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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FACE COLLECTION 2020

투게더그룹 TYPE폰트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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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만드는 타입세트 컴퍼니는 글자가 형식이 되고

형식을 이용한 메시지를 만드는 타이포그래피 전문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WWW.TYPES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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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타입세트컴퍼니 설립 

투타입세트 브랜드 상품 개발  

용감한컴퍼니 용감체개발 

CJ오쇼핑 전용서체 개발 

블랙컬렉션(블랙라이크, 블랙러버) 서체 개발 

LG 모바일 서비스 type폰트 납품 

삼성갤럭시앱 type폰트 납품 

서울예술대학교 산학협동 스타폰트 개발 

데뷔패키지 개발 

RESSA / PLAYT / 브랜드 디자인

 

100종 낱개폰트 개발 완료 

아이오페 10주년 에어쿠션 콜라보레이션

 

용감한컴퍼니 지혜체개발 

대웅 임팩타민 전용서체개발 

한국여자농구연맹 브랜드 로고타입 디자인 

패스트캠퍼스 “나만의 브랜딩서체 만들기” 1기 ~ 9기

2017 

 

 

 

 

 

 

 

 

 

2018 

 

2019

타입세트 컴퍼니는 타입을 디자인하는 타이포스튜디오입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만듭니다’라는 스튜디오 슬로건을 바탕으로 디자인, 브랜드, 제품 등 폰트의 쓰임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typeset.co.kr

디자인 디렉터

최미진, 정태영, 이한슬,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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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꽃같네, TYPE블랙스타일 등

TYPE500일의썸머, TYPE가을엽서 등

라틴서체 p.114
TYPE뉴욕레시피, TYPE도쿄레시피 등

디자인서체

팬시서체

p.70

p.98

TYPE경남머슴아, TYPE무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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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서체
인기가 가장 많은 TYPE블랙다이아몬즈, TYPE밤도깨비 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그래서
아름답다.
블랙다이아몬즈
Black
Diamonds

글이 좋아서  
글이 좋지 

않아서 모든  
글자가 좋았다.

밤도깨비
Night 

Dokkae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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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블랙다이아몬즈’는 흔히 볼 수 있는 세로획이 굵은 고딕과는 달리 가로획이 굵게 디자인 되어 전혀 

새로운 인상을 담고 있습니다. 무겁고 진중한 작업 보다는 키치하고 유머러스한 작업에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ㄱ, ㄹ, ㅅ, ㅇ 등 특징적인 자소

한글, 영문, 숫자 조화

Font한글123

성글
Regular 20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블랙다이아몬즈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블랙다이아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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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밤도깨비’는 동아시아의 분위기를 풍기는 제목용 서체입니다. 글자의 굵기가 아래로 갈수록 얇아져 

아래에서 빛이 올라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 또한 개성을 그대로 담고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획이 얇아지는 구조

한글, 영문, 숫자 조화

Font한글123

만치
Regular 19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밤도깨비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밤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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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졸

러
새

꽃

블
연

꽃

행

흑

블

여

늦

블
이

TYPE글자상회 TYPE블랙과자점 TYPE연남동숲길

TYPE이런고딕TYPE블랙노멀TYPE꽃같네

TYPE꽃명조 TYPE블랙스타일 TYPE졸업식

TYPE행복마켓

TYPE흑백영화

TYPE새벽감성TYPE늦은여름밤

TYPE러브빈티지 TYPE여행주간

제목용 서체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제목용 서체 15종입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글자상회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꽃같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꽃명조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늦은여름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러브빈티지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블랙과자점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블랙노멀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블랙스타일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새벽감성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여행주간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연남동숲길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졸업식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이런고딕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행복마켓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흑백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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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글자상회

획의 마무리가 둥글게 처리된 형태가 특징인 ‘TYPE 글자상회’는 둥근 굴림 형태의 폰트로 비교적 

얇은 굵기로 디자인되어 제목과 본문 모두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10.5pt

Regular 11pt

Regular 16pt

Regular 16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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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꽃같네

꽃같네는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의 ‘꽃’ 같은 인생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굵은 고딕의 구조에 

꽃잎처럼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9pt

Regular 9pt

Regular 15pt

Regular 14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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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꽃명조

‘TYPE 꽃명조’는 적은 획대비와 아기자기한 자소를 가진 명조체 폰트입니다. 기울어진 각도와 적은 

획대비는 더욱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11pt

Regular 13pt

Regular 17pt

Regular 19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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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늦은여름밤

‘TYPE 늦은여름밤’은 둥근 획으로 이루어진 폭이 좁은 고딕 폰트입니다. 아마 늦은 여름, 나무처럼 

싱그런 날 호숫가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닮은 폰트입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Regular 12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Regular 12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Regular 12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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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러브빈티지

‘TYPE 러브빈티지'는 잡지를 콜라주한 느낌을 표현한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폰트입니다. 가독성을 

위해 규칙적인 크기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획의 굵기와 형태에 변화를 주어 콜라주 특유의 자유로운 

느낌을 살린 점이 특징입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9pt

Regular 9pt

Regular 13pt

Regular 12.7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28 29

TYPE블랙과자점

‘TYPE 블랙과자점’은 옛날 80년대의 감성을 담고 있는 손글씨 폰트입니다. 매직으로 탄력 있게 그어 

쓴 듯한 기울기가 있는 옛날 간판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10.5pt

Regular 12pt

Regular 16pt

Regular 16.5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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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블랙노멀

‘TYPE 블랙노멀’은 다른 일반적인 고딕보다 자폭이 더 좁게 설정된 고딕 폰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좁은 자폭을 가지고 있어 지면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좁은 자폭은 모던한 인상을 주지만 

손맛을 살린 획을 통해 차가워 보이지 않게 디자인됐습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10pt

Regular 9pt

Regular 16pt

Regular 16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32 33

TYPE블랙스타일

‘TYPE 블랙스타일’은 기존의 고딕들과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고딕 폰트입니다. 시각적으로 안정되어 

보이기 위해 굵은 세로획, 얇은 가로획을 흔히 사용하지만, 그와 반대로 블랙스타일은 얇은 세로획과 

굵은 가로획을 바탕으로 모듈화되었습니다. 획의 새로운 대비를 통해 새로운 느낌을 전달합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9pt

Regular 9pt

Regular 15pt

Regular 12.5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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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새벽감성

‘TYPE 새벽감성’은 탈네모꼴 구조의 명조체 폰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탈네모꼴 구조를 가지며 

단순화된 부리를 가지고 있어 모던 하면서도 감성적인 분위기를 가집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11pt

Regular 13.3pt

Regular 19pt

Regular 18.3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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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여행주간

‘TYPE 여행주간’은 귀엽고 개성있는 형태를 가진 굴림 스타일의 손글씨 폰트입니다. 제목용으로도 

개성있고 완성도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10.5pt

Regular 11pt

Regular 18pt

Regular 18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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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연남동숲길

‘TYPE 연남동숲길’은 귀엽고 바른 이미지의 고딕 폰트입니다. 초성과 종성 어디든 정원에 가까운 

‘ㅇ’은 전체적으로 귀여우면서도 곧은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11pt

Regular 12pt

Regular 17pt

Regular 17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 

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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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이런고딕

‘TYPE 이런고딕’은 기울어진 형태가 특징인 고딕 폰트입니다. 세로로 긴 형태의 네모틀에 꼭 맞게 

들어차 있는 자소와 조금 기울어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11pt

Regular 10pt

Regular 17pt

Regular 16.7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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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졸업식

‘TYPE 졸업식’은 균형잡힌 비율과 넓은 자폭을 가진 고딕폰트입니다. 넓은 자폭은 단어나 문장으로 

쓰일 때 시원시원한 인상을 주고 사각형에 가까운 둥근 'ㅇ'과 'ㄱ'에서 독특한 획의 끝맺음을 통해 

특징을 부여했습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9.5pt

Regular 10pt

Regular 15.5pt

Regular 16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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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행복마켓

‘TYPE 행복마켓’은 단정한 고딕스타일에 귀여운 자소들이 특징인 폰트입니다. 굵기가 얇고 가독성이 

좋아 본문용으로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9pt

Regular 10pt

Regular 16pt

Regular 16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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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흑백영화

‘TYPE 흑백영화’는 올드한 복고풍의 제목용 폰트입니다. 과거 흑백영화 시절의 영화간판 디자인에서 

모티브를 따와 제작했습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Regular 12pt

Regular 11pt

Regular 19pt

Regular 17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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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500일의썸머 Regular TYPE겟잇뷰티 Light TYPE기억의습작

TYPE500일의썸머 Medium TYPE겟잇뷰티 Regular TYPE까르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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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가을엽서 TYPE또박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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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봄을닮아 TYPE시가있는밤 TYPE익선동의밤

TYPE비오는아침 TYPE여름일기 TYPE제주푸른밤

TYPE살짝궁흘림

TYPE서울의밤 TYPE해녀학교

TYPE오렌지마들렌

TYPE오후의커피

TYPE플라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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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글씨 서체
친근하고 다양한 성격의 손글씨 서체 25종입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500일의썸머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가을엽서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감성사진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겟잇뷰티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겟츄크레용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글씨연습장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기억의습작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까르보나라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다정하게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또박해좋아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미완성식탁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비오는아침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봄을닮아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살짝궁흘림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서울의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스물셋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시가있는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여름일기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오렌지마들렌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오후의커피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원고지글씨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익선동의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제주푸른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플라밍고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해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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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500일의썸머

‘TYPE 500일의썸머’는 감성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손글씨 폰트입니다. 폰트의 이름처럼 시원하고 

담백한 획으로 이루어져 크기감이 다양한 손글씨 폰트지만 차분한 인상을 줍니다. Regular와 

Bold는 같은 구조를 가지지만 획의 질감을 달리해 각각 개성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Regular 46pt

Bold 41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 ’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 ’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16pt

Bold 14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Light 47pt

Medium 47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 ’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 ’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Light 16pt

Medium 16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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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가을엽서

TYPE감성사진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8pt

Regular 40pt

Regular 14pt

Regular 14pt

TYPE겟잇뷰티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Bold 41pt / 15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Regular 40pt / 14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Light 41pt / 15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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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겟츄크레용

TYPE글씨연습장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9pt

Regular 39pt

Regular 14pt

Regular 14.5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기억의습작

TYPE까르보나라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6pt

Regular 32pt

Regular 14pt

Regular 12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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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또박해좋아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9pt

Regular 13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다정하게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7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봄을닮아

TYPE미완성식탁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8pt

Regular 36pt

Regular 14pt

Regular 13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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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살짝궁흘림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6pt

Regular 14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비오는아침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8pt

Regular 14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스물셋

TYPE서울의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8pt

Regular 38pt

Regular 14pt

Regular 14pt



64 65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여름일기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8pt

Regular 14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시가있는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6pt

Regular 14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오후의커피

TYPE오렌지마들렌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8pt

Regular 37pt

Regular 14pt

Regular 14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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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익선동의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5pt

Regular 14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원고지글씨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7pt

Regular 14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플라밍고

TYPE제주푸른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8pt

Regular 38pt

Regular 14pt

Regular 14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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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해녀학교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Regular 32pt

Regular 12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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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서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디자인 서체 22종입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경남머슴아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그냥말해줘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꽃길만걷자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달밝은굴림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당근케이크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뜨겁게안녕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라이크유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말랑모찌떡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모두의글씨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무노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무지라이프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베스트프랜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불량상회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살랑살랑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아몬드봉봉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아재포차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어반커피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여행노트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인사합시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장난스런말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킨포크라이프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탐라산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TYPE해맑은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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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5pt Regular 13.5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경남머슴아

‘TYPE 경남머슴아’는 고딕의 기본 형태에 특정 자소에서 명조의 삐침 형태를 볼 수 있는 고딕 

폰트입니다. 딱딱하고 날카로운 경상남도 사투리를 쓰지만 곧은 마음을 가진 경남머슴아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Regular 13.7pt Regular 14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그냥말해줘

‘TYPE 그냥말해줘’는 손글씨가 가지는 손맛을 살린 고딕 폰트입니다. 자소의 형태적 특징과 

탈네모꼴의 구조는 고딕이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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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7pt Regular 16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꽃길만걷자

‘TYPE 꽃길만걷자'는 귀엽고 감성적인 인상을 주는 손글씨 폰트입니다. 폰트의 이름처럼 아이의 

앞길에 꽃길만 걷길 바라며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쓴 글자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Regular 15pt Regular 13.5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달밝은굴림

‘TYPE 달밝은굴림’은 ‘TYPE 해맑은굴림’을 더욱더 반듯하게 조정한 버전의 굴림 폰트입니다.

둥글게 마무리되는 아래 획들은 어두운 밤 환하게 웃고 있는 밝은 달을 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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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4.7pt Regular 14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당근케이크

‘TYPE 당근케이크’는 울퉁불퉁한 질감이 특징적인 손글씨 폰트입니다. 폰트의 이름처럼 담백한 폰트 

구조와 생크림을 덕지덕지 바른듯한 질감으로 이루어져 귀여운 인상을 줍니다.

Regular 14pt Regular 13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뜨겁게안녕

‘TYPE 뜨겁게안녕’은 둥근 획과 세로로 긴 형태가 특징인 손글씨 폰트입니다. 어린아이가 쓴 것 같은 

자소의 형태와 세로로 긴 구조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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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7pt Regular 15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라이크유

‘TYPE 라이크유’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획을 가진 손글씨 폰트입니다. 소박한 감정을 담아 

또박또박 눌러쓴듯한 둥근 획은 아기자기한 인상을 줍니다.

Regular 14pt Regular 15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말랑모찌떡

‘TYPE 말랑모찌떡'은 귀엽고 아기자기한 인상을 주는 손글씨 폰트입니다. 모찌떡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자음을 동그란 타원 형태로 제작한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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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4pt Regular 13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모두의글씨

‘TYPE 모두의글씨’는 손글씨를 바탕으로 한 고딕 형식의 폰트입니다. 자소의 형태에서 손글씨의 

획을 살리고, 구조적으로 탈네모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Regular 11.5pt Regular 11.5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무노

‘TYPE 무노’는 만화에서 볼 수 있는 말풍선을 모티브로 제작된 고딕 스타일의 폰트입니다.

언밸런스한 획의 굵기와 자소의 형태를 통해서 코믹한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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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6pt Regular 14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무지라이프

‘TYPE 무지라이프’는 덤덤한 인상을 주는 고딕 스타일의 폰트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디자인되어 

제목과 본문 모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gular 15pt Regular 14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베스트프랜

‘TYPE 베스트프랜’은 키치한 느낌을 가진 손글씨 폰트입니다. 네모틀에 꽉찬 구조와 각지게 

마무리된 획을 통해 조금 더 키치한 성격을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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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6pt Regular 13.5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불량상회

‘TYPE 불량상회’는 키치하면서도 귀여운 인상을 주는 손글씨 폰트입니다. 자소와 획의 형태에서 

불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네모틀에 꽉 차게 제작되어 가독성이 높은것이 특징입니다.

Regular 15pt Regular 15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살랑살랑

‘TYPE 살랑살랑’은 바람에 날릴 듯한 모습을 가진 손글씨 폰트입니다.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각도와 살짝 굽어진 부리는 전체적으로 가볍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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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4pt Regular 14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아몬드봉봉

‘TYPE 아몬드봉봉’은 아몬드를 닮은 자소가 매력적인 손글씨 폰트입니다. 자음 'ㅇ', 숫자 '9, 0'과 

같이 몇몇 자소의 형태에서 아몬드의 둥글고 각진 형태적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Regular 15pt Regular 14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아재포차

‘TYPE 아재포차’는 B급 감성을 지닌 키치한 고딕 폰트입니다. 획의 마무리는 고딕처럼 이루어져 

있지만, 구조와 비율은 손글씨를 기반으로 하고있어 키치한 느낌을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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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4pt Regular 15.5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어반커피

‘TYPE 어반커피’는 모던한 고딕 스타일에 감성적인 인상을 주는 폰트입니다. 단정하게 떨어지는 

획과 감성적인 인상의 자소가 만나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Regular 18pt Regular 17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여행노트

‘TYPE 여행노트’는 폭이 좁은 장체 스타일의 손글씨 서체입니다. 길쭉한 형태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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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4pt Regular 16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인사합시다

‘TYPE 인사합시다’는 작은 부리를 가진 명조 형태의 손글씨 폰트입니다. 탈네모꼴 형태의 조합과 

작은 부리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귀여운 인상을 줍니다.

Regular 15pt Regular 14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장난스런말

‘TYPE 장난스런말'은 손글씨를 선호하면서도 가독성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손글씨 

폰트입니다. 고딕 스타일의 획에 곡선 느낌을 넣어 깔끔하면서도 한층 귀엽고 부드러운 느낌이 

더해지도록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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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7pt Regular 15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킨포크라이프

‘TYPE 킨포크라이프’는 정돈된 획과 세리프가 특징인 고딕 폰트입니다. 세로로 긴 비율을 가지고 

있어 모던하며 특징적인 세리프를 가지고 있어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Regular 15pt Regular 13.5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탐라산

‘TYPE 탐라산’은 네모틀의 형태가 사다리꼴로 이루어진 고딕 폰트입니다. 사다리꼴의 틀을 가져 

독특한 인상과 분위기를 가집니다. 문장보다는 제목용으로 썼을 때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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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4pt Regular 13.7pt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에 종속된 기능만을 추구하는 

서체가 아닌, 예술적 가치의 

‘간직하고 싶은 글자’라는 타입세트 

컴퍼니의 브랜드 모토를 표현하는 

서체를 그리고자 합니다.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2015

TYPE해맑은굴림

‘TYPE 해맑은굴림’은 따뜻하고 밝은 인상을 가진 손글씨 폰트입니다. 둥글둥글한 획과 네모틀에 꽉 

찬 자소, 아래로 둥근 획의 모양은 기분 좋은 인상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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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올해의소원

TYPE일기장글씨

TYPE취향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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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시 서체
귀엽고 개성 있는 팬시 서체 35종입니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겨울밤의꿈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그녀의손끝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기억의향기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꿀한라봉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꿈나라별나라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너굴마을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너나알지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너밖에없다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녹차밀크티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니맘이내맘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단정한글씨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덕수궁돌담길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몽쉘르르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왕삐침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반하나그녀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용용죽겠지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복숭아톡톡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울라울라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비밀의상점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일기장글씨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빛나는설탕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주근깨소녀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새침데기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취향의차이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설레고있죠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하얀백설기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악필그라피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함박정식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엄지랑검지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항아리봉봉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오징어꾸이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핵귀염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오하이야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힛트다힛트

간직하고 싶은 글자TYPE올해의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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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겨울밤의꿈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그녀의손끝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기억의향기

Regular 32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꿀한라봉

Regular 30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꿈나라별나라

Regular 29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너굴마을

Regular 29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너나알지

Regular 29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너밖에없다

Regular 30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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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녹차밀크티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니맘이내맘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단정한글씨

Regular 30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덕수궁돌담길

Regular 30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몽쉘르르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반하나그녀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복숭아톡톡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비밀의상점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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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빛나는설탕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새침데기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설레고있죠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악필그라피

Regular 30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엄지랑검지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오징어꾸이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오하이야

Regular 29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올해의소원

Regular 30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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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왕삐침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용용죽겠지

Regular 3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울라울라

Regular 31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일기장글씨

Regular 30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주근깨소녀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취향의차이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하얀백설기

Regular 29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함박정식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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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항아리봉봉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핵귀염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YPE힛트다힛트

Regular 28pt

Regular 12pt

간직하고 싶은 글자를 그립니다.
TYPESET SINCE 2015
타입세트 컴퍼니는 늘 새롭고 개성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체가 갖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Seoul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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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뉴욕레시피 TYPE런던레시피

TYPE파리레시피TYPE도쿄레시피

라틴 서체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라틴 전용 서체 4종입니다.

We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ypeface.

We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ypeface.

We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ypeface.

We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ypeface.

TYPE뉴욕레시피

TYPE도쿄레시피

TYPE런던레시피

TYPE파리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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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7pt

Regular 48pt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We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ypeface. 2015

TYPE뉴욕레시피

‘TYPE 뉴욕레시피’는 타입세트가 제작한 영문 스크립트 폰트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뉴욕의 차갑고 자유분방한 이미지가 담겨있고 획이 가지는 질감을 최대한 살려 제작됐습니다.

Regular 17pt

Regular 50pt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We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ypeface. 2015

TYPE도쿄레시피

‘TYPE 도쿄레시피’는 타입세트가 제작한 영문 스크립트 폰트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도쿄가 가지는 독특한 감성과 따뜻한 인상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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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19pt

Regular 50pt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We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ypeface. 2015

TYPE런던레시피

‘TYPE 런던레시피’는 타입세트가 제작한 영문 스크립트 폰트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런던의 올드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잘 조화를 이룬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Regular 17pt

Regular 50pt

Typeset Company always strives to create new and unique 

fonts. I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he form 

that a typeface has. I would like to draw a typeface 

that expresses the brand motto of the typeset 

company, ‘letters I want to keep ’of artistic values, not 

a type that only seeks functions that depend on 

explicit and regular routines.

We want to talk 
about the beauty 
of typeface. 2015

TYPE파리레시피

‘TYPE 파리레시피’는 타입세트가 제작한 영문 스크립트 폰트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파리 특유의 낭만적인 모습과 예술적인 분위기를 담아냈습니다.



1. 블랙스타일  : 획의 새로운 대비를 통해 새로운 느낌을 전달합니다. 

2. 블랙노멀  : 전체적으로 좁은 자폭을 가지고 있어 지면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러브빈티지 : 잡지를 콜라주한 느낌을 표현한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폰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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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일의 썸머

Light / Regular / Medium / Bold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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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자체, 학교에서 개발한 브랜딩 사례

캐릭터,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는 전용서체 사례

무료상담신청

전화문의 카카오채널 문의

맥도날드 보러가기

미미월드 보러가기 아이코닉스 보러가기 퍼니플럭스 보러가기

고양시청 보러가기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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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