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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연구목적 

한글은 셰종 대왕을 중심으로 소수의 집현전 학자들 

에 의해 치멸하게 계획되어 처음부터 완전한 글자꼴과 

표현 원리를 정해 세종 28년인 1446년 10월에 반포 

되었다. 따라서 한글의 발달 과정도 다론 나라 글자 

처럼 글씨 도구나 재료에 따라 글자꼴이 크게 변하는 

많은 성격의 글자체가 다%E하게 전개되지는 못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글자꼴의 표현 원리로 인하여 

자유로운 변형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인 것드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글도 다론 나라와 마찬가지로 글 

씨 도구나 재료 및 당시의 문화에 크게 영호k을 받으며 

작은 폭이나마 변형되어 온 것을 얄 수 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한글을 가지고 있으 

나 서양의 알파뱃에 비하여 다양한 표현이 드물다 그 

것은 한글이 활자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짧고， 우리글 

이 갖고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 글자체 개발이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각 대학과 타이포그래 

퍼들의 여러 실험적 작품과 노력으로 한글 타이포그래 

피의 시도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오늘날과 같이 정보 홍수 시대 속에서 

무형의 정보를 얻어내는 문자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 

고，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지매하는 한글의 구조적 형 

태와 그 형태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호E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타이포그래피의 개념 

및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타이포그래피의 의미를 정확 

하게 파의L하고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구조적 형태를 분 

류， 정리하여 그 구조적 형태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시 

하여 새로운 한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방안을 모색 

하는 개선 방호t을 알아본다 

IT. 본론 

1 타이포그래피의 개념 및 역사 

타이포그래피 CTypogra ph y)는 글자라는 의미를 가 

진 ‘ typos’ 라는 그러이스 말에서 비롯되었다- 타이포 

그래피는 이전의 목판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으 

로 전통적으로 활자 흑은 촬판에 의한 인쇄술을 가리 

키는 말로 쓰여왔다 그것은 근대 기술 가운데 촬판 

인쇄술이 가장 먼저 발전했으며， 그 당시에는 활판술 

이 인쇄술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 

그러나 산엽 혁명의 영향으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면서 그 의미도 현대적인 의미로 바뀌었 

다- 넓게는 활자나 사진식자같은 기계적 수단을 중심 

으로 표현하는 여러가지의 촬자 표현을 뜻하며， 비단 

활판 인쇄만이 아닌 평판CoffseO인쇄에 의한 활자 표 

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2) 그 외에도 머판에 의한 

것도 타이포그래피의 범주에 속하며 제판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으로써 

@ 



활자를 보다 기능과 미적인 변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 

는 기술， 또는 학문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문자를 다루는 일이라도 레터 링 Oettering)과는 근본 

적인 차이가 있는데 레터링은 어떤 디자인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문자를 그리는 기술적인 일이며， 

타이포그래피는 약간 개념적인 것으로서 활자 또는 사 

진식자라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문자를 활용해서 구성 

해 나기는 것을 말하며 타이포그래피와 비슷한 용어로 

레터링 타이포 디자인 ， 에디토리얼 디자인， 캘리그래 

피 등이 있는데 이들의 관계는 무척 복집응}다 31 

이전에는 전달 수단으로서의 효과나 중요성보다는 인 

쇄기술이나 인쇄된 글자들의 형태미가 주된 관심사였 

으나 1900년대에 독일을 중심으로 ‘형태는 기능을 따 

른다( from follows fun ction)’ 라는 표어 아래 전통 

적 인 타이 포그 래피 에 도전했던 바우하우스 

CBauhaus) 디자이너들의 이론에 의하여 새로운 디 

자인 운동이 일어났고， 언어의 1차적 기능인 전달 수 

단으로서 타이포그래피 즉， 활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효과적으로 배열되어 읽기 쉬워야 한디는 것을 

주장했으며， 디자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면과 기능 

에 대해 잘 터득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목적 

에 맞는 개성적인 구성을 히는 것 역시 타이포그래피 

의 중요한 일 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활판 인쇄가 행해지는 이유는 정보의 대중호}를 위함 

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 

해 문자가 일반화된 것임으로 「전달성」 흑은 「기호성」 

이라는 내용과 함께 타이포그래피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활판의 사용이 빈번해지기 시작한 것은 15C 독일 마 

인쓰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J ohannes 

Gu tenberg) 41가 활자플 발명하여 책의 제작을 산업 

화하면서 부터였다. 일반적으로 이때부터 타이포그래 

피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생겼으며， 그 이래로 주된 

변회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눈 촬자를 만들거나 

타이포그래피의 기술적인 방법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1 

19C 이후 신문이 창간되고 초보적인 광고가 등장하 

였으며， 공업 기술에 의한 대량 생산 체제와 자동 인 

쇄기의 출현은 손에서 이루어지던 문자의 개성을 소멸 

시켰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타 

이포그래피와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 영화 등 시각 전 

달의 새로운 기술은 그것들의 다양한 신축성으로 인해 

사람이 보조를 맞추기 어렵게 되었으며 ， 타이포그래피 

의 의미도 점차 넓어지면서 근대 디자인 발전과 병행 

하기에 이르렀다 

19C 근대 디자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모리 

스(William Morris)61도 타이포그래피에 관심을 두고 

스스로 활자를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아르누보에 영향 

을 끼쳐 아르누보토운이라는 장식 커트와 더붙어 독특 

한 타이포그래피로 발전되었다 

1916년 스위스에서 발생한 다다이즘CDadaism) ， 

1 917년 흘랜드에서 결성된 그룹의 데스틸CDest ij]) ， 

1919년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rl에 의해 

창립된 독일의 바우하우스 등은 각각의 타이포그래피 

에 대한 연구와 실제 촬동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이는 모두가 현대의 타이포그래피의 기반을 만들고 있 

다. 또한 모흘러 나기 (Moholy Nagy) ,81 헤르베르트 

바이어 (!-I ubert Bay e r ) , 91 얀 치 홀트 (Jan 

Tschichold) 101등에 의한 뉴 타이포그래피의 시도는 

근대 그래픽 디자인 위에 획기적인 영호k을 가져온 것 

이라 할 수 있다 1 11 그리고 라이노타이프의 1 21 발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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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많은 조판가들이 해야할 일을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석판 인쇄술의 원리가 발견되 

어 후에 이 원리는 고속의 정교한 옵셋(offseO 기술 

로 발달 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진식자 

방법이 개발되어 디자인에 있어서 혁명을 위한 기술적 

인 기능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 

그리하여 현대는 활판만이 아니라 평판(그라비아， 옵 

셋)으로 인쇄되어도 활판적인 표현을 주조로한 디자인 

이 일반적인 타이포그래피의 속성에 첨가되고 있다. 

한글은 세종 28년인 1446년 10월에 훈민정음이라 

는 이름으로 반포된 이래 550여년이 지났다 중셰 이 

후 금속 활자가 발명되어 활판 인쇄가 발달하였으며， 

고려 고종 2 1년 0234년)에는 최 윤에 의해 발명된 

금속 활자로 상정고금예문 50권을 인쇄하였는데 이는 

서양의 구텐베르크에 의한 촬판 인쇄술 발명보다 200 

년이나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문 

호가 뒤늦게 열려졌기 때문이며 ， 더우기 문호 개방후 

일제의 식민지 문화로 인하여 단절의 위기까지 감수해 

야만 했기 때문이다 

구한말(짧훌末) 이래 한글 활자의 발전은 초기 신문 

인 한성순보(883)와 소년(908) ，조선중앙일보 

(908)를 거쳐오면서 명조체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후 세부에 걸친 개편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변 

화가 없어 타이포그래피 면에서도 거의 진전 되지 않 

았다고할수있다. 

1 히o ~~ 1로 「얀치롤트의 뉴타이포그래피」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 

들 「포름J 7호 1981 P 67 

2' 김진펑 「한글의 글자표현」 미진사 

3 스끼야마나오끼 「시각디자인」 서울 월간 시각디자인 1987 

12/1) P 120 

(4) 독일의 인쇄술 연구가 1933~ 1468 인쇄물 「사십이행성서」는 기술 

과 디자인 면에서 뛰어난 작품이다 

(5) 안상수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가독섬에 관한 연구 10포인트 활자 

를 중심g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P 53 

(6) 1 834~ 1896 영국의 공예가 시인 사상가 수공예의 중요성괴 〈아 

트 앤드 크래프트〉운동을 주도 저서로 rS igurd the v이S니 ng (지구르트 

왕) J rThe Ea rthly Pa radise C지상의 닉원 ) J등이 있다 

(7) 1883~ 1968 독일의 건축가 바우하우스 설립자 근대 디자인 교육 

의 기초 이론을확링 시킴 

(8、 1875~ 1946 헝가리의 화가 구성주의 예술가 건축가 바우하우스 

교수 시카고에서 뉴 바우히우스 설림 저서로 「움직이는 시각」이 있다 

19 1900~ 1985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인쇄기술자 바우하우스 교수 

작몽중 「인간성을 위한 사시나무 텐트」는 현재 32콧의 박물관에 전시중 

0 1 다 

10 1902~ 1974 독일의 타이포그래퍼 컨티넬탈 유로피언상 수상 

영예왈실 산업디자이녀 구덴버르크상 수상 저서로 「신타이포그리피」「티 

이포그라픽디자인」이 있다 

11 ‘ 문 절 「시각유도를 위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P 6 

12 라이노타이프 타이프라이터 lypewrller 와 같이 키이 key 를 조 

정해 한글의 찰자를 1組에 치게 되는데 이것은 문선에 곧 제판을 하게 되 

고 또한 인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따라서 사람의 손을 많이 절약하게 도1 

었다 

13 안상수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가독섬에 관한 언구 10 포인트 휠 

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P 53 

2 . 한글의 구조적 형태 

시각적으로 볼 때 한글의 구조적 자소 형태는 기하학 

적인 형태( ' ， L ，디 ，人， 0 ， _ ， 1 )에 기본을 두고 있으 

며 ， 여기에 획을 더하거나 결합시켜 초성 자소와 중성 

자소가 이루어지고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서 하나의 

문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한글은 초성(자음)과 중 

성(모음)과 종성 (지음)을 조합시켜 사용하는 음절 문 

@ 



자소는 24개이나 자소의 위치에 따라 문지플 구성하 자로서 독창적으로 창제된 문자이다. 그중에서도 음소 

는 기본적 자소가 복잡해진다. 디 이라는 음소와 T라 문자이다. 예를 들면 「문」이란， 

글자를 뜻 글자와 소리 글자로 나눌때 한글은 소리 는 음소， 그리고 L이라는 음소의 조합A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한글은 소리 글자 중에서도 음소가 하나씩 문자인 것이다. 이와같이 음소가 모여 하나의 문자가 

쉽게 구별되는 음소 글자이며， 음운이 구별되는 음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문 알파뱃과는 달리 독특한 자구 

글자이다. 즉， 자소 하나를 독립해서 적을 수 있다는 성을 이루고있다. 

점에서 음소 글자이고， 독립된 음소들이 모아져서 한 한글은 하나의 음소인 자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자 

음절을 이루는 점에서 음절 글자이다. 를 만드는 모아쓰기 글자이다. 이렇게 모아쓰여진 낱 

한글은 닿자와 홀자와 받자를 풀어쓰는 글자가 아니 글자는 자소가 많든 적든 동일한 크기의 사각헝 속에 

흑은 닿자와 홀자와 받자를 모아서 고 닿자와 홀자， 자소를 모아 자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임 자 

쓰는 모아쓰기 글자이다. 한글은 한 글자 내에서 획의 리에 따라 닿자의 크기와 비례가 일정하지 않고， 초성 

수요가 글자에 따라 최소 두세개에서 최대 열다섯개에 자소에 어떤 형태의 중성 자소를 조합 시키느냐에 따 

이르기까지 차이가 심할뿐 아니라 자음과 모음의 조합 ‘가’ 라 그 초성 자소의 모양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상태에 따라 글자마다 그 조형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과 ‘과’의 「과 ‘국’의 의 「과 ‘구’의 「과 ‘각’의 

개성을 강조히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이렇 기과 ‘곽’ 의 「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자 

게 하여 만들어지는 한글의 총수는 무려 11 ， 200자에 구성이 어떠한 자소의 형태와 조합되느냐에 따라 다양 

가까우나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수는 1 ， 500자 하게 변하기 때문에 영문 알파뱃처럼 일정한 형태가 

내외이므로 한 서체를 디자인하려면 최소 1 ， 500자를 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제적「하여야 한다 15) 한글이 사각형 속에서 자소를 모아 지구성을 할 때 

중성인 모음의 위치에 따라 그 형태적 특정이 나타나 

므로 이에 따라 한글의 구조를 여섯가지로 나누어 볼 

P 28 14 김학성 레터링디자인 서울 장미 1985 6:. ol.L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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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구조적 형태변에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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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구조 

좌우받침구조 

털면촉 
기상하받침구조 

L복합구조 

복합받짐구조 

세계의 뭇 글자중에서 한글은 독특하고 빼어나다. 따 

굉i 

라서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좀 다흔 접근 방법을 요구 

한다. 예를 들면 영문은 선으로 인식되지만 한글은 점 

이와같이 한글은 자음 14자와 모음 10자로서 기본 



의 연장으로 인식되며， 일본의 가나나 한자의 그것과 

는 달러 띄어쓰기가 있는 점등 한글의 언어 구조적 형 

태적 독특함은 그에 맞는 운용을 요구한다. 타이포그 

래펴는 그래픽의 고럽된 한 분야가 아니라 토탈 디자 

인 CTota! Design)에서 필요 불가결한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16) 

타이포그래피의 기본적인 조건은 첫째， 문자가 조형 

미가 있어야 하고 둘째， 기계화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 

를 들 수 있다 즉， 사용히는 문자꼴의 다양성과 가독 

성， 편집상의 용의성 및 문자플 기계화하는데 어려움 

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글은 창제 당시에는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글 

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로마자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글의 역사가 로마자나 한자에 비 

해 약 2500년 정도 뒤떨어져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시 

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둘째， 한자의 영향으로 한글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했고 거기에다 한자까지 병용히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문의 경우 알파뱃 26자만 만들면 되는데 한글은 

자형 한 벌을 만드는데도 적어도 옹근글자17) 2 ， 000자 

정도를 만들어야 하므로 모두 3 ， 600자 정도를 만들어 

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막대한 시간과 장비 

가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날 인쇄술이 급격히 발달해 가고 정보량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와 함께 글자도 대량생산하게 되었 

다. 특히 표제나 상호등은 한두번만 사용하면 되지만 

신문이나 잡지， 그 이외의 서적의 본문용 활자는 경제 

적이고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본문용 활자 

는 실용적이어야 한디는 것이며 ，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문제점은 바로 한글 기계화에서 오는 문제이다. 현행 

본문 촬자꼴은 한자의 영향으후 네모틀 안에 자음과 

모음을 조힐L하여 글씨를 만들 경우 첫째로， 공간 배분 

상의 문제가 생긴다 공긴一 배분이란 옹근글자 하나를 

덩어리로 볼 때 옹근글자를 이루는 각 자소가 차지할 

공간을 일정한 원척에 의하여 나누는 것을 말한다 18) 

영문의 경우 <i>와 <m>은 공간 매분이 잘 되어 있으나 

한글의 〈가〉자와 〈랭〉자의 경우 두 자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나 다섯 자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갚 

으므로 무리가 생기는 것이다. 획수에 있어서도 〈니〉 

자와 〈빼〉자를 보면 알 수 있다. 

둘째는， 글자 중심선의 문제인데 한글의 글자 자소를 

} F 1 ~ 1 등의 세로형 자소와 」아L--rlT_의 가로형 

자소로 분류할 때 글자의 중심션이 통일되어 있지 않 

다는 것이다 

세째는 가로쓰기 문제로서 현재 간행되고 있는 책자 

들이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뀌게 됨에 따라 세로 

쓰기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글 본문 글자꼴은 가로쓰기 

의 각도에서 공간 매분이 다시 연구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한글 본문 글자꼴에 대해서는 어떤 체계적 

인 론m命)이 성립되지 않고 있으며， 사진식자의 경우 

글자 수가 많아 입 력 CinpuU 속도가 느리고， 타지수 

양성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인쇄비는 자연 

히 비싸져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되는 것이다. 

현행 본문 글자인 네모꼴 글자만을 계속해서 쓴다면 

우리는 비경제적이고 꼴이 통일되지 않은 글자플 사용 

하게 되며， 따라서 한글의 기계회는 성능이 떨어지고 

글자꼴의 발전도 늦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점을 탈피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한글 글자꼴 

의 네모꼴 탈피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들이 이미 글 

자의 네모꼴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 많은 노력과 어 

려움이 따론다 또한 현재의 옹근글자 체제를 한글의 

네모꼴 탈피에 따른 조힐L글자 체제(타자71. 멜레타이 

• 



프， 컴퓨터등)로 바꾸는 것도 시급하다. 

우리 한글도 하푸 속히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자형 

학(字규첼)의 체계를 세워 글자 꼴을 통일시키고 정책 

적인 차원에서 공문서， 연구 보고서， 안내장， 신문등 

의 본문 글자를 값싼 조합글자로 사용하게 하고， 무엇 

보다도 이 분야에 종사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A로 글 

자를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며 출판 

의 저작권이 법으로 보장되듯 글자꼴의 연구에 대한 

저작권도 마땅히 보장을 해줘야 한다. 

(16 r시각디자'2JJ 서울 월간 시각디자'2J 1987 9 P 32 

17 옹근닐사 입력피정에서 응절단위로 잉력해서 이D ↑ 윈도우상 음절 

단위로 저장된 날자 ex 가 각 구 개등 를 잦아서 썩어내는 글자를 밀 

한다 현재 일반 사진석자나 공판타시기등에서 널리 쓰이는 글자는 익 

2.300자 정도이다 옹근글자 망식은 그만큼 기계가 복잡하고 또 타자수 

기 치든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게가 비싸다 

18 송 현 「한글 기계화 이론」 서울 도서출판 정산 ι984 P 127 

ill. 결론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문자란， 개념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눈 언어적 기능과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 

서 시각적 형태로 보여지는 조형적 기능을 동시에 지 

니고 있다， 또한 문자는 비독립적이고 장식적인 성향 

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적이며 조형 활동의 새로운 

표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적 변천 가운데 큰 혁명이 있다 

면 타이포그래피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으 

로의 변화이다 즉，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의 전환 

에서 글의 내용과 부합되는 형태의 활자를 선택하면 

즉각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그래픽디자인의 발전에 중추적 역 

할을 해 온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표현의 발전 가능 

성을 모색히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며 ， 시대의 변 

화와 수용자의 요구에 맞게 타이포그래피의 표현양식 

도 발전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한글은 과학적이며 세계 어느 글자보다 독득하고 빼 

어나다 그러나 현재， 한글 기계화에서 오는 네모꼴 

글자 체제로 인한 비경제적이며 통일되지 못한 글자꼴 

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한글 기계화는 성능이 떨어지고 

글자꼴의 발전 또한 늦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중 

에게 익숙해져 있는 한글의 네모꼴 체제를 바꾸는 것 

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어려움이 따론다. 그러나 현 

재의 옹근글자 체제를 컴퓨터 식자체등의 조힐l글자 체 

제로 비그r-o-1 간다면 입력 속도가 빨라 타지수 양성에 

도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며， 인쇄비도 저렴해져 

서 경제적인 글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포그래피의 배경 빛 이론과 현황 

을 살펴보았고， 한글의 구조적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 

다. 그 결과， 타이포그래파 표현의 주된 대상인 문자 

체의 중요성과 다양한 문자체 개발의 시급함과 필요성 

을 깨닫게 되었다 한 때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한글 

가로 풀어쓰기가 연구되었으나 이는 한글의 모아쓰기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 하여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한 

글을 활성화 할 때 한글의 특성인 모아쓰기 형식을 살 

리면서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며 시각상 아릉다운 글씨 

체로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가 활발해져야 하겠다 

타이포그래피 표현에 있어 한글이 적극적으로 사용되 

어 한글 자제의 표현분야에 더욱 큰 성과가 계속되기 

를 기대한다. 

C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