다.31)

  

  이는 광주광역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가 지니는 의미가 시

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브랜드 슬로건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

게 하기 위해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선 방안 등의 해결 방안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CI 전반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심벌마크와 함께 사용되

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전용서체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31) 광주발전연구원(2010), 광주광역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 pp.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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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 현황

  광주광역시는 민선 2기인 2000년 6월 광주시 상징물 개발과정에서 대표 상징물인 심벌마크, 

캐릭터 등과 함께 로고타입의 전용서체를 개발하였다. 조선대학교 박종운 교수가 총괄 책임을 

맡아 조선대학교 산업디자인 특성화사업단을 주축으로 한 광주광역시 CI(City Identity)개발 1

단계 사업 연구팀이 꾸려져 CI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빛고을광주체'라는 네임므로 정해진 광주광역시 전용서체는 한글 2,400자, 영문 94자, KS심

볼 986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빛고을 광주'는 광주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로 정의에 대한 갈망과 

나눔, 평화를 지향하는 광주인들의 따스함을 모티브 삼아 개발한 고딕형태의 광주광역시 전용

서체이다. 신뢰감, 친밀함, 부드러움, 안정감을 전달하며 한글 타이포그라피로서의 가시성과 가

독성을 확보하여 광주시의 정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서체의 종

류는 한가지이지만, 다양한 사용을 위해 세가지 굵기로 제작되었다.

<표 7>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구성

제작년도

2000년

전용서체 굵기 전용서체 이미지

Light

Medium

Bold

전용서체명

빛고을광주체

전용서체 스타일

고딕체

글자 수

한글 2천 400자
영문 94자

KS 심볼 986자

제작사

조선대학교 
산업디자인

특성화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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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빛고을광주체' 디자인 분석

  하지만, 개발 당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PC용 그림문자 형식으로 개발되어 공문서.출판물.홍

보 인쇄물.공공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분야 및 방면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 및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등과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등의 문

제점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이에 전용서체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

어왔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개발한 해로부터 약 20여 년 후인 2017년 8월, 전용서체의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서체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4개월의 기간에 걸쳐 제작을 완료하였

다. 또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 상징물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고 수익사업과 

마케팅 전략도 함께 연계해 추진하고자 하였다.

  '빛고을광주체'는 모서리를 둥글게 디자인하여 기본적으로 고딕 서체로 디자인된 형태에 

부드러운 느낌을 담아낸 특징을 지니고 이를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

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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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드러난다. 광주광역시 전용서체는 도시의 고

유 특색을 파악하여 도시를 나타내는 상징적 이미지 작용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지자체 전용서

체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앞서 살펴 보았던 '제주한라산체'는 

제주도만이 지니는 자연 환경적 요소인 현무암 특유의 질감이 지니는 특징을 서체에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를 통해 타 도시와는 차별화되는 특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

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수많은 도시

브랜드 자산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도시를 표현해 낼 수 있는 서체가 개발되지 않음

은 큰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상징성 미흡과 더불어 서체의 다양화 부족으로 인한 활용에 있어서의 제한성이 문제점으로 꼽

힌다. 개발 당시의 매뉴얼 또한 각종 사인시스템과 시각전달 매체의 큰 제목 등에 주로 사용되

도록 개발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본문용 서체와 제목용 서체 등을 함께 개발하여 많은 사람

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의 편의를 위해 서체를 배포하는 타 지자체 서

체들과는 차이를 많은 보이는 부분이다. 서체 이용의 다양화를 위해 세가지 굵기로 개발이 되

었으나, 기본적으로 서체의 종류는 한가지 뿐이므로, 이 점 또한 사용의 한계점을 느끼는 아쉬

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광주광역시는 '문화수도 광주'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비엔날레 및 디자인비엔날레와 같은 세계

적인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국제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타지역과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트렌드를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작 

전용서체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현대의 디자인 트렌트를 빠르게 읽어 내지 못하고 무려 20여 년 

전의 디자인을 변화없이 같은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배포했다는 점에서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 

전용서체 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에 노력을 쏟아붓는 타 

지자체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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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용서체 디자인 분석 및 소비자 조사

제1절 전용서체 디자인 사례 분석
1.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분석

2.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 분석

제2절 소비자 설문조사 및 분석
1.설문조사 개요

2.조사 결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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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분석 및 소비자 조사 

  제1절 전용서체 디자인 분석

  1.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사례 분석

  과거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중심 요소로 여겨져 왔다면 지방화· 

분권화 되어가는 현재, 도시의 세기라고 불리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강력한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브

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많은 도시들이 그들만의 정체성을 지닌 도시브

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시각적 통합을 위한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시 정체성 확립과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하여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각광받는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국내 지자체의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 사례가 도시 아이덴티티 확립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서울특별시 외 8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추세에 맞추어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며,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

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된 국내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사례를 기준으로 선

정하여 분석하였다. 더 나은 아이덴티티의 개발은 현 상황의 분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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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5월 ‘디자인서울총

괄본부’의 출범과 함께 서체 디자인 전문 기업인 '윤디자인'과 손을 잡고 서울특별시 전용서체인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체’를 개발했다. 이는 과거의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도시 경관과 기준이 

없어 복잡하고 난해했던 다양한 형식의 민원서류·홍보물 등을 재정비하고 정리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인간· 자연·문화 및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소프트시티'로 거듭나기 위함이었

다. 이를 통해 성장 중심의 ‘하드시티’였던 기존의 서울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선진도시 서울

을 완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서울시 전용서체의 개발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개발 사례로 여겨지며, 지자체로는 가장 성공한 전용서체 개발 사례로 손꼽힌다.

<표 8> 서울특별시 전용서체 구성

제작년도 제작사

2008년 윤디자인

전용서체 굵기 전용서체 이미지

전용서체명

서울한강체

서울남산체

전용서체 스타일

명조체

고딕체

글자 수

한글 1만 1천 172자

영문 94자

Light

Medium

Bold

Extra Bold

  2008년 제작된 서울서체의 명칭은 서체의 최종안을 선정한 후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서

울시의 대표 자산의 이름을 본따 '서울한강체', '서울남산체'로 정하였고, 굵기 별로는 한강체는 

2종, 남산체는 4종이며 남산체는 세로쓰기가 가능한 특징을 지닌다. 글자 수는 한글 1만 1천 

172자, 영문 94자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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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체인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체'는 동일한 글꼴구조로 개발되었다. 서체의 시작과 끝 

등을 부드럽게 하고 서체를 단순하게 표현해내어 시각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

였고, 글자의 폭을 줄이고 자음과 모음 사이의 여백을 확대하여 가독성이 높다. ‘ㅍ’과 ‘ㅎ’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운 공간감으로 '열림'의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25> 서울특별시 전용서체 디자인 분석

<표 9> 서울특별시 전용서체 디자인 요건 분석

  서울특별시의 전용서체 디자인 요건을 분석한 결과 두 서체 모두 가독성이 높아 지자체 전용

서체로서 지녀야 하는 공공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적

인 아름다움과 특징이 서체에서 잘 드러나는 디자인으로 독창성 및 상징성의 요소를 만족시키

고 있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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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 및 지리적 환경의 상징성을 

담아낸 전용서체를 개발하였다. 자연 환경적 요소의 특징이 서체 디자인에 고스란히 드러나

도록 지질학적 요소인 현무암의 이미지와 질감을 모티브로하여 상징성 및 도시 아이덴티티와 

독창성이 두드러지는 손글씨체인 제주한라산체를 개발하였다. 

  제주한라산체는 도시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해 낸 최초의 전용서체로서 성공적인 사례로 손

꼽힌다. 또한 국제도시, 관광도시에 걸맞게 보편성과 편의성을 우선으로 한 본문류인 제주명

조체, 제주고딕체까지 총 3종을 개발하였다.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서체 구성

제작년도

2010년

전용서체 굵기 전용서체 이미지

전용서체명

제주한라산체

제주명조체

제주고딕

전용서체 스타일

손글씨체

명조체

고딕체

글자 수

한글 1만 1천 172자

영문 160자

KS 심볼 1천 85자

  서체 개발 전문 회사인 '산돌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009년 서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이를 제작 완료 및 배포하였다. 제주시의 대표 자산의 이름을 딴 제주한라산체, 제주

명조, 제주 고딕체 3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자 수는 한글 1만 1천 172자, 영문 160자, KS 

심볼 1천 85자로 이루어져 있고 두께는 세종류로 개발되었다. 

Light

Medium

Bold

제작사

산돌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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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한라산체'의 디자인 특징은 서체에 현무암 이미지와 질감을 표현해 냈다는 데 있다. 풍화

작용에 의해 닳아버린 돌과 섬의 모습을 서체에 고스란히 담아내었고, 손글씨의 정겨운 느낌 또

한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닌다. 지질학적 특성을 살려 서체에 두께감을 강하게 주어 단단한 느낌

과 더불어 가독성을 살렸다.

<그림 26> '제주한라산체' 디자인 분석

<그림 27> '제주고딕체' 디자인 분석

  '제주고딕체'는 심플하고 모던한 조형과 공간 배치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나타냈고, ‘ㅇ’의 

모던화로 젊은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제주명조체는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획의 단순화

를 통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장식적 돌기와 붓감을 제거하여 가독성을 높

이고 세련된 현대감을 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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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기도

  경기도 전용서체는 경기도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 등을 서체 디자인에 고

스란히 담아냄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경기 정명(

定名) 이후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역사성, 한반도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특성, 타 

지역과 비교하여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도민의 인성 등 경기도 만의 특징을 반영한 ‘이음’을 

콘셉트로 하고 있다.33)

  제목용 서체인 ‘제주한라산체’의 경우는 한정된 글자의 사용 및 용도 제안을 통해 독창성을 충

분히 표현해 주고 있으며, 이와 달리 공공을 위한 조형적 가독성에 중심을 둔 ‘제주고딕체’와 ‘

제주명조체’는 사용자 인지성에 중점을 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바와 같

이 ‘제주고딕체’와 ‘제주명조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딕·명조체와 크게 차별 없

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공공요소에 적용해야 하는 지자체 전용서체로서의 인지적 표현에 약점으

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특별한 제한 없이 진행되고 있는 서체 보급 환경에서 특히 사용

에 대한 제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제주한라산체’의 경우 자칫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급

격한 독창성 퇴색 현상 발생이 우려되기도 하지만,32) 독창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훌륭한 서체로

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서체 디자인 요건 분석

32) 석중휘(2012),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전용서체 사례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31,  pp.26~27.

33) 경기도 전용서체 (2017.05.08), 경기 천년체 소개. 자료검색일 2017.11.09, 자료출처 https://ggfont.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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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일관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이포랩'과 손잡고 2016년부터 2017년

까지 10개월 간 총 1만 1천 172자의 한글과 94자의 영문, KS 심볼 986자로 구성된 경기도 전

용서체를 제작하였다. ‘천 년을 이어온 경기도의 또 다른 천 년을 만나다’라는 의미를 담아 서

체의 이름을 ‘경기천년체’로 정하였고, 바탕체와 고딕 형태의 제목체 두가지 형태로 제작되었

다. 바탕체는 두 종류의 굵기, 제목체는 세 종류의 굵기로 제작되어 서체 사용의 다양성과 편리

함을 더했고, 이에 제목용 세로쓰기 1종과 한자도 지원된다.

Light

Medium

Bold

<표 12> 경기도 전용서체 구성

제작년도

2017년

전용서체 굵기 전용서체 이미지

전용서체명

경기천년제목체
경기천년바탕체

전용서체 스타일

고딕체
명조체

글자 수

한글 1만 1천 172자

영문 94자

KS 심볼 986자

제작사

타이포랩

<그림 28> '경기천년체' 디자인 분석

-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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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체 디자인에 있어 크게 변화된 특징이 드러나지 않고 장식적 요소가 최대한 배제되었으며, 

절제된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가독성이 높다. '경기천년바탕체'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실

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타서체와는 다른 상징성과 독창성의 

요건에서 부합하는 전용서체 디자인이다. 이와는 달리 '경기천년제목체'는 고딕 형태로 디자인

되어 상징성의 측면에서 그 특징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3> 경기도 전용서체 디자인 요건 분석

  <그림 28>에서 나타난 '경기천년 제목체'의 디자인 특성은 자음과 모음의 연결을 통해 경

기도 전용서체의 핵심 키워드인 '이음'의 관점에서 역사와 현재를 잇고 협력과 포용을 상징한

다는 것이다. 절제된 곡선과 직선의 서체디자인의 조형감으로 인해 가독성이 높다. 경기도의 

실학자들이 직접 사용했던 고문서, 문헌 활자 등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경기천

년 바탕체'는,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탄생되어 심미적 완성도는 물론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도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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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2016년 4월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글꼴 명칭 공모, 전문가 자문과 선

호도 조사 등을 통해 '푸른전남체'를 최종 확정하였다. '푸른전남체'는 전라남도의 특성과 비전

을 서체를 통해 표현해낼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모든 시각적 전달 매체에 일정한 서체를 사용

함으로서 전라남도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디자인 개선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표 14> 전라남도 전용서체 구성

제작년도

2016년

전용서체 굵기 전용서체 이미지

Regular

Bold

전용서체명

푸른전남체

전용서체 스타일

고딕체

글자 수

한글 1만 1천 172자

영문 94자

KS 심볼 986자

제작사

윤디자인

  '윤디자인'과 함께 개발한 '푸른전남체'는 고딕체의 한가지 형태의 서체로 제작되었고, 총 1만 

1천 172자의 한글과 94자의 영문, KS 심볼 986자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서체의 굵기는 두 가

지 종류이다. '푸른전남체'는 전라남도의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자연적 특성을 이름에 고스란

히 담아내었다.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푸른 바다와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이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푸른’이라는 형용사인

데, 이는 전라남도의 궁극적인 비전을 포괄하는 생명, 청년, 젊음을 아우르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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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의 '푸른전남체' 디자인 이미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푸른전남체'는 고딕의 형태

를 가지고 있으며, 힘차게 내려오는 'ㅅ, ㅈ, ㅊ'의 곡선 형태와 단단하고 견고한 이미지를 보여

주는 'ㅇ'의 형태에서 젊음이 지닌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또한 적당한 공간감과 여백으로 서

체 전반에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이를 통해 인지가 쉽도록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9> '푸른전남체' 디자인 분석

<표 15> 전라남도 전용서체 디자인 요건 분석

  큰 변화가 없는 서체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안정성과 높은 가독성을 지녔지만, 전라남도의 이

미지가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서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네모꼴 형태의 안정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동감과 독창성이 결여된 서체디자인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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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순천시

  순천시는 지난 2010년 순천만 갈대축제 및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개

발한 폰트로서, 축제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글 1만1천172자, 영문 94자로 구성된 순천

시 전용서체이다. 순천시 전용서체는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의 친절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표

현했다.

  읽기 쉽고 친숙한 디자인으로 완성된 순천체는 순천의 자연 생태, 문화 유적지 등의 사인에 적

용되었다. ‘순천체’는 ‘대한민국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 글자의 형태에서 천해의 자연환경

을 지닌 순천만의 이미지가 주는 넉넉하고 단아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도시이미지가 풍기는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서체에 그대로 담아낸 특징을 지닌다.

<표 16> 순천시 전용서체 구성

제작년도

2010년

전용서체 굵기 전용서체 이미지

Regular

Bold

전용서체명

순천체

전용서체 스타일

고딕체

글자 수

한글 1만 1천 172자

영문 94자

제작사

윤디자인

  2010년 ‘윤디자인’과 손잡고 개발된 ‘순천체’는 고딕 스타일의 서체 1종으로 제작되었고 한글 

1만 1천 172자, 영문 94자로 구성되어 있다. 굵기는 두가지이며 중간 굵기의 서체는 각진 마무

리이고, 두꺼운 굵기의 서체는 끝이 둥근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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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순천체' 디자인 분석

- 순천시 홈페이지 http://www.suncheon.go.kr

  서체의 가로획과 세로획이 일정한 비율의 굵기로 디자인 되어 있고, 유연하고 세련된 느낌의 

곡선들은 모두 '대한민국 생태도시'라는 순천시의 슬로건에 걸맞게 자연과 닮은 형태로서 안정

감을 보태고 있다.

  같은 비율의 서체 굵기는 안정감 및 가독성을 주지만 타서체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창성은 

보이지 않는다. 순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서체로서 표현해 내고자 하였지만, 상징적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인다.

<표 17> 순천시 전용서체 디자인 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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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포천시

  포천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오성과 한음’에 관한 이야기의 모태가 된 지역이자 '포천 막걸리'로 

유명한 도시이다. 이에 포천시는 두 가지 테마에 맞춰 고딕 형태의 본문용 전용서체로서의 역할

을 하는 ‘포천 오성과한음체’와 포천 막걸리의 이미지를 그대로 나타낸 ‘포천 막걸리체’를 개발하

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서체에 도시의 특징을 담아내어 포천시의 강력한 도시브랜드로서의 기

능을 갖게 되어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34)

<표 18> 포천시 전용서체 구성

제작년도

2010년

전용서체 굵기 전용서체 이미지

Regular

Bold

전용서체명

포천 오성과한음체

포천 막걸리체

전용서체 스타일

고딕체

손글씨체

글자 수

한글 1만 1천 172자

영문 94자

KS 심볼 986자

제작사

윤디자인

  2010년 포천시는 '윤디자인'과 손잡고 포천시 전용서체인 고딕 형태의 ‘포천 오성과한음체’와 

손글씨로 제작된 ‘포천 막걸리체’를 개발하였다. 한글 1만 1천 172자, 영문 94자, KS 심볼 986

자로 구성되어 있다. ‘포천 오성과한음체’는 두 종류의 굵기로 개발되었지만, 서체의 특성상 '포

천 막걸리체'는 굵기의 종류가 한가지 뿐이다.

34) 월간디자인(2016.03), 디자인하우스. 서체에 도시를 담다 포천시 전용 서체, 자료검색일 2017.11.08, 자료출처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1/7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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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포천막거리체' 디자인 분석

  '포천 막걸리체'는 캘리그래피 작가 김대연의 붓글씨 서체를 바탕으로 하여 포천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품인 포천 막걸리의 부드럽고 깊은 맛을 표현해 낸 서체이다. 자연스러운 붓글씨 서체

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흘림 표현 등은 그대로 살렸으며 기울기와 가로, 세로 두께를 다르게 해 

개성 있으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서체로 완성했다. 

  '포천 오성과한음체'는 '포천 막걸리체'와는 또 다른 성격인 고딕 형태로 제작되어 주로 본문용 

서체로 사용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정보 전달이 용이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다양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딱딱한 느낌을 탈피하기 위해 맺음 스타일을 둥글

게 하여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통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32> '포천오성과한음체' 디자인 분석

- 포천시 홈페이지 http://www.pocheon.go.kr

- 포천시 홈페이지 http://www.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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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포천시 전용서체 디자인 요건 분석

  두 서체는 포천시에서 개발되었지만 개발된 두 서체 '포천 오성과한음체'와 '포천 막걸리체'의 

디자인은 확연히 다르다. '포천 오성과한음체'는 고딕 형태의 본문용 서체로 개발되어 가독성이 

높지만 그에 비해 독창성과 상징성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포천 막걸리체'는 포천을 대

표하는 지역 특산품인 포천 막걸리의 부드럽고 깊은 맛을 표현해 낸 서체로 가독성은 낮지만 서

체가 지니는 개성 덕분에 독창성이 뛰어나고 상징성이 강한 특징을 지닌다.

  (7) 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모든 이들로하여금 존경받아오는 위인 이순신이 수학했던 ‘현충사’로 유명하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충남 아산시에서는 ‘이순신종합운동장’, ‘이순신빙상장’, ‘

이순신도로’ 등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도시브랜드화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

은 노력의 일환으로 이순신 장군이 생전에 썼던 난중일기의 한문 서체를 기본으로 하여 아산시 

전용서체인 ‘이순신체’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그 다음 해에는 ‘이순신돋움체’를 개

발하여 본문용 서체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 영역을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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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한글 서체 제작 전문회사 ‘한그리아’와 손을 잡고 손글씨체인 ‘이순신체’와 고딕 형태

로 본문용 서체로 사용 가능한 ‘이순신돋음체’를 개발하였다. 한글 2천 350자, 영문 94자, KS 

심볼 986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순신돋움체’는 세가지 굵기, ‘이순신체’는 두가지 굵기의 형태

로 제작되었다.

<표 20> 아산시 전용서체 구성

제작년도

2016년

전용서체 굵기 전용서체 이미지

Light

Medium

Bold

전용서체명

이순신 돋움체

이순신체

전용서체 스타일

고딕체

손글씨체

글자 수

한글 2천 350자

영문 94자

KS 심볼 986자

제작사

한그리아

  '이순신 돋움체'는 고딕 형태로서 이순신 장군의 강직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올곧은 정신을 서

체에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자음 'ㅎ',과 'ㅊ'에서 보이는 돌기의 방향 변화로 역동적이고 진취적

인 아산시의 미래 비전을 표현해 냈다.

<그림 33> '이순신 돋움체' 디자인 분석

- 아산시 홈페이지 http://www.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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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체’는 이순신 장군의 힘차고 당당한 리더십을 되새기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되었으

며, 서체디자인에서도 느껴지듯 그 강인함과 강직함이 드러나는 역동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반면, ‘이순신돋움체’는 곡선과 직선의 마무리가 혼재하는 서체디자인을 통해 고딕 형태를 유지

하여 가독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본문용 전용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림 34> '이순신체' 디자인 분석

<표 21> 아산시 전용서체 디자인 요건 분석

  '이순신 돋움체'와 '이순신체'의 성격은 확연히 다른데, '이순신 돋움체'가 고딕 형태의 본문용 

서체로 개발되어 가독성이 높지만 이에 비해 독창성과 상징성이 낮은 특징을 지녔다면, '이순신

체'는 이순신이 실제로 쓴 '난중일기'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타 지자체의 서체와는 

확연히 다른 아산시만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느낄 수 있는 서체로 개발되었다. 이 서체는 손글씨

체로 개발되어 가독성이 낮아 본문용 서체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서체가 주는 개성으로 인해 다

양한 방식으로의 사용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 아산시 홈페이지 http://www.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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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는 SNS 활용을 통한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국내 사례 중에서도 성공적

인 마케팅 사례로 손꼽힌다. 고양시 이름 속에 나타나는 '고양'이라는 단어를 고양이와 연결하여 

SNS 마케팅에 이를 활용하였고, 고양시의 캐릭터인 '고양고양이'를 이용한 다양하고 친근한 마

케팅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기존의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던 지

자체 홍보 마케팅의 개념을 깨고 고리타분한 느낌을 벗어나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

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고양시 전용서체 개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SNS 마케팅에 성공하여 젊고 친숙

한 이미지로 탈바꿈한 고양시의 이미지를 서체에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고양체'는 개발 초기에 

는 고양시의 직원들과 SNS의 컨텐츠 개발을 위해 제작되었지만, 후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됨으

로써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고양체'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격이 확연히 다른 두 서체의 개발은 다양한 서체 개발과 보급을 통해 긍정적이고 개성넘치

는 도시로서의 이미지의 변화를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표 22> 고양시 전용서체 구성

제작년도

2015년

전용서체 굵기 전용서체 이미지

Regular

전용서체명

고양체

전용서체 스타일

손글씨체

글자 수

한글 1만1천 172자

영문 94자

KS 심볼 986자

제작사

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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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고양시 캐릭터 '고양고양이'와 이를 활용한 딩벳 폰트1)

  고양체의 가장 큰 특징은 시의 귀여운 마스코트 고양고양이 캐릭터 일러스트를 딩벳(Dingbat) 

폰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딩벳 폰트는 알파벳 또는 한글이 아닌 기호, 심볼, 아이콘 등 

글꼴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간단한 이미지 폰트를 말한다. 

  ㅂ+한자키, ㄷ+한자키 등의 방법으로 특수기호를 입력해 고양체를 적용하면 '고양고양이' 일

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적인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적인 문서 작성 프로그램

으로 일러스트를 편집·활용할 수 있다.

  고양시의 이름을 그대로 딴 '고양체'는 2015년 '윤디자인'이 제작에 참여하였고, 손글씨로 눌

러 쓴 형태의 개성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한글 1만 1천 172자, 영문 94자, KS 심볼 986자로 

구성되어 있고 한가지 종류로 제작되었다.

35) 김연균(2016.08.10), 고양시, 저작권 침해 걱정없는 ‘고양체’ 글꼴 무료 제공, 국민일보, 자료검색일 2017.11.06, 자료출

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47323&code=61121111&sid1=soc

- 고양시 홈페이지 http://www.go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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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반듯하게 눌러 쓴듯한 손글씨 서체로 제작되었지만, 글자가 모두 일정한 두께로 제작

되어 다른 손글씨 서체들과는 다르게 가독성이 높고 안정적이다.

  고양시가 지니는 친근한 이미지를 서체로 표현해내는 상징적 기능이 두드러지며, 딩벳폰트

로 고양시의 마스코트인 '고양고양이'를 활용한 것은 타서체와는 확연히 다른 독창성을 지닌다.

<표 23> 고양시 전용서체 디자인 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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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포지셔닝 분석

  3.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요건 분석

  앞선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사례 연구 및 분석을 바탕으로 각 도시의 (광주광역시 포함) 전

용서체 디자인이 어떤 요건으로 정리되는지를 기준으로 포지셔닝 분석하였다. 각 도시를 대표

하는 하나의 서체를 선정하여, 앞서 정의 내렸던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요건인 가독성, 확

장성, 상징성, 독창성의 네가지 요건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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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무암의 거칠고 단단한 느낌을 서체에 녹여낸 '제주한라산체'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지질학

적 특성을 전용서체 디자인에 적용하여 제주만의 독창성과 정체성 및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포천막걸리체' 또한 포천시 대표 특산품인 포천 막걸리에서 모티브를 얻어 부드럽고 깊은 맛

을 붓글씨라는 질감으로 표현해 낸, 타 도시들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요건을 갖추

었다.

  '고양체'와 '이순신체' 또한 고양시 대표 캐릭터 ’고양이’의 귀엽고 친숙한 이미지와 이순신 장

군이 생전에 썼던 난중일기의 한글서체를 모티브로 장군의 강인함과 기개를 서체가 주는 이미

지를 통해 느낄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서울남산체', '순천체', '푸른전남체', '경기천년체', '빛고을광주체'는 독창성과 

상징성은 약하고 누구나 읽기 쉽게 쓰인 가독성을 지니며, 이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읽고 쓰기 가능하도록 확장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닌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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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소비자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 연구에 관한 분석을 뒷

받침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 조사이다. 따라서 지자체 전용서체에 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된 국내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사례(서울특별

시 외 7개 도시)를 제시하고 호감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용서체 디자인 개

발에 있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인식성과 인지도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단으로써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 및 보완의 기초 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국내 지자체의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 사례가 도시 아이덴티티 확립에 어떠한 작용을 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서울특별시 외 7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전용서체란 

도시 브랜드 디자인의 한 요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추세에 맞추어 발빠르게 대응해야하

며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이덴티티의 개발은 현 상황의 분석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선정 기준을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된 국내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사례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개발된 총 7개의 사례와 15개 항목의 설문지 문항이 작성되었다.

 

  조사의 지역적 범위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되 전국을 대상으로 성별은 남여, 연령은 20

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 전업주부, 자영업, 기능직, 전문직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08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22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다. 그 중에 응답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 20부를 제외하고 200

부의 유효 응답을 통해서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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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은 남자가 42&, 여자가 58%로 여자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았다. 연령은 30대가 47.5%로 주

류를 이루었고, 직업은 전문직, 사무관리직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24%, 

전업주부 21.5% 순이었다. 자영업 11%, 디자인관련직 10%, 기능직, 단순노무직이 6.5%, 기

타 2.5%가 뒤를 이었다. 월평균 수입은 200~300만 원 이하가 3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했고, 100만 원 이하가 26.5%로 그 다음을 이었다. 100~200만 원 이하가 21%, 300~400

만 원 이하가 12.5%, 400만 원 이상이 2.5%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4>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

구 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성별

연령별

직업별

월평균

수입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학생

전업주부

자영업

기능직, 단순노무직

전문직, 사무관리직

디자인관력직

기타

100만 원 이하

100~200만 원 이하

200~300만 원 이하

300~4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상

84

116

82

95

15

4

4

48

21

22

13

71

20

5

53

42

75

25

5

42

58

41

47.5

7.5

2

2

24

21.5

11

6.5

35.5

10

2.5

26.5

21

37.5

1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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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전용서체 인지 여부에 대해서 총 응답자 200명 중 16명 8%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

였으며,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49명으로 24.5%,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49명으

로 24.5%,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50명으로 25%,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

답자는 36명으로 18%로 답변하였다. 지자체 전용서체를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지 않은 사

람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5> 지자체 전용서체 인지 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49

49

50

36

8

24.5

24.5

25

18

<표 26> 지자체 전용서체 개발 필요성 유무

구 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0

85

42

17

6

25

42.5

21

8.5

3

  지자체 전용서체 개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총 응답자 200명 중 50명 25%가 매우 그렇다라

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85명으로 42.5%,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응답자

도 42명으로 21%,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7명으로 8.5%,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

변한 응답자는 6명으로 3%로 답변하였다.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해당 도시의 전용

서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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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전용서체가 해당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총 응답자 200명 중 

54명 27%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94명으로 47%, 보통

이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32명으로 1632%,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2명으로 6%,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8명으로 4%로 답변하였다. 응답자중 상당수가 지자체 

전용서체 개발이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하였다.

<표 27> 지자체 전용서체 개발이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

94

32

12

8

27

47

16

6

4

  제시된 8개의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선호도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호감이 가는 디자인

을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서울남산체가 14.7% 제주한라산체가 27.7%, 경기천

년체가 12.5%, 푸른전남체가 6%, 순천체가 6.3%, 포천시가 16%, 아산시가 9.5%, 고양체가 

7.4%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28>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호감도

구 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서울남산체

제주한라산체

경기천년체

푸른전남체

순천체

포천막걸리체

이순신체

고양체

84

158

71

34

36

91

54

42

14.7

27.7

12.5

6

6.3

16

9.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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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8개의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호감도와 선택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해당 도시의 이미

지와 잘 맞아서라고 답변한 비중이 3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개성있고 독창적이어

서가 29.6%,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이어서가 14.4%, 한글서체가 잘 읽혀서가 13.5%, 개인적으

로 좋아하는 서체 디자인이어서는 12.3%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9>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호감도 분석

구 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한글서체가 잘 읽혀서

개성있고 독창적이어서

해당 도시의 이미지와 잘 맞아서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이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체 디자인이어서

46

101

103

49

42

13.5

29.6

30.2

14.4

12.3

  제시된 8개의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비선호도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호감이 가지 않는 

디자인을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서울남산체가 14.2% 제주한라산체가 3%, 경기

천년체가 10.4%, 푸른전남체가 21.1%, 순천체가 10.6%, 포천시가 11.5%, 아산시가 15.2%, 

고양체가 14%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30>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비호감도

구 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서울남산체

제주한라산체

경기천년체

푸른전남체

순천체

포천막걸리체

이순신체

고양체

79

17

58

118

59

64

85

78

14.2

3

10.4

21.1

10.6

11.5

15.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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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비호감도 분석

구 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한글서체가 잘 읽히지 않아서

개성있고 독창적이지 않아서

해당 도시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아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디자인이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서체 디자인이어서

기타

30

95

69

46

49

2

10.5

32.6

23.7

15.8

16.8

0.7

  제시된 8개의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비호감도와 선택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개성이 없고 

독창적이지 않아서라고 답변한 비중이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해당 도시의 이미

지와 잘 맞지 않아서가 23.7%,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서체 디자인이어서가 16.8%, 활

용도가 높지 않은 디자인이어서가 15.8%, 한글 서체가 잘 읽히기 않아서가 10.5% 였으며, 기

타 0.7%가 뒤를 이었다.

  앞서 설문에서 나타난 지자체 전용서체의 개발 필요성과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호감도와 

선택의 이유, 비호감도와 선택의 이유에 대한 질문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은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호감을 불러 일으키는 

디자인은 해당도시와 서체의 이미지가 잘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보여진다. 또한 호감이 가지 않

는 디자인은 개성이 없고 독창적이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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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개발·활용하고 있는 전용서체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하여 총 200명의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에 9명으로 4.5%, 그렇다에 35명으로 17.5%, 보통이다에 41명으로 

20.5%, 그렇지 않다에 59명으로 29.5%, 전혀 그렇지 않다에 56명으로 28%의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57.5% 이상이 현재 광주광역시 전용서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표 32>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인지 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9

35

41

59

56

4.5

17.5

20.5

29.5

28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개발·활용하고 있는 전용서체 디자인에 대한 우수성 판단 질문으로는  

200명의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에 4명으로 2%, 그렇다에 13명으로 6.5%, 보통이다에 53명

으로 26.5%, 그렇지 않다에 58명으로 36%, 전혀 그렇지 않다에 72명으로 29%의 비율을 보였

다. 응답자들의 65% 이상이 현재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에 대한 우수성

구 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13

53

72

58

2

6.5

26.5

3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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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에 관한 생각

구 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한글서체가 잘 읽힌다

개성있고 독창적이다

광주광역시의 이미지와 부합한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이다

한글서체가 잘 읽히지 않는다

개성이 없고 독창적이지 않다

해당 도시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는다

기타

27

5

16

17

8

144

65

46

9.5

1.8

5.6

6

2.8

50.7

22.9

0.7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에 관한 생각으로는 개성이 없고 독창적이지 않아서가 50.7%, 해

당 도시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아서가 22.9%, 한글서체가 잘 읽힌다가 9.5%,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이다가 6%, 광주광역시의 이미지와 부합한다가  5.6%, 한글서체가 잘 읽히지 않는

다가 2.8%, 개성있고 독창적이다가 1.8%, 기타가 0.7%로 답변 하였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에 관하여 개성이 없고 독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

로 해당 도시 이미지와 부합하는 디자인이 46.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왔고, 독창성있는 디

자인이 32.7%,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한 디자인이 10.5%, 읽기 쉬운 디자인이 9.6%, 기타 

의견이 0.3%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35>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의 고려사항

구 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읽기 쉬운 디자인

독창성있는 디자인

해당 도시 이미지와 부합하는 디자인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한 디자인

기타

31

106

152

34

1

9.6

32.7

46.9

1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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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및 분석

  본 설문 조사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결과를 먼저 분석해 보면 주로 20대와 30대 사이의 전문

직과 사무관리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ㆍ여의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다. 설문을 통

해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자체 전용서체 인지 여부와,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 개

발의 필요성 유무를 분석함과 동시에, 현재 지자체에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전용서체 디

자인의 선호도와 비선호도를 분석하여 이를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과 비교·분석하였다.

  지자체 전용서체의 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응답자와 알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지자체 전용서체 개발이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응답이 74%에 달하였다. 이는 최근 도시 아이덴티티 정립을 위하여 많은 지자체

들이 전용서체를 개발하는 사례들과 비추어 봤을때,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호감을 느끼는 디자인은 전용서체와 해당 도시의 이미지가 잘 맞는 디자인이라고 답하였고, 

반대로 호감이 가지 않는 디자인은 개성이 없고 독창적이지 않은 디자인, 해당 도시의 이미지

와 잘 맞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응답수를 얻으면서 사용자들이 어떤 디자인에 긍

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었다. 

  현재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에 대한 인식으로는 앞에서와 같이 개성이 없고 독창적이지 

않은 디자인임을 이유로 디자인의 우수성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응답 비율을 보였다. 결론적

으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 이미지와 부합하는 전용서체 디자

인을 46.9%, 독창성있는 디자인을 32.7%로 응답함에 따라 지자체 전용서체 개발에 있어서 가

독성이나 활용성 보다는 독창성 및 도시 이미지와의 적합성을 더 선호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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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제1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각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 환경으로 인해, 타 도시와들과는 확연

히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많은 도시들은 적극적인 마케팅 개발 전략으로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용서체 개발

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광주광역시의 전용서체 디자인은 타 도시와 비교·분석 결과, 지

자체 전용서체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인 독창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독창

성 또는 차별성이란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인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성의 기능 또한 앞으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

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할 수 있다. 또한 홍보 활동의 미흡으로 인해 광주광역시 시민

들조차 광주광역시 전용서체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지 못한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

으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 유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자칫 

예산 낭비의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서체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많은 곳에서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10년 이내 개발된 국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개의 도시(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전라남도, 순천시, 포천시, 아산시, 고양시)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도시의 대표 서체를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과 비교·분석 및 조사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고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개발 요건을 비교·분석하여 광주광역시 전용서

체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 전용서체 개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타 도시와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도시

의 정체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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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도시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의 개성없는 서체 디자인은 현재 광주시 전용서체 디

자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시대에 발빠르

게 대응하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전용서체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타 도시들과는 다르게, 트렌드를 읽어내지 못하고 20여 년 전 개발

된 같은 디자인을 활용하는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은 현재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지 못

한다면, 결국엔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기 마련일 것이다. 이는 도시경쟁력 하락이라는 부정적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연상이 가능한 상징적인 문자의 기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호감도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의 지질학적 특징인 현무암을 이미지 요소로 서체 디자인에 적용

한 제주한라산체의 호감도가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선택한 이유로는 해당 도시의 이미지와 잘 

맞아서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도시를 표현하는 아이덴티티로서의 

문자, 특히 특정 도시를 대표하는 전용서체는 오랜 역사와 함께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성장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그러므로 광주광역시 또한 도시만이 지니는 뚜렷한 시

각적 차별성과 함께 시각적 고유성을 나타낼 수 있고 도시의 통합적 아이덴티티를 연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 역시 중요한 디자인적 요소의 하나로 실현되어야 한다. 

  도시의 고유 특색을 잘 반영한 전용서체는 해당 지역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강력한 홍보 효과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광주광역시는 역사적·자연환경적·문

화예술적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도시 자산을 두루 갖춘 매력적인 도시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용서체의 디자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본적으로 지자체를 위한 전용서체는 공공을 위한 가독성과 인지성의 요소가 반드시 우

선시 되어야 한다. 일반 기업 전용서체와는 달리 공공을 위한 기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지자

체의 전용서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정보 전달의 매개

체로서 빠른 인지성을 지녀야 하며, 더불어 의미전달에 있어 모호함이 없어야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효율성을 구현하여야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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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정적인 서체 종류로 인한 다양화 부족의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 당시의 매뉴

얼에도 제목용 서체로 사용시 적합하도록 한정되어 개발되었다고 나타나있다. 이는 타 지자체

들이 본문용으로 사용가능한 가독성 좋은 고딕 형태의 서체들을 개발함과 동시에, 가독성은 떨

어지나 타 서체들과 차별화되는 개성있고 심미성이 뛰어난 제목용이나 특정 목적용으로 제작된 

서체들을 함께 개발해 내는 특징을 지니는 것과는 대조된다. 다양한 서체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노력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다. 사용이 제

한적인 서체의 이용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벗어난다. 굵기의 종류를 다양화하기 보다는 서체의 

다양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용서체 디자인의 국내 사례분석, 지자체 전용서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 분석을 통

해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광주광역시 전용

서체는 타 도시와 비교·분석 결과, 지자체 전용서체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인 독창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독창성 또는 차별성이란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인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성의 기능 또한 앞으

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할 수 있다. 홍보 활동의 미

흡으로 인해 광주광역시 시민들조차 광주광역시 전용서체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

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자칫 예산 낭비의 사

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서체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된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10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과거의 전용서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여 현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

록 보완하여 현재에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광주광역시도 단순히 개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확산되어야 하며 꾸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관된 도시이

미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활발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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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결론

  오늘날은 국가 중심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도시가 곧 국가경쟁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시대

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대·내외적 경쟁력 제고를 위

한 도시브랜드 이미제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시의 정체성 확

립과 이미지 통합을 위한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구성 요소인 전용서체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아

낌없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용서체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목소리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특

정 도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를 시민들에게 문자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일 뿐 아니라 

동시에 도시 정체성을 알리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의  시

작부터 과정 전반에 있어서 진지한 고찰이 요구된다, 해당 도시만이 지니는 철학과 이념 및 도

시브랜드 자산을 바탕으로 타 서체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지닌 독창성있는 서체를 개발하고 

제작해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결국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이란, 결과물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한 중요성을 지니지만, 무엇

보다 해당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이를 통한 일정한 도시 이미지의 아이덴티티 구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향상시킴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구성 요소로서 도시의 홍보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다양한 지

자체들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된 서울특별시 외 7개 지자체 전용서

체의 사례와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을 비교·분석하고 소비자 설문을 통해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지자체 전용서체 요건에 관한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를 통해 지

자체 전용서체의 요건를 가독성, 확장성, 독창성, 상징성 4가지로 선별하여, 연구를 통해 선별

된 4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지자체 전용사례를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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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응답자들은 지자체 전용서체의 인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와 모르고 있는 응답

자의 비율이 비슷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용서체에 대해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자체 전용서체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률이 높았고, 이와 같은 전용서체 개

발을 통해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도 높았다. 이

는 지자체 전용서체의 개발이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

침 한다.

  셋째, 선호하는 전용서체의 디자인은 해당 도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며, 반면 선호

하지 않는 디자인은 개성없고 독창성이 없는 디자인, 해당 도시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 디자

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독성 및 활용성보다는 독창성과 상징성을 지닌 지자체의 전용서

체 디자인에 호감을 느끼며 선호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의 우수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고, 이는 개

성이 없고 독창성이 부족하며 도시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

았다. 따라서 현재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은 개선이 필요하며, 독창성과 상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의 개선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단순히 공공 문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나아가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도시브랜

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지자체 전용서체는, 이제 단순히 사용가치를 지닌 정보의 시

각화 수단을 넘어 상징적 의미의 역할로서 그 기능성과 가치가 충분히 서체에 내포되어 사용자

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전용서

체는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그것을 전달하는 능력과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가치관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존재 방식을 담아내며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지자체 전용서체를 공공성을 지닌 하나의 큰 의미로 이해하고 그 기능을 확

장·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광주광역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주

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의 개선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단으로서 광주

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 및 보완의 기초 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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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국내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사례 비교 및 앞으로 광

주광역시의 전용서체 디자인의 개발 및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공헌을 다음과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도시브랜드와 전용서체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개념을 파악하고, 전용서

체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도시브랜드의 개념 및 사례와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로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전용서체 디자인 활용 현황을 통해 향후 전용서체 디자인 활용 방

안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위의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한 연구가 지속되어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한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글로벌 문화·예술도시로서 도시의 발

전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을 전국에 걸쳐 다양한 

사례를 포함시키지 못한 서울시 외 7개 도시에 한정하여 분석한 것, 전용서체에 관한 다각도

의 관점에 대해 깊이 조사하지 못한 사실이 연구의 한계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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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설문조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브랜드커뮤니케이션전공 석사과정 

2017.11  

연구자 : 여 은 혜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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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통계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남자   ○ 여자

2.귀하의 연령은?*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3.귀하의 직업은?*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학생

  ○ 전업주부

  ○ 자영업

  ○ 기능직, 단순노무직 

  ○ 전문직, 사무관리직

  ○ 디자인관련직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100만 원 이하

  ○ 100-200만 원

  ○ 200-300만 원

  ○ 300-400만 원

  ○ 4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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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자체 전용서체 이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귀하는 지자체 전용서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해당 도시의 전용서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지자체 전용서체가 해당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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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자체 전용서체 디자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전용서체 디자인 보기입니다.
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기 중 호감이 가는 전용서체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3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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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

□

□

□

□

한글서체가 잘 읽혀서

개성있고 독창적이어서

해당 도시의 이미지와 잘 맞아서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이라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체 디자인이어서

기타

3. 보기 중 호감이 가지 않는 전용서체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3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

□

□

□

□

□

□

□

4.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

□

□

□

□

한글서체가 잘 읽히지 않아서

개성이 없고 독창적이지 않아서

해당 도시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아서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이라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서체 디자인이어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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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광주광역시가 개발한 전용서체 디자인입니다. 
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의 전용서체를 알고 계십니까?*

2. 위의 전용서체는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전용서체 디자인으로서 우수하다

고 판단됩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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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전용서체 디자인은 본 후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4.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서체가 잘 읽힌다

개성있고 독창적이다

광주광역시의 이미지와 부합한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이다

5번 한글서체가 잘 읽히지 않는다

개성이 없고 독창적이지 않다

광주광역시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기타

읽기 쉬운 디자인

독창성있는 디자인

해당 도시 이미지와 부합하는 디자인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한 디자인

기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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