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훈 손글씨 폰트

KCC김훈체

우리 시대의 대표 소설가 김훈
1) 소설가 김훈은 1973년 한국일보에 입사하여 시사저널,
국민일보, 한겨례신문 등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였습니
다. 불혹을 훌쩍 넘긴 나이에 문단에 등단하여 대표 소설 ‘칼의
노래’, ‘남한산성’ 등을 집필하였으며, 2009년 한국예술평론
가협의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 KCC김훈체는 2017년 김훈 작가의 손글씨를 기증받아
제작한 폰트이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KCC김훈체의 개발
1)

김훈 작가 손글씨의 특징을 살려 본연의 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

2)

개성이 강한 김훈 작가 손글씨의 자소를 크기감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중앙에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임

KCC김훈체의 특징
1)

다양한 자소의 두께와 크기, 폭의 차이가 큰 특징들을 살려 제작

2)

개성이 강한 김훈 작가 손글씨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작

3)

김훈 작가 손글씨의 특징인 정체와 흘림 그리고 손글씨 특유의 질감을 최대한 살렸으며, 자소를 조정하여
가독성과 활용성을 높임

연필을 사용하는 김훈 작가
손글씨의 특징을 살려 자소
획의 끝을 부드러운 마감으로
처리

작가 손글씨 특유의 정체와
흘림이 공존하는 특징을
반영

연필 특유의
질감 표현

사용범위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이란?
-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입니다.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표시)
- CCL 저작물 이용자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반드시 표기하고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 등 표시 :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
** 예시 : 흰망태버섯 by 최철수, 공유마당, CC BY

(1) 자유이용허락(CCL) 기본원칙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Attribution)

(Noncommercial)

(No Derivative Works)

(Share Alike)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물 ‧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2) 자유이용허락(CCL) 조건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_비영리

저작자표시_변경금지

(CC BY)

(CC BY_NC)

(CC BY_ND)

‣ 이용조건

‣ 이용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만 표시한다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
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이용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저작자표시_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_비영리_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_비영리_변경금지

(CC BY_SA)

(CC BY_NC_SA)

(CC BY_NC_ND)

‣ 이용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
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 이용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
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
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 이용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
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