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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를
고르는 일엔
쇼핑과도
같은 재미가
있어요

쨘
쨘Od버블블랙, Od버블팝체

해당 페이지는 Od버블블랙과 

Od버블팝체로 작업되었습니다.



버블버블
블랙블팝

독특한 음영 표현의 버블팝 넓은 글자 공간의 버블블랙



투게더(Together)의 영문 T와 O, 한글 게더의 ㄱ과 ㄷ이 도형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함께 더해간다는 의미로 영문 T를 +로 표현,

영문 O의 원형은 다양함과 조화로움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더해간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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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빛나네

골목의 끝
익숙한 거리

빛나는
조명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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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Od간판글씨, Od뉴트토갬성B 등 
레트로 스타일 폰트 10종

레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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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날아든 새
ABCDEFGHIJKLMNOPQR abcdefghijklmnopqr

Od간판글씨 / Regular

35.2pt

17pt 1234567890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날아든 새
ABCDEFGHIJKLMNOP abcdefghijklmnop

Od바리스타B / Bold

30.2pt

16pt 1234567890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날아든 새
ABCDEFGHIJKLMNOPQRS abcdefghijklmnopqrs

Od고방유리고딕 / Regular

30.7pt

16pt 1234567890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날아든 새
ABCDEFGHIJKLMNOPQRSTabcdefghijklmnopqrst

Od복고열풍 / Regular

38pt

16pt 1234567890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날아든 새
ABCDEFGHIJKLMNOPQRS abcdefghijklmnopqrs

Od고방유리명조 / Regular

30.5pt

16pt 1234567890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날아든 새
ABCDEFGHIJKLMNOPQ abcdefghijklmnop

Od옛날글짜 / Regular

33.5pt

16pt 1234567890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날아든 새
ABCDEFGHIJKLMNOPQRS abcdefghijklmnopqrs

Od뉴트로갬성B / Bold

32.5pt

16pt 1234567890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날아든 새
ABCDEFGHIJKLMNOPQRST abcdefghijklmnopqrst

Od있어빌리티 / Regular

37pt

16pt 1234567890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날아든 새
ABCDEFGHIJKLMNOPQRST abcdefghijklmnopqrst

Od레트로도트 / Regular

32.8pt

16pt 1234567890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날아든 새
ABCDEFGHIJKLMNOPQR abcdefghijklmnopqr

Od참새방앗간 / Regular

32.5pt

16pt 123456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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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간판글씨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2.7pt

Regular 46pt

Regular 12.7pt

판

판
의

의
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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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고방유리고딕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0pt

Regular 40.5pt

Regular 11.5pt

판

판
의

의
상

상



2322

Od고방유리명조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0pt

Regular 40.5pt

Regular 11.4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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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뉴트로갬성B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Bold 21pt

Bold 42pt

Bold 12pt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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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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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Od레트로도트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1pt

Regular 42pt

Regular 12pt

의판

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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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Od바리스타B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Bold 21pt

Bold 42pt

Bold 12pt

의판

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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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Od복고열풍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1pt

Regular 50pt

Regular 13.5pt

의판

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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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Od옛날글짜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1pt

Regular 42pt

Regular 12pt

의판

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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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Od있어빌리티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4.5pt

Regular 49pt

Regular 13.3pt

의판

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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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Od참새방앗간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1pt

Regular 42pt

Regular 12pt

의판

판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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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가장 화려한 
밤을 기억하다

자동차 행렬의
강을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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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
다드

서체
Od슬림핏고딕L, Od크림라떼 등 

스탠다드 스타일 폰트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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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바람 맑은 바람맑은 바람 맑은 바람

맑은 바람 맑은 바람 맑은 바람맑은 바람

맑은 바람 맑은 바람맑은 바람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저 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날 수 있기를 바랐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저 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날 수 있기를 바랐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저 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날 수 있기를 바랐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저 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날 수 있기를 바랐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저 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날 수 있기를 바랐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저 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날 수 있기를 바랐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저 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날 수 있기를 바랐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저 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날 수 있기를 바랐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저 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날 수 있기를 바랐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저 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날 수 있기를 바랐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저 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날 수 있기를 바랐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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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상

Od갓떼리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2pt

Regular 45pt

Regular 12.7pt

의판

판의 상



4746

상

Od꼬마곰젤리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2pt

Regular 45pt

Regular 12.7pt

의판

판의 상



4948

상

Od막대과자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3pt

Regular 46pt

Regular 13pt

의판

판의 상



5150

상

Od슬림핏고딕L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Light 21pt

Light 42pt

Light 12.2pt

의판

판의 상



5352

상

Od빈틈없음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4pt

Regular 45pt

Regular 13.3pt

의판

판의 상



5554

상

Od여우비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3.4pt

Regular 47pt

Regular 13.2pt

의판

판의 상



5756

상

Od여름바다야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9.5pt

Regular 60pt

Regular 17pt

의판

판 의 상



5958

상

Od크림라떼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3.5pt

Regular 47pt

Regular 13pt

의판

판의 상



6160

상

Od태양의후예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1.5pt

Regular 43pt

Regular 12.1pt

의판

판의 상



6362

상

Od펄럭고딕M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Medium 21pt

Medium 42pt

Medium 12.2pt

의판

판의 상



6564

상

Od허니굴림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을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그들 모두 1800년대의 
인상주의 화가였고 특유의 색채와 붓터치가 좋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생동감있게 화폭에 담아내었다.

Regular 24.5pt

Regular 49pt

Regular 14pt

의판

판의 상



6766

라디오!
돌아온

비 오는 퇴근길의
피곤함을 달래 줄

모두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뭘 먹는 게 좋을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오는 날에는 역시...
그래, 알았어

파전도 좋지!

이따 보자!

오늘의 추천곡은
아이디 orange님의...



6968

서체
Od베스트프렌, Od시린겨울 등 
손글씨 스타일 폰트 35종

손글
씨



7170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기우뚱 / Regular

38.5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못먹어도고 / Regular

37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덕밍아웃 / Regular

38.5pt

14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새글씨 / Regular

38.5pt

13.5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그뤠잇 / Regular

41pt

14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바닐라로맨스 / Regular

47pt

18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데이지 / Regular

38.5pt

14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시린겨울 / Regular

36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갑분띠 / Regular

32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별총총옥탑방 / Regular

40pt

14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땡스기빙토끼 / Regular

38.5pt

14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썸머타임 / Regular

38.5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까치설날 / Regular

36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베스트프렌 / Regular

36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뚠뚜니핏 / Regular

37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아무말대잔치 / Regular

38.5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꽃별천지 / Regular

38.5pt

13.5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살짝쿵여행 / Regular

39pt

14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띵서체 / Regular

36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어게인블라썸 / Regular

38.5pt

13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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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어서와봄 / Regular

38.5pt

13.5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콩떡빙수 / Regular

38.5pt

14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올롸잇 / Regular

39pt

14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에그타르트 / Regular

38pt

13.5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쿵심이쾅심이 / Regular

37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와글와글 / Regular

42pt

15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에라모르겠다 / Regular

37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태은이편지 / Regular

40pt

14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왓더버억 / Regular

38.5pt

13.7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에바쎄바따랑 / Regular

38.5pt

13.5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토끼인형 / Regular

40pt

14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욜로라이프 / Regular

38.5pt

13.7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엘리스와토끼 / Regular

40pt

14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퐁당겨울딸기 / Regular

36pt

13pt

상쾌한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벤치에 앉아

Od진촤귀여워 / Regular

38.5pt

13.5pt



7574

Od꽃별천지 Od덕밍아웃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Regular 46pt Regular 47pt

Regular 13pt Regular 13.5pt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Regular 21.5pt Regular 24pt



7776

Od땡스기빙토끼 Od뚠뚜니핏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Regular 46pt

Regular 13.3pt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Regular 23pt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Regular 46pt

Regular 12.5pt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Regular 21.5pt



7978

Od별총총옥탑방 Od베스트프렌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Regular 46pt

Regular 13pt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Regular 23pt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Regular 44pt

Regular 12.8pt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Regular 22.5pt



8180

Od시린겨울 Od아무말대잔치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Regular 46pt

Regular 12.2pt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Regular 21.5pt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Regular 46pt

Regular 13pt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Regular 21.5pt



8382

Od에바쎄바따랑 Od태은이편지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Regular 46pt

Regular 13pt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Regular 23pt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Regular 46pt

Regular 13.3pt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Regular 23.5pt



8584

Od쿵심이쾅심이 Od썸머타임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Regular 45pt

Regular 12.7pt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Regular 22.5pt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였다. 

도서관 한켠에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시리즈 전집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책을 골라 꺼내었다.

Regular 46pt

Regular 12.7pt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질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숲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Regular 21.5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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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기우뚱

Od그뤠잇

Od갑분띠

27.5pt

30pt

26pt

13.6pt

15.3pt

13pt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까치설날

Od데이지

Od띵서체

26pt

29pt

27pt

12.8pt

14.2pt

13.7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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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못먹어도고

Od바닐라로맨스

Od살짝쿵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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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새글씨

Od어게인블러썸

Od어서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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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에그타르트

Od에라모르겠다

Od엘리스와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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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올롸잇

Od와글와글

Od왓더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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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욜로라이프

Od진촤귀여워

Od콩떡빙수

28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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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pt

13.3pt

14pt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토끼인형

Od퐁당겨울딸기

28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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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시 서체
Od안녕꽃님, Od일렁일러엉 등 

팬시 스타일 폰트 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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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침대 속에서 옆에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두고 
재미있는 책 한권을 손에 들면 완벽한 휴일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속에 빠져들겠지

따듯한 침대 속에서 옆에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두고 

재미있는 책 한권을 손에 들면 완벽한 휴일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속에 빠져들겠지

따듯한 침대 속에서 옆에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두고 

재미있는 책 한권을 손에 들면 완벽한 휴일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속에 빠져들겠지

따듯한 침대 속에서 옆에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두고 

재미있는 책 한권을 손에 들면 완벽한 휴일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속에 빠져들겠지

좋아하는 음악과 
재미있는 책을 준비하자

좋아하는 음악과
재미있는 책을 준비하자

좋아하는 음악과
재미있는 책을 준비하자

좋아하는 음악과
재미있는 책을 준비하자

Regular / 51pt

Regular / 44pt

Regular / 44pt

Regular / 44pt

Regular / 20pt

Regular / 19pt

Regular / 20pt

Regular / 19pt

Od안녕꽃님

Od나랑껌딱지

Od일렁일러엉

Od화잇클쑤마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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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 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 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괴짜굴림

Od달콤핑크

Od딸기샤벳

28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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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말랑호떡

Od알럽쮸

Od예쁜명조씨

27pt

27pt

28pt

13pt

13pt

14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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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 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외계행성

27.5pt

13.2pt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 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웨딩마치

27.5pt

13.5pt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 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평창올림픽

28pt

14pt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다

흘러가는 단락을 쫓아 낯선 시간을 알다 

펼친 책 페이지에서 누군가 끼워서 말려 둔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스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주워 들어 원래 자리에 끼워 두려던 찰나, 바로 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문장이 정갈한 서체로 프린트 되어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Od핵인싸

26pt

12.7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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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버블팝 Od버블블랙

우 너메 포
우 너메 포

한글 Font 11172한글 Font 11172
버블블랙 Black버블팝 Pop

마H3 마H3
Od버블팝은 공기 방울이 맺힌 느낌이 

특징이 있으며, 귀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모서리 부분은 굴림 형태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서체의 특징이 뚜렷해 

별도의 효과를 사용하지 않아도 

타이틀이나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Od버블블랙은 버블팝의 효과를 제거한 

서체입니다. 공기 방울 효과로 가려졌던 

굵기감이 더 증폭 돼 보이며, 부드럽지만 

무게감이 있습니다. 타이틀이나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한글과 영문, 숫자와의 조합한글과 영문, 숫자와의 조합

서체의 특징 서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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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버블팝', 'Od버블블랙'의 지식 재산권은 (주)투게더그룹에 있습니다.

'Od버블팝', 'Od버블블랙'은 투게더그룹 멤버쉽을 이용 중인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어떤 멤버쉽을 이용하더라도 사용범위 제한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Od버블팝', 'Od버블블랙'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임의 수정 및 

재배포는 금지합니다. 'Od버블팝', 'Od버블블랙'은 기존 형태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Od버블팝', 'Od버블블랙'은 본 저작권 안내 전문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에 임베이딩 및 번들로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안내 

전문을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Od버블팝', 'Od버블블랙'을 사용한 모든 디자인, 창작물은 투게더그룹의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개시 일자 2020. 2. 1.

OdBUBBLE SERIES 
LICENSE

Od버블폰트 시리즈 라이선스

투게더그룹의 카카오채널을 추가 하시면 Od폰트 신규 업그레이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 http://pf.kakao.com/_xaEVKT

Od폰트 멤버쉽 보러가기 : http://togethergroup.co.kr/sub/membership/index.asp

문의 : 02-408-2019 / togethergroup@togethergroup.co.kr

http://pf.kakao.com/_xaEVKT
http://togethergroup.co.kr/sub/membership/index.asp


Od폰트 멤버쉽 보러가기

유튜브 보러가기

카카오채널 문의

togethergroup@togethergroup.co.kr

02 - 408 - 2019

http://togethergroup.co.kr/

http://pf.kakao.com/_xaEVKT

https://blog.naver.com/font0124

https://www.instagram.com/
togethergroup_/?hl=ko

https://www.facebook.com/
TogetherGroup2019/

https://www.youtube.com/channel/
UC0X1XXWFqCq2AVaT0EK0xbA

https://twitter.com/_Togethergroup

채널 추가, 무료폰트 받기

인스타 보러가기

페이스북 보러가기

트위터 보러가기

구매문의

블로그 보러가기

이메일 문의

전용서체? 개발해야 내 꺼 된다!

넌? 전용서체 아직도 없니?

우린! 투게더그룹과 계약했다.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브랜딩 사례

그 외 다양한 기업에서 개발한 사례

전용서체 전문상담신청

전화문의 카카오채널 문의

맥도날드 보러가기CJ오쇼핑 보러가기 다이소 보러가기

남양주 보러가기한국외대 보러가기 코레일 보러가기





펴낸 곳

고객센터

팩스

웹사이트

문의메일

카카오채널

: 주식회사 투게더그룹

: 02 408 2019

: 02 408 2016

: http://togethergroup.co.kr

: togethergroup@togethergroup.co.kr 

: @투게더그룹

투게더그룹 견본집의 저작권은 투게더그룹에 있으며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