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ample
Book

폰트 견본집

1063 스타일 / 330 타입

본문류
27 타입 / 139 스타일

FONT 본문류

210 M고딕 210 MGothic

210 옴니고딕 210 OmniGothic

210 옴니굴림 210 OmniGulim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100

010, 015, 020, 025, 030, 035, 040, 045, 050, 05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045, 050, 055

바람부는 푸른 바닷가에서
바람부는 푸른 바닷가에서
바람부는 푸른 바닷가에서
바람부는 푸른 바닷가에서
바람부는 푸른 바닷가에서
바람부는 푸른 바닷가에서
바람부는 푸른 바닷가에서
바람부는 푸른 바닷가에서
바람부는 푸른 바닷가에서
바람부는 푸른 바닷가에서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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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FONT 본문류

210 나무고딕 210 Namoogothic

210 모던고딕 210 Moderngothic

210 구름고딕 210 GuruemGothic

L, R, B, EB

L, R, B, EB

010, 030, 050, 070, 090

살금살금 지나며 들려주네
살금살금 지나며 들려주네
살금살금 지나며 들려주네
살금살금 지나며 들려주네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저기 구름 위 두둥실 달까지
저기 구름 위 두둥실 달까지
저기 구름 위 두둥실 달까지
저기 구름 위 두둥실 달까지
저기 구름 위 두둥실 달까지

210 나무굴림 210 Namoogulrim

210 모던굴림 210 Moderngulrim

L, R, B, EB

L, R, B, EB

살금살금 지나며 들려주네
살금살금 지나며 들려주네
살금살금 지나며 들려주네
살금살금 지나며 들려주네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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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FONT 본문류

210 빛글 210 Bitgeul

210 앱굴림 210 Appgulim

210 스탠다드 210 Standard

L, R, B

L, R, B

010, 020, 030, 040, 050

빛, 길잡이가 되어 글을 쓰라
빛, 길잡이가 되어 글을 쓰라
빛, 길잡이가 되어 글을 쓰라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너의
너의
너의
너의
너의

210 굴림 210 Gulim

210 수명조 210 Soomyungjo

010, 030, 050, 070, 090

010, 020, 030, 040, 050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현대적 느낌의 개성 가득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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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맞춰서
맞춰서
맞춰서
맞춰서
맞춰서

살도록
살도록
살도록
살도록
살도록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하라
하라
하라
하라
하라

FONT 본문류

210 누리고딕 210 NuriGothic

210 수필명조 210 Soopilmyungjo

210 네모진 210 Nemojin

L, R, B

010, 020, 030, 040, 050

010, 020, 030, 040, 050

세상의 끝에서 전하는 희망
세상의 끝에서 전하는 희망
세상의 끝에서 전하는 희망
세상의 끝에서 전하는 희망
세상의 끝에서 전하는 희망

그대가 있어 행복한 오늘
그대가 있어 행복한 오늘
그대가 있어 행복한 오늘
그대가 있어 행복한 오늘
그대가 있어 행복한 오늘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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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본문류

210 디딤고딕 210 DidimGothic

210 디딤명조 210 Didimmyungjo

010, 020, 030, 040, 050

010, 030, 050, 070, 090

010, 020, 030, 040, 050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창 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창 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창 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창 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창 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푸른명조 210 Puleunmyungjo

210 청고딕 210 ChungGothic

L, R, B

L, R, B

푸르른 하늘 아래 너와 함께
푸르른 하늘 아래 너와 함께
푸르른 하늘 아래 너와 함께

꿈에서 만난 너는 또 다른 사람
꿈에서 만난 너는 또 다른 사람
꿈에서 만난 너는 또 다른 사람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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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본문류

210 옴니고딕 Cond 210 OmniGothic Cond

210 마루고딕 210 MaruGothic

210 화명조 210 Hwamyungjo

010, 020, 030, 040, 050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100

020, 030, 040

어머,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어머,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어머,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어머,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어머,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어머,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어머,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어머,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어머,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어머,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우리의 첫 느낌을 되살리는 건 무릴까
우리의 첫 느낌을 되살리는 건 무릴까
우리의 첫 느낌을 되살리는 건 무릴까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꽁무니에서 빛을 내뿜는 반딧불
꽁무니에서 빛을 내뿜는 반딧불
꽁무니에서 빛을 내뿜는 반딧불
꽁무니에서 빛을 내뿜는 반딧불
꽁무니에서 빛을 내뿜는 반딧불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만날
만날
만날
만날
만날

수
수
수
수
수

있으면
있으면
있으면
있으면
있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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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반딧불 210 Banditbul
010, 030, 050, 070, 090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FONT 본문류

210 산빛고딕 210 SanbitGothic

210 눈꽃 210 Nunkkot

010, 020, 030, 040, 050

L, R, B

빛이
빛이
빛이
빛이
빛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들어오면
들어오면
들어오면

자연스레
자연스레
자연스레
자연스레
자연스레

뜨던
뜨던
뜨던
뜨던
뜨던

눈
눈
눈
눈
눈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눈 위에 써 내려간 청춘일기
눈 위에 써 내려간 청춘일기
눈 위에 써 내려간 청춘일기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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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류
126 타입 / 393 스타일

FONT 헤드라인류

210 마마블럭 210 Mamablock

210 만화가게 210 Manwhagage

210 카세트테잎

L, R, B

L, R, B

R

엄마 아빠랑 블럭놀이
엄마 아빠랑 블럭놀이
엄마 아빠랑 블럭놀이

우리들의 하교길 아지트
우리들의 하교길 아지트
우리들의 하교길 아지트

테잎 속 그 때 그 음악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빅아이즈 210 Bigeyes

210 클레이토이 210 Claytoy

210 동화책 210 Dongwhacaek

L, R, B

L, R, B

L, R, B

똘망똘망하고 큰 눈망울
똘망똘망하고 큰 눈망울
똘망똘망하고 큰 눈망울

조물조물 즐거운 찰흙놀이
조물조물 즐거운 찰흙놀이
조물조물 즐거운 찰흙놀이

밤마다 읽어주신 동화책
밤마다 읽어주신 동화책
밤마다 읽어주신 동화책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스톤에이지 210 Stoneage

210 오복상회 210 Oboksanghoe

210 자연주의 210 210 Jayunjuui

L, SR, B

L, R, B

L, R, B

석기시대 초콜릿 맛남
석기시대 초콜릿 맛남
석기시대 초콜릿 맛남

골목 작은 옛 구멍가게
골목 작은 옛 구멍가게
골목 작은 옛 구멍가게

유기농 웰빙 건강 라이프
유기농 웰빙 건강 라이프
유기농 웰빙 건강 라이프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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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Cassettetape

ABCDEFabcdef1234!@#

FONT 헤드라인류

210 연필스케치 210 Yeonpilsketch

210 인사동사거리 210 Insadoongsageri

210 하얀바람 210 Hayanbaram

R

L, R, B

L, R, B

아이디어를 적어놓자

인사동 앞 그날의 추억
인사동 앞 그날의 추억
인사동 앞 그날의 추억

바람아 나도 데려가줘
바람아 나도 데려가줘
바람아 나도 데려가줘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콤퓨타세탁 210 Computersetak

210 카툰스토리 210 Cartoonstory

210 미쓰리 210 Misslee

L, R, B

L, R, B

L, R, B

드라이클리닝 전문 세탁
드라이클리닝 전문 세탁
드라이클리닝 전문 세탁

만화주인공은 너무 멋져
만화주인공은 너무 멋져
만화주인공은 너무 멋져

함께 힘을 내요 미쓰리
함께 힘을 내요 미쓰리
함께 힘을 내요 미쓰리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상상공작소 210 Sangsangonjakso

210 포장마차 210 Pojangmacha

210 블로그 210 Blog

L, R, B

L, R, B

L, R, B

상상이 모두 이루어진다
상상이 모두 이루어진다
상상이 모두 이루어진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난 파워블로거가 될거야
난 파워블로거가 될거야
난 파워블로거가 될거야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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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헤드라인류

210 전봇대 210 Junbotdae

210 꽃길 210 Ggotgil

210 마녀의숲 210 Manyeosoop

L, R, B

L, R, B

L, R, B

전봇대 위 옹기종기 참새들
전봇대 위 옹기종기 참새들
전봇대 위 옹기종기 참새들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환상 속 외딴 마녀의 숲
환상 속 외딴 마녀의 숲
환상 속 외딴 마녀의 숲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나무 210 Namoo

210 맨발의청춘 210 Manbalchungchun

210 흑장미 210 Blackrose

L, R, B

L, R, B

L, R, B

숲 속에 울창한 나무들
숲 속에 울창한 나무들
숲 속에 울창한 나무들

곧 시작될거야 나의 전성시대
곧 시작될거야 나의 전성시대
곧 시작될거야 나의 전성시대

아름다운 장미 속 가시
아름다운 장미 속 가시
아름다운 장미 속 가시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트리거 210 Trigger

210 싸나이 210 Ssanai

210 역전다방 210 Yukjundabang

L, R, B

L, R, B

L, R, B

지금부터가 반전, 트리거를 땡겨
지금부터가 반전, 트리거를 땡겨
지금부터가 반전, 트리거를 땡겨

으리으리한 싸나이의 우정
으리으리한 싸나이의 우정
으리으리한 싸나이의 우정

역 앞 카페에서 만나
역 앞 카페에서 만나
역 앞 카페에서 만나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13

FONT 헤드라인류

210 키위바나나 210 Kiwibanana

210 동네책방 210 Dongnechaekbang

210 럭키수퍼 210 Luckysuper

L, R, B

L, R, B

L, R, B

색다른 새콤달콤 키위바나나
색다른 새콤달콤 키위바나나
색다른 새콤달콤 키위바나나

골목길 조그마한 책방
골목길 조그마한 책방
골목길 조그마한 책방

엄마 심부름 가던 그 슈퍼
엄마 심부름 가던 그 슈퍼
엄마 심부름 가던 그 슈퍼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썬플라워 210 Sunflower

210 청춘서당 210 Chungchunseodang

210 연애시대 210 Yeonaesidae

L, R, B

L, R, B

L, R, B

하늘만 바라보는 그 꽃
하늘만 바라보는 그 꽃
하늘만 바라보는 그 꽃

훈장님이 써주신 글씨
훈장님이 써주신 글씨
훈장님이 써주신 글씨

너와 나의 행복했던 그 시절
너와 나의 행복했던 그 시절
너와 나의 행복했던 그 시절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라임 210 Lime

210 다락방 210 Darakbang

210 공간 210 Gonggan

L, R, B

L, R, B

L, R, B

상큼하고 달콤해서 좋아
상큼하고 달콤해서 좋아
상큼하고 달콤해서 좋아

나만의 다락방을 꾸며보기
나만의 다락방을 꾸며보기
나만의 다락방을 꾸며보기

신비롭고 새로운 느낌
신비롭고 새로운 느낌
신비롭고 새로운 느낌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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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헤드라인류

210 꿈나라 210 Ggunmnara

210 생활반장 210 Saengwhalbanjang

210 가장자리 210 Gajangjari

L, R, B

L, R, B

L, R, B

너와 나의 행복한 시절
너와 나의 행복한 시절
너와 나의 행복한 시절

모범생 이미지의 우리반 반장
모범생 이미지의 우리반 반장
모범생 이미지의 우리반 반장

나도 가운데에서 주목받고 싶어
나도 가운데에서 주목받고 싶어
나도 가운데에서 주목받고 싶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건강보감 210 Gungangbogam

210 썸타임 210 Sometime

210 한그루 210 Hangueroo

L, R, B

L, R, B

L, R, B, EB

건강 비결이 담긴 비법책
건강 비결이 담긴 비법책
건강 비결이 담긴 비법책

계획없이 노는 것도 괜찮아
계획없이 노는 것도 괜찮아
계획없이 노는 것도 괜찮아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푸른 언덕 위 나무 한 그루
푸른 언덕 위 나무 한 그루
푸른 언덕 위 나무 한 그루
푸른 언덕 위 나무 한 그루
ABCDEFabcdef1234!@#

210 청춘시대 210 Chungchunsidae

210 패러독스 210 Paradox

L, R, B

L, R, B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동굴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동굴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동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15

FONT 헤드라인류

210 꽃망울 210 Ggotmangul

210 골목길 210 Golmokgil

210 아몬드 210 Almond

L, R, B

L, R, B

L, R, B

벚꽃의 꽃망울이 맺혔다
벚꽃의 꽃망울이 맺혔다
벚꽃의 꽃망울이 맺혔다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그 때가 그리워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그 때가 그리워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그 때가 그리워

아몬드는 영양 풍부한 다이어트 식품
아몬드는 영양 풍부한 다이어트 식품
아몬드는 영양 풍부한 다이어트 식품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즐겨찾기 210 Jeulgyeochatki

210 밤의해변 210 Bameuihaebyun

210 국민체조 210 Kookminchejo

L, R, B

L, R, B

L, R, B

회사원 이모양의 쇼핑천국
회사원 이모양의 쇼핑천국
회사원 이모양의 쇼핑천국

밤의 해변에 빛나는 폭죽놀이
밤의 해변에 빛나는 폭죽놀이
밤의 해변에 빛나는 폭죽놀이

초등학교 필수체조 국민체조
초등학교 필수체조 국민체조
초등학교 필수체조 국민체조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씨앗 210 Ssiat

210 팅커벨 210 Tinkerbell

210 옥탑방 210 Oktapbang

L, R, B

L, R, B

L, R, B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안나온다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안나온다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안나온다

팅팅 부은 커다란 팅커벨은 나
팅팅 부은 커다란 팅커벨은 나
팅팅 부은 커다란 팅커벨은 나

다들 옥탑방 로망 하나씩은 있죠
다들 옥탑방 로망 하나씩은 있죠
다들 옥탑방 로망 하나씩은 있죠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16

FONT 헤드라인류

210 빗방울 210 Bitbangul

210 카스테라 210 Castella

210 늘솔길 210 Nuelsolgil

L, R, B

L, R, B

L, R, B

빗방울은 어떤 모양일까
빗방울은 어떤 모양일까
빗방울은 어떤 모양일까

우유하고 찰떡궁합의 부드러움
우유하고 찰떡궁합의 부드러움
우유하고 찰떡궁합의 부드러움

늘솔길 오솔길 어느 길을 걸어볼까요
늘솔길 오솔길 어느 길을 걸어볼까요
늘솔길 오솔길 어느 길을 걸어볼까요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라벤더 210 Rabendeo

210 데이라잇 210 Daylight

210 도시락 210 Dosirak

L, R, B

L, R, B

L, R, B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보라색 꽃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보라색 꽃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보라색 꽃

햇빛 아래 빛나는 그대를 보았다
햇빛 아래 빛나는 그대를 보았다
햇빛 아래 빛나는 그대를 보았다

옛날 그 시대 추억의 도시락
옛날 그 시대 추억의 도시락
옛날 그 시대 추억의 도시락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산들바람 210 Sandeulbaram

210 둥근레코드 210 Dunggeunlekodue

210 타임라인 210 Timeline

L, R, B

L, R, B

L, R, B

나에게 부는 살랑이는 바람처럼
나에게 부는 살랑이는 바람처럼
나에게 부는 살랑이는 바람처럼

요즘 내 취미는 레코드판 수집
요즘 내 취미는 레코드판 수집
요즘 내 취미는 레코드판 수집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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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헤드라인류

210 연꽃 210 Yeonggot

210 크래커 210 Craker

210 처음처럼 210 Cheoumcheoreom

L, R, B

L, R, B

L, R, B

물에 뿌리를 내리는 특별한 꽃
물에 뿌리를 내리는 특별한 꽃
물에 뿌리를 내리는 특별한 꽃

초코칩이 박힌 바삭한 쿠키
초코칩이 박힌 바삭한 쿠키
초코칩이 박힌 바삭한 쿠키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중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중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중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산골고개 210 Sangolgogae

210 선남선녀 210 Seonnamseonnyeo

210 순정만화 210 Sunjeongmanhwa

L, R, B

L, R, B

L, R, B

굽은 산 속에 고개를 넘어
굽은 산 속에 고개를 넘어
굽은 산 속에 고개를 넘어

눈이 부신 선남선녀의 조합
눈이 부신 선남선녀의 조합
눈이 부신 선남선녀의 조합

순정만화 속에서 본 것 같은 장면
순정만화 속에서 본 것 같은 장면
순정만화 속에서 본 것 같은 장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수업시간 210 Sueopsigan

210 자막 210 Jamak

210 아람고딕 210 AramGothic

L, R, B

L, R, B

L, R, B

수업시간에 늦은 선생님
수업시간에 늦은 선생님
수업시간에 늦은 선생님

스칼렛, 나를 좀 도와주겠어?
스칼렛, 나를 좀 도와주겠어?
스칼렛, 나를 좀 도와주겠어?

밤이 충분히 익어 저절로
밤이 충분히 익어 저절로
밤이 충분히 익어 저절로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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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헤드라인류

210 수퍼사이즈 210 Supersize

210 미스테리 210 Mystery

Black, Black italic, Black 3D, Black 3D italic, Black Box, Black Box italic

L, R, B

자고로 음식은 수퍼사이즈
자고로 음식은 수퍼사이즈
자고로 음식은 수퍼사이즈

자고로 음식은 수퍼사이즈
자고로 음식은 수퍼사이즈
자고로 음식은 수퍼사이즈

물만 먹어도 살찌는게 미스테리
물만 먹어도 살찌는게 미스테리
물만 먹어도 살찌는게 미스테리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크레센도 210 Cresendo

210 챔피온 210 Champion

210 아일랜드 210 Ireland

L, R, B

L, R, B

L, R, B

내 목소리가 하늘에 닿아 울려
내 목소리가 하늘에 닿아 울려
내 목소리가 하늘에 닿아 울려

챔피온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챔피온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챔피온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숨겨진 저 섬으로 떠나볼까
숨겨진 저 섬으로 떠나볼까
숨겨진 저 섬으로 떠나볼까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사춘기 210 Sachungi

210 백두산 210 Baekdusan

210 평화 210 Pyeonghwa

L, R, B

L, R, B

L, R, B

내 맘 모르면서 흔들지마
내 맘 모르면서 흔들지마
내 맘 모르면서 흔들지마

백두산 언제 가볼 수 있을까
백두산 언제 가볼 수 있을까
백두산 언제 가볼 수 있을까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찾아오길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찾아오길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찾아오길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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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헤드라인류

210 카르페디엠 210 Carpediem

210 뮤지컬 210 Musical

Light, Light Classic, Regular, Regular Classic, Bold, Bold Classic

L, R, B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뮤지컬이나 보면서 여유롭게
뮤지컬이나 보면서 여유롭게
뮤지컬이나 보면서 여유롭게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나의동무 210 Nauidongmu

210 한반도 210 Hanbando

210 모란봉 210 Moranbong

L, R, B

L, R, B

L, R, B

언제나 함께 해주는 나의 동무
언제나 함께 해주는 나의 동무
언제나 함께 해주는 나의 동무

아름다운 우리 땅, 한반도
아름다운 우리 땅, 한반도
아름다운 우리 땅, 한반도

봉우리에 꽃 없다 한탄하지 마소
봉우리에 꽃 없다 한탄하지 마소
봉우리에 꽃 없다 한탄하지 마소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잎새바람 210 Ipsaebaram

210 꽃봉오리 210 Kkotbongori

210 민들레 210 Mindeulle

L, R, B

L, R, B

L, R, B

저 마지막 잎새가 언젠가 떨어진다면
저 마지막 잎새가 언젠가 떨어진다면
저 마지막 잎새가 언젠가 떨어진다면

날 위해 예쁘게 피어날 저 꽃
날 위해 예쁘게 피어날 저 꽃
날 위해 예쁘게 피어날 저 꽃

민들레 홀씨를 저 하늘로 날려보내
민들레 홀씨를 저 하늘로 날려보내
민들레 홀씨를 저 하늘로 날려보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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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헤드라인류

210 골목대장 210 Golmokdaejang

210 연날리기 210 Yeonnalligi

210 라이프 210 Life

L, R, B

L, R, B

L, R, B

저녁시간에 나혼자 남아
저녁시간에 나혼자 남아
저녁시간에 나혼자 남아

잘도 난다 우리의 꿈을 싣고
잘도 난다 우리의 꿈을 싣고
잘도 난다 우리의 꿈을 싣고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엄지공주 210 Eomjigongju

210 국민가요 210 Gungmingayo

210 밀레니얼 210 Millennial

L, R, B

L, R, B

L, R, B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아이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아이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아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난 자유롭게 삶을 즐길거야
난 자유롭게 삶을 즐길거야
난 자유롭게 삶을 즐길거야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공중전화 210 Gongjungjeonhwa

210 캐리비안 210 Caribbean

210 헤비레인 210 Heavyrain

L, R, B

L, R, B

Black, Black 3D, Black Box

공중전화에서 전화는 간략히
공중전화에서 전화는 간략히
공중전화에서 전화는 간략히

이 보물의 소유는 누구인가
이 보물의 소유는 누구인가
이 보물의 소유는 누구인가

창밖에 비오는 소리만 들리네
창밖에 비오는 소리만 들리네
창밖에 비오는 소리만 들리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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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헤드라인류

210 합창단 210 Hapchangdan

210 타임랩스 210 Timelapse

210 보물지도 210 Bomuljido

L, R, B

L, R, B

L, R, B

천사의 소리를 내는 합창단
천사의 소리를 내는 합창단
천사의 소리를 내는 합창단

시간이 빨리 가는 마법
시간이 빨리 가는 마법
시간이 빨리 가는 마법

표시된 곳으로 가면 보물이 있나요?
표시된 곳으로 가면 보물이 있나요?
표시된 곳으로 가면 보물이 있나요?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프로포즈 210 Propose

210 프라모델 210 Peuramodel

210 단비 210 Danbi

L, R, B

L, R, B

L, R, B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프라모델 조립천재 등장
프라모델 조립천재 등장
프라모델 조립천재 등장

가뭄에 단비같은 네가 내게 왔다
가뭄에 단비같은 네가 내게 왔다
가뭄에 단비같은 네가 내게 왔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산토리니 210 Santorini

210 네버랜드 210 Neverland

Light, Regular, Bold, Light Italic, Regular Italic, Bold Italic

L, R, B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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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그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행복한 그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행복한 그 곳으로 떠나고 싶어
ABCDEFabcdef1234!@#

FONT 헤드라인류

210 프로메테우스 210 Prometheus

210 산울림 210 Sanullim

210 긴생머리 210 Ginsaengmeori

L, R, B

L, R, B

L, R, B

애매모호한 계절을 떠나보내며
애매모호한 계절을 떠나보내며
애매모호한 계절을 떠나보내며

산 꼭대기에서 야호를 외쳐보자
산 꼭대기에서 야호를 외쳐보자
산 꼭대기에서 야호를 외쳐보자

기르면 상하고 언제쯤 가질까
기르면 상하고 언제쯤 가질까
기르면 상하고 언제쯤 가질까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하이웨이 210 Highway

210 8비트 210 8bit

Light, Regular, Bold, Light Classic, Regular Classic, Bold Classic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L, R, B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게임 속 세계로 초대합니다
게임 속 세계로 초대합니다
게임 속 세계로 초대합니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토스트 210 Toast

210 머무름 210 Meomureum

210 테라스 210 Terrace

L, R, B

L, R, B

L, R, B

커피와 먹는 토스트는 최고의 조합
커피와 먹는 토스트는 최고의 조합
커피와 먹는 토스트는 최고의 조합

그때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너
그때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너
그때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너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해요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해요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해요

ABCDEFabcdef1234!@#

ABCDabcd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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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헤드라인류

210 자연공원 210 Jayeongongwon

210 납작만두 210 Napjakmandu

210 카멜레온 210 Chameleon

L, R, B

L, R, B

L, R, B

나랑 같이 바람 쐬고 오자
나랑 같이 바람 쐬고 오자
나랑 같이 바람 쐬고 오자

바삭바삭 맛이 좋구나!
바삭바삭 맛이 좋구나!
바삭바삭 맛이 좋구나!

색깔이 변하는 마술을 보여주지
색깔이 변하는 마술을 보여주지
색깔이 변하는 마술을 보여주지

ABCDEabcde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담아 210 Dama

210 몬드리안 210 Mondrian

L, R, B

Regular, Reverse, Outline, Glass, Pastel, Vivid

너의 모습을 내 눈에 담다
너의 모습을 내 눈에 담다
너의 모습을 내 눈에 담다

질서와 균형의 아름다움
질서와 균형의 아름다움
질서와 균형의 아름다움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엑시트 210 Exit

210 미드나잇 210 Midnight

210 모비딕 210 Mobydick

L, R, B

L, R, B

L, R, B

출구는 이쪽이야! 어서 도망가
출구는 이쪽이야! 어서 도망가
출구는 이쪽이야! 어서 도망가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 속에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 속에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연과 인간의 소리없는 투쟁
자연과 인간의 소리없는 투쟁
자연과 인간의 소리없는 투쟁

ABCDEFabcdef1234!@#

ABCDEabcde1234!@#

ABCDEabcde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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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와 균형의 아름다움
질서와 균형의 아름다움
질서와 균형의 아름다움

FONT 헤드라인류

210 아이돌고딕 210 IdolGothic

210 게임보이 210 Gameboy

Condensed, R, SemiExpanded, Expanded, Variable

L, R, B

화려한 무대 위 사람들
화려한 무대 위 사람들
화려한 무대 위 사람들

화려한 무대 위 사람들
화려한 무대 위 사람들


표시된 곳으로 가면 보물이 있나요?
표시된 곳으로 가면 보물이 있나요?
표시된 곳으로 가면 보물이 있나요?
ABCDEFabcdef1234!@#

ABCDEabcde1234!@#
210 개성시대 210 Gaeseongsidae

210 비밀정원 210 Bimiljeongwon

210 버터 210 Butter

L, R, B

L, R, B

Light Round, Regular Round
Light Square, Regular Square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꿈만 같았던 비밀정원
꿈만 같았던 비밀정원
꿈만 같았던 비밀정원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델라이트 210 Deleite

따뜻한 토스트 고소한 우유
따뜻한 토스트 고소한 우유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따뜻한 토스트 고소한 우유
따뜻한 토스트 고소한 우유

L, R, B

어릴 적 꿈을 찾아 여행하다.
어릴 적 꿈을 찾아 여행하다.
어릴 적 꿈을 찾아 여행하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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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시류
177 타입 / 531 스타일

FONT 팬시류

210 각설탕 210 Gaksultang

210 러블리베이비 210 Lovelybaby

210 만복이 210 Manboki

L, R, B

L, R, B

L, R, B

쓰디쓴 커피를 녹여줄 각설탕
쓰디쓴 커피를 녹여줄 각설탕
쓰디쓴 커피를 녹여줄 각설탕

사랑스러운 아기의 옹알이
사랑스러운 아기의 옹알이
사랑스러운 아기의 옹알이

동네 귀염둥이 만복이
동네 귀염둥이 만복이
동네 귀염둥이 만복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착한사랑 210 Chakhansarang

210 하얀분필 210 Hayanbunpil

210 블라블라 210 Blahblah

L, R, B

L, R, B

L, R, B

좋은 이별은 절대 없어
좋은 이별은 절대 없어
좋은 이별은 절대 없어

분필가루 생각나면 넌 늙은이
분필가루 생각나면 넌 늙은이
분필가루 생각나면 넌 늙은이

블라블라 본론 좀 말해줘
블라블라 본론 좀 말해줘
블라블라 본론 좀 말해줘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체리블라썸 210 Cherryblossom

210 밀키웨이 210 Milkyway

210 악동클럽 210 Akdongclub

L, R, B

L, R, B

L, R, B

봄내음과 불어오는 바람
봄내음과 불어오는 바람
봄내음과 불어오는 바람

푸른 밤하늘 예쁜 은하수
푸른 밤하늘 예쁜 은하수
푸른 밤하늘 예쁜 은하수

사랑과 우정, 우린 악동클럽
사랑과 우정, 우린 악동클럽
사랑과 우정, 우린 악동클럽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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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코알라 210 Koala

210 선물상자 210 Sunmulsangja

210 단발머리 210 Danbalmeori

L, R, B

L, R, B

L, R, B

유칼립투스나무에 코알라
유칼립투스나무에 코알라
유칼립투스나무에 코알라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소녀일기 210 Sonyeoilgi

210 구름사탕 210 Gureumsatang

210 그림수첩 210 Grimsucheop

L, R, B

L, R, B

L, R, B

나중에 보면 오그라들걸?
나중에 보면 오그라들걸?
나중에 보면 오그라들걸?

부드럽고 달콤한 구름사탕
부드럽고 달콤한 구름사탕
부드럽고 달콤한 구름사탕

수첩에 적은 귀여운 낙서
수첩에 적은 귀여운 낙서
수첩에 적은 귀여운 낙서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유럽여행 210 Europeyeohaeng

210 파란우산 210 Paranusan

210 마술피리 210 Masoolpiri

L, R, B

L, R, B

L, R, B

여전히 에펠탑 앞에 사람많음
여전히 에펠탑 앞에 사람많음
여전히 에펠탑 앞에 사람많음

비오는날 우산든 꼬마들
비오는날 우산든 꼬마들
비오는날 우산든 꼬마들

마술피리 불면 뱀 나와요
마술피리 불면 뱀 나와요
마술피리 불면 뱀 나와요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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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연애편지 210 Yeonaepyeonji

210 하늘의꿈 210 Haneuluikkum

210 룰루랄라 210 Looloolala

L, R, B

L, R, B

L, R, B

넌 받아본 적 없는 연애편지
넌 받아본 적 없는 연애편지
넌 받아본 적 없는 연애편지

하늘과 함께 꾸는 꿈
하늘과 함께 꾸는 꿈
하늘과 함께 꾸는 꿈

룰루랄라 신나는 퇴근시간
룰루랄라 신나는 퇴근시간
룰루랄라 신나는 퇴근시간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색종이 210 Saekjongyi

210 해피빈 210 Happybean

210 여우비 210 Yeowoobi

L, R, B

L, R, B

L, R, B

색종이인데 색이 없어
색종이인데 색이 없어
색종이인데 색이 없어

동글동글 콩들이 굴러가
동글동글 콩들이 굴러가
동글동글 콩들이 굴러가

부슬부슬 조용히 내리는 비
부슬부슬 조용히 내리는 비
부슬부슬 조용히 내리는 비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열두시반 210 Yeoldusiban

210 달팽이 210 Dalpangi

210 딱지치기 210 Ddakjichiki

L, R, B

L, R, B

L, R, B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군대 달팽이크림 좋다던데
군대 달팽이크림 좋다던데
군대 달팽이크림 좋다던데

우리동네 딱지치기 왕
우리동네 딱지치기 왕
우리동네 딱지치기 왕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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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매직스틱 210 Magicstick

210 별을쏘다 210 Byuleulssoda

210 아둥바둥 210 AdungBadung

L, R, B

L, R, B

L, R, B

간절히 빌면 소원이 이뤄지는 비밀
간절히 빌면 소원이 이뤄지는 비밀
간절히 빌면 소원이 이뤄지는 비밀

까만 하늘의 별들에게 쏜 나의 꿈
까만 하늘의 별들에게 쏜 나의 꿈
까만 하늘의 별들에게 쏜 나의 꿈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될거야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될거야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될거야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별똥별 210 Byulddongbyul

210 가로세로 210 Garosero

210 메이플라워 210 Mayflower

L, R, B

L, R, B

L, R, B

별똥별아 소원을 이뤄줘
별똥별아 소원을 이뤄줘
별똥별아 소원을 이뤄줘

가로세로 재밌는 퍼즐 놀이
가로세로 재밌는 퍼즐 놀이
가로세로 재밌는 퍼즐 놀이

저 멀리에서 불어오는 향긋한 봄내음
저 멀리에서 불어오는 향긋한 봄내음
저 멀리에서 불어오는 향긋한 봄내음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스카치테잎 210 Scotchtape

210 와글와글 210 Waglewagle

210 술래잡기 210 Soolaejabki

L, R, B

L, R, B

L, R, B

예쁜 포스터를 테이프로 꽁꽁 붙여두자
예쁜 포스터를 테이프로 꽁꽁 붙여두자
예쁜 포스터를 테이프로 꽁꽁 붙여두자

모두가 왁자지껄 신나서 놀자
모두가 왁자지껄 신나서 놀자
모두가 왁자지껄 신나서 놀자

나도 이제 술래 좀 그만하고 싶어
나도 이제 술래 좀 그만하고 싶어
나도 이제 술래 좀 그만하고 싶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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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리치망고 210 Richmango

210 섬마을 210 Summaul

210 어른동화 210 Ourendongwha

L, R, B

L, R, B

L, R, B

노란 망고의 달콤함이 좋아
노란 망고의 달콤함이 좋아
노란 망고의 달콤함이 좋아

고즈넉히 홀로 외로운 섬
고즈넉히 홀로 외로운 섬
고즈넉히 홀로 외로운 섬

알고보면 무서운 어른동화
알고보면 무서운 어른동화
알고보면 무서운 어른동화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말랭이 210 Malraenge

210 사랑한날 210 Saranghanal

210 설렘주의 210 Sulamjuui

L, R, B

L, R, B

L, R, B

고구마 말랭이 사주실 분
고구마 말랭이 사주실 분
고구마 말랭이 사주실 분

사랑이 피어나는 우리
사랑이 피어나는 우리
사랑이 피어나는 우리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너에게 쓰는 연애편지
너에게 쓰는 연애편지
너에게 쓰는 연애편지
ABCDEFabcdef1234!@#

210 그린나래 210 Greennarae

210 점심시간 210 Jumsimsigan

210 네모블럭 210 Nemoblock

L, R, B

L, R, B

L, R, B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한시간 솔직히 너무 짧다
한시간 솔직히 너무 짧다
한시간 솔직히 너무 짧다

네모난 블럭 쌓기 놀이
네모난 블럭 쌓기 놀이
네모난 블럭 쌓기 놀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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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바람따라 210 Baramddara

210 핸드메이드 210 Handmad

210 다홍 210 Dahong

L, R, B

L, R, B

L, R, B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ABCDEFabcdef1234!@#

마을을 담아 정성스레 전하는 마음
마을을 담아 정성스레 전하는 마음
마을을 담아 정성스레 전하는 마음

새빨간 감을 닮은 너
새빨간 감을 닮은 너
새빨간 감을 닮은 너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덩실덩실 210 Deongsildeongsil

210 딸기젤리 210 Ddalkijelly

210 봉쥬르파리 210 Bonjourparis

L, R, B

L, R, B

L, R, B

즐거운 어깨춤 한마당
즐거운 어깨춤 한마당
즐거운 어깨춤 한마당

파리에서 전하는 안부
파리에서 전하는 안부
파리에서 전하는 안부

ABCDEFabcdef1234!@#

새콤달콤 딸기 가득한 젤리
새콤달콤 딸기 가득한 젤리
새콤달콤 딸기 가득한 젤리
ABCDEFabcdef1234!@#

210 요술램프 210 Yosoolamp

210 별빛퐁당 210 Byulbitpongdang

210 송이버섯 210 Songyibeoseot

L, R, B

L, R, B

L, R, B

나와라 램프의 요정
나와라 램프의 요정
나와라 램프의 요정

호수에 퐁당 빠진 별똥별
호수에 퐁당 빠진 별똥별
호수에 퐁당 빠진 별똥별

야채죽말고 비싼 송이버섯죽
야채죽말고 비싼 송이버섯죽
야채죽말고 비싼 송이버섯죽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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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abcdef1234!@#

FONT 팬시류

210 시골밥상 210 Sigolbapsang

210 꼬리별 210 Ggoribyul

210 담벼락 210 Dambyeorak

L, R, B

L, R, B

L, R, B

사랑이 담긴 나물팍팍 할머니표 밥상
사랑이 담긴 나물팍팍 할머니표 밥상
사랑이 담긴 나물팍팍 할머니표 밥상
ABCDEFabcdef1234!@#

밤하늘의 별님에게 소원을 빌자
밤하늘의 별님에게 소원을 빌자
밤하늘의 별님에게 소원을 빌자

담벼락 가득한 낙서들
담벼락 가득한 낙서들
담벼락 가득한 낙서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옥상달빛 210 Oksangdalbit

210 초원 210 Chowon

210 비오는거리 210 Bioneunkerly

L, R, B

L, R, B

L, R, B

옥상에서 바라본 달빛
옥상에서 바라본 달빛
옥상에서 바라본 달빛
ABCDEFabcdef1234!@#

저 푸른 초원 위 꿈꾸던 나만의 집
저 푸른 초원 위 꿈꾸던 나만의 집
저 푸른 초원 위 꿈꾸던 나만의 집
ABCDEFabcdef1234!@#

카페에서 바라보는 풍경
카페에서 바라보는 풍경
카페에서 바라보는 풍경
ABCDEFabcdef1234!@#

210 스무살의봄 210 Sumusaleuibom

210 어른왕자 210 Eoreunwangja

210 한시일분 210 Hansiilboon

L, R, B

L, R, B

L, R, B

스무살이면 봄이고 뭐고 다 좋아
스무살이면 봄이고 뭐고 다 좋아
스무살이면 봄이고 뭐고 다 좋아

그저 어리기만한 왕자님이 아냐
그저 어리기만한 왕자님이 아냐
그저 어리기만한 왕자님이 아냐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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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드레스룸 210 Dressroom

210 짱구유치원 210 JJanguyouchiwon

210 하늘정원 210 Haneuljungwon

L, R, B

L, R, B

L, R, B

나도 깔끔한 드레스룸 가지고 싶어
나도 깔끔한 드레스룸 가지고 싶어
나도 깔끔한 드레스룸 가지고 싶어

짱구와 손잡고 유치원가요
짱구와 손잡고 유치원가요
짱구와 손잡고 유치원가요

하늘정원 파티타임을 즐겨
하늘정원 파티타임을 즐겨
하늘정원 파티타임을 즐겨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갤러리 210 Gallery

210 동상이몽 210 Dongsangimong

210 마카롱 210 Macaron

L, R, B

L, R, B

L, R, B

우리 이번 주말에 갤러리 데이트하자
우리 이번 주말에 갤러리 데이트하자
우리 이번 주말에 갤러리 데이트하자
ABCDEFabcdef1234!@#

같은 공간, 다른 생각들이 모여
같은 공간, 다른 생각들이 모여
같은 공간, 다른 생각들이 모여
ABCDEFabcdef1234!@#

마카롱 유행도 이젠 끝났지
마카롱 유행도 이젠 끝났지
마카롱 유행도 이젠 끝났지
ABCDEFabcdef1234!@#

210 우리시대 210 Woorisidae

210 아는언니 210 Aneununny

210 오전오후 210 Ojunohwhoo

L, R, B

L, R, B

L, R, B

우리들의 한 번 뿐인 시간
우리들의 한 번 뿐인 시간
우리들의 한 번 뿐인 시간

길에서 마주친 아는언니
길에서 마주친 아는언니
길에서 마주친 아는언니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오는 중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오는 중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오는 중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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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월요커플 210 Wolyocouple

210 초코라떼 210 Chocolatte

210 꽃소금 210 GGotsogeum

L, R, B

L, R, B

L, R, B

월요일만 커플해요 우리
월요일만 커플해요 우리
월요일만 커플해요 우리

따뜻한 초코라떼 한잔어때
따뜻한 초코라떼 한잔어때
따뜻한 초코라떼 한잔어때

눈밭 위 뿌려진 꽃소금
눈밭 위 뿌려진 꽃소금
눈밭 위 뿌려진 꽃소금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마요네즈 210 Mayonnaise

210 막대사탕 210 Makdaesatang

210 목각인형 210 Mokakinhyung

L, R, B

L, R, B

L, R, B

샐러리와 함께한 마요네즈
샐러리와 함께한 마요네즈
샐러리와 함께한 마요네즈

한손에는 새콤달콤 롤리팝
한손에는 새콤달콤 롤리팝
한손에는 새콤달콤 롤리팝

정각에 나오는 시계탑
정각에 나오는 시계탑
정각에 나오는 시계탑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서울살롱 210 Seoulsalon

210 종이접기 210 Jongyijeopki

210 햇살 210 Haetsal

L, R, B

L, R, B

L, R, B

음악이 흐르는 서울의 밤
음악이 흐르는 서울의 밤
음악이 흐르는 서울의 밤

다양한 색깔별로 고이 접은 종이학
다양한 색깔별로 고이 접은 종이학
다양한 색깔별로 고이 접은 종이학
ABCDEFabcdef1234!@#

따스한 햇살 아래 고양이
따스한 햇살 아래 고양이
따스한 햇살 아래 고양이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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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abcdef1234!@#

FONT 팬시류

210 직장인의한마디 210 Jikjanginuihanmadi

210 비호감소년 210 Bihogamsonyeon

210 심야식당 210 Simyasikdang

L, R, B

L, R, B

L, R, B

세상은 나보다 빠르다
세상은 나보다 빠르다
세상은 나보다 빠르다

비호감인지 모르는게 비호감이야
비호감인지 모르는게 비호감이야
비호감인지 모르는게 비호감이야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캐모마일 210 Chamomile

210 산골짜기 210 Sangoljjagi

210 드라이플라워 210 Dryflower

L, R, B

L, R, B

L, R, B

사과향이 나는 캐모마일
사과향이 나는 캐모마일
사과향이 나는 캐모마일

온 지천에 진달래 피네
온 지천에 진달래 피네
온 지천에 진달래 피네

은은한 드라이 플라워 향기
은은한 드라이 플라워 향기
은은한 드라이 플라워 향기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동갑내기 210 Donggapnaegi

210 꽃까신 210 GGotggasin

210 숲속에서 210 Soopsokeseo

L, R, B

L, R, B

L, R, B

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 권상우 귀여워
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 권상우 귀여워
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 권상우 귀여워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까신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까신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까신

숲 속의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 속의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 속의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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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항아리 210 Hangahry

210 해오름 210 Haeorum

210 버스정류장 210 Busjeonglyujang

L, R, B

L, R, B

L, R, B

겨울맞이 김장을 담그자
겨울맞이 김장을 담그자
겨울맞이 김장을 담그자

해뜨기 전 우포는 신성하다
해뜨기 전 우포는 신성하다
해뜨기 전 우포는 신성하다

그대를 기다리는 버스정류장 앞
그대를 기다리는 버스정류장 앞
그대를 기다리는 버스정류장 앞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슈크림빵 210 Choucreambbang

210 오답노트 210 Ohdapnote

210 풀잎 210 Purip

L, R, B

L, R, B

L, R, B

달달하고 부드러운 슈크림
달달하고 부드러운 슈크림
달달하고 부드러운 슈크림
ABCDEFabcdef1234!@#

오답노트에 오답이 가득
오답노트에 오답이 가득
오답노트에 오답이 가득

풀잎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풀잎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풀잎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스물하나 210 Sumulhana

210 기분좋은날 210 Gibunjoeunnal

210 우리사이 210 Urisai

L, R, B

L, R, B

L, R, B

그때는 왜 몰랐었는지
그때는 왜 몰랐었는지
그때는 왜 몰랐었는지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가까워지고 싶지만은 않다고 말했을텐데
가까워지고 싶지만은 않다고 말했을텐데
가까워지고 싶지만은 않다고 말했을텐데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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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홀리데이 210 Holiday

210 날따라해봐요 210 Nalttarahaebwayo

210 세잎클로버 210 Seipclover

L, R, B

L, R, B

L, R, B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

날 따라해봐요 할 수 있다면
날 따라해봐요 할 수 있다면
날 따라해봐요 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
하루하루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
하루하루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캔디바 210 Candiba

210 안녕하새우 210 Annyeonhasaeu

210 편지봉투 210 Pyunjibongtoo

L, R, B

L, R, B

L, R, B

여학생들만 먹는 깨끗한 아이스바
여학생들만 먹는 깨끗한 아이스바
여학생들만 먹는 깨끗한 아이스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전하지 못한 마음까지 닿기를
전하지 못한 마음까지 닿기를
전하지 못한 마음까지 닿기를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유리구슬 210 Yuriguseul

210 하루 210 Haroo

210 꿈꾸는집 210 Ggumgguneunjip

L, R, B

L, R, B

L, R, B

유리구슬아 내 사랑은 어디에 있니?
유리구슬아 내 사랑은 어디에 있니?
유리구슬아 내 사랑은 어디에 있니?

하루의 마무리를 즐겁게
하루의 마무리를 즐겁게
하루의 마무리를 즐겁게

너와 내가 함께하는 집
너와 내가 함께하는 집
너와 내가 함께하는 집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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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양말구멍 210 Yangmalgumung

210 좋아해 210 Joahhae

210 강아지풀 210 Gangahjipul

L, R, B

L, R, B

L, R, B

어느 날 구멍이 뽕하고 뚫렸어요
어느 날 구멍이 뽕하고 뚫렸어요
어느 날 구멍이 뽕하고 뚫렸어요
ABCDEFabcdef1234!@#

날 빤히 바라보는 그 눈빛을 좋아해
날 빤히 바라보는 그 눈빛을 좋아해
날 빤히 바라보는 그 눈빛을 좋아해

강아지풀은 코에 넣기 딱 좋지
강아지풀은 코에 넣기 딱 좋지
강아지풀은 코에 넣기 딱 좋지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멋진어느날 210 Mutjinueonuenal

210 연하늘 210 Yeounhaneul

210 우산속그녀 210 Usansokgeunyeo

L, R, B

L, R, B

L, R, B

어느 멋진날 그대와 함께
어느 멋진날 그대와 함께
어느 멋진날 그대와 함께
ABCDEFabcdef1234!@#

연하늘색 하늘을 바라보다
연하늘색 하늘을 바라보다
연하늘색 하늘을 바라보다
ABCDEFabcdef1234!@#

우산속 그녀는 너무 나의 스타일
우산속 그녀는 너무 나의 스타일
우산속 그녀는 너무 나의 스타일
ABCDEFabcdef1234!@#

210 별빛차 210 Byulbitcha

210 오늘밤 210 Ohneulbam

210 해솔 210 Haesol

L, R, B

L, R, B

L, R, B

잔잔한 음악과 함께해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해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해요

이 밤이 지나면 출근해야해
이 밤이 지나면 출근해야해
이 밤이 지나면 출근해야해

해처럼 밝게 소나무처럼 바르게
해처럼 밝게 소나무처럼 바르게
해처럼 밝게 소나무처럼 바르게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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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깜찍하게 210 GGamjjikhage

210 오목조목 210 Ohmokjomok

210 블랙홀 210 Blackhole

L, R, B

L, R, B

L, R, B

깜찍하게 웃고있는 사진속 그녀
깜찍하게 웃고있는 사진속 그녀
깜찍하게 웃고있는 사진속 그녀

오목조목 예쁘게 생긴 나의 얼굴
오목조목 예쁘게 생긴 나의 얼굴
오목조목 예쁘게 생긴 나의 얼굴

누구도 내게서 빠져나올 수 없어
누구도 내게서 빠져나올 수 없어
누구도 내게서 빠져나올 수 없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로맨틱하게 210 Romantichage

210 하늘구름 210 Haneulgureum

210 감성라디오 210 Gamsungradio

L, R, B

L, R, B

L, R, B

로맨틱보단 장난스런 너가 좋아
로맨틱보단 장난스런 너가 좋아
로맨틱보단 장난스런 너가 좋아
ABCDEFabcdef1234!@#

맑은 하늘 뭉실뭉실 뭉게구름
맑은 하늘 뭉실뭉실 뭉게구름
맑은 하늘 뭉실뭉실 뭉게구름
ABCDEFabcdef1234!@#

어릴적 모든 이를 설레게 만들던
어릴적 모든 이를 설레게 만들던
어릴적 모든 이를 설레게 만들던
ABCDEFabcdef1234!@#

210 꽃향기 210 GGothyangki

210 주먹밥 210 Joomukbab

210 캠핑카 210 Campingcar

L, R, B

L, R, B

L, R, B

꽃향기 맡으며 봄을 느껴요
꽃향기 맡으며 봄을 느껴요
꽃향기 맡으며 봄을 느껴요

엄마의 주먹밥이 제일 맛있어
엄마의 주먹밥이 제일 맛있어
엄마의 주먹밥이 제일 맛있어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나보자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나보자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나보자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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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스케치북 210 Sketchbook

210 너와나의한마디 210 Nerwanaeuihanmadi

210 언짢은언짜니 210 Unzzaneununzzani

L, R, B

L, R, B

L, R, B

스케치북에 우리들의 꿈을 그려보자
스케치북에 우리들의 꿈을 그려보자
스케치북에 우리들의 꿈을 그려보자
ABCDEFabcdef1234!@#

너와 나의 한마디, 아무 말 대 잔치
너와 나의 한마디, 아무 말 대 잔치
너와 나의 한마디, 아무 말 대 잔치
ABCDEFabcdef1234!@#

기분이 언짢아서 언짢은 날
기분이 언짢아서 언짢은 날
기분이 언짢아서 언짢은 날
ABCDEFabcdef1234!@#

210 화목한날 210 Hwamokhannal

210 자몽에이드 210 Jamongade

210 돌담길 210 Doldamgil

L, R, B

L, R, B

L, R, B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이 화목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이 화목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이 화목
ABCDEFabcdef1234!@#

적당히 달콤한 자몽에이드 한 잔
적당히 달콤한 자몽에이드 한 잔
적당히 달콤한 자몽에이드 한 잔

연인끼리 걸으면 헤어진다는 덕수궁 돌담길
연인끼리 걸으면 헤어진다는 덕수궁 돌담길
연인끼리 걸으면 헤어진다는 덕수궁 돌담길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리얼러브 210 Reallove

210 십대의한마디 210 Sipdaeeuihanmadi

210 꽃마차 210 GGotmacha

L, R, B

L, R, B

L, R, B

진짜 사랑일까 한순간 반한걸까
진짜 사랑일까 한순간 반한걸까
진짜 사랑일까 한순간 반한걸까

주먹으로 난 이 학교의 짱이 되었다
주먹으로 난 이 학교의 짱이 되었다
주먹으로 난 이 학교의 짱이 되었다

아카시아 숲속으로 꽃마차는 달려간다
아카시아 숲속으로 꽃마차는 달려간다
아카시아 숲속으로 꽃마차는 달려간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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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요리조리 210 Yorijory

210 별처럼 210 Byeolchurum

210 반딧불이 210 Bandisbuli

L, R, B

L, R, B

L, R, B

비사이로 요리조리 피해도 다맞음
비사이로 요리조리 피해도 다맞음
비사이로 요리조리 피해도 다맞음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나도 반딧불이투어 가보고싶다
나도 반딧불이투어 가보고싶다
나도 반딧불이투어 가보고싶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물고기자리 210 Mulgokijary

210 기차여행 210 Gicahyeohaeng

210 오늘은 210 Ohneuleun

L, R, B

L, R, B

L, R, B

해뜨면 사라지는 그런 나 되기 싫어요
해뜨면 사라지는 그런 나 되기 싫어요
해뜨면 사라지는 그런 나 되기 싫어요

삶은 계란과 시원한 사이다 딱
삶은 계란과 시원한 사이다 딱
삶은 계란과 시원한 사이다 딱

오늘 회사를 쉬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회사를 쉬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회사를 쉬어도 되겠습니까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놀이기구 210 Norigigu

210 에브리바디 210 Everybody

210 새침떼기 210 Saechimttegi

L, R, B

L, R, B

L, R, B

그리워요 다람쥐통 돌아와요 다람쥐통
그리워요 다람쥐통 돌아와요 다람쥐통
그리워요 다람쥐통 돌아와요 다람쥐통

에브리바디 모두 하늘 위로
에브리바디 모두 하늘 위로
에브리바디 모두 하늘 위로

새침데기 고양이의 짝 찾기
새침데기 고양이의 짝 찾기
새침데기 고양이의 짝 찾기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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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크림치즈 210 Creamcheese

210 완두콩 210 Wandukong

210 파프리카 210 Paprika

L, R, B

L, R, B

L, R, B

맥주안주로는 크림치즈카나페
맥주안주로는 크림치즈카나페
맥주안주로는 크림치즈카나페

완두콩이 은근 술안주로 굿
완두콩이 은근 술안주로 굿
완두콩이 은근 술안주로 굿

비타민 가득한 열매채소 파프리카
비타민 가득한 열매채소 파프리카
비타민 가득한 열매채소 파프리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아기상어 210 Akisango

210 꽃한송이 210 Kkothansongi

210 동막골 210 Dongmakgol

L, R, B

L, R, B

L, R, B

가사 적으려 했는데 가사가 없네
가사 적으려 했는데 가사가 없네
가사 적으려 했는데 가사가 없네

뱀이 나와 물리면 마이 아파
뱀이 나와 물리면 마이 아파
뱀이 나와 물리면 마이 아파

ABCDEFabcdef1234!@#

이 세상 끝에 새로 핀 꽃한송이
이 세상 끝에 새로 핀 꽃한송이
이 세상 끝에 새로 핀 꽃한송이
ABCDEFabcdef1234!@#

210 이솝우화 210 Isobuhwa

210 소금쟁이 210 Sogeumjaengi

210 쵸코렛트 210 Chocolate

L, R, B

L, R, B

L, R, B

지혜와 교훈이 있는 이솝우화
지혜와 교훈이 있는 이솝우화
지혜와 교훈이 있는 이솝우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던 소금쟁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던 소금쟁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던 소금쟁이

초콜릿 많이 먹으면 살찜
초콜릿 많이 먹으면 살찜
초콜릿 많이 먹으면 살찜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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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abcdef1234!@#

FONT 팬시류

210 캥거루 210 Kangaroo

210 누룽지 210 Nurungji

210 감성주점 210 Gamseongjujeom

L, R, B

L, R, B

L, R, B

평생 엄마주머니에 있고 싶다
평생 엄마주머니에 있고 싶다
평생 엄마주머니에 있고 싶다

따끈따끈한 누룽지 뱃속이 뜨끈
따끈따끈한 누룽지 뱃속이 뜨끈
따끈따끈한 누룽지 뱃속이 뜨끈

음악와 분위기에 청춘을 불사르자
음악와 분위기에 청춘을 불사르자
음악와 분위기에 청춘을 불사르자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첫사랑 210 Cheotsarang

210 소리향 210 Sorihyang

210 감성시대 210 Gamseongsidae

L, R, R heart, B

L, R, B

L, R, B

한여름 소나기처럼 강렬했던 첫사랑
한여름 소나기처럼 강렬했던 첫사랑
한여름 소나기처럼 강렬했던 첫사랑
한여름 소나기처럼 강렬했던 첫사랑

좋은 향은 언제나 맡기좋아
좋은 향은 언제나 맡기좋아
좋은 향은 언제나 맡기좋아

그대 언제나 내곁에 머물러요
그대 언제나 내곁에 머물러요
그대 언제나 내곁에 머물러요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오로라 210 Aurora

210 먹자골목 210 Meokjagolmok

210 햄스터 210 Hamster

L, R, B

L, R, B

L, R, B

내 머리로 쏠아질 듯 영롱한 오로라
내 머리로 쏠아질 듯 영롱한 오로라
내 머리로 쏠아질 듯 영롱한 오로라

들어가면 비슷한 음식점들만
들어가면 비슷한 음식점들만
들어가면 비슷한 음식점들만

노는게 제일 좋은 20대 청춘
노는게 제일 좋은 20대 청춘
노는게 제일 좋은 20대 청춘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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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에필로그 210 Epilogue

210 노란손수건 210 Noransonsugun

210 콧수염 210 Kossuyeom

L, R, B

L, R, B

L, R, B

최종적인 결말을 진술하는 종결문
최종적인 결말을 진술하는 종결문
최종적인 결말을 진술하는 종결문
ABCDEFabcdef1234!@#

수건 돌리기를 하던 그때
수건 돌리기를 하던 그때
수건 돌리기를 하던 그때

멕시코 아저씨 콧수염은 신기해
멕시코 아저씨 콧수염은 신기해
멕시코 아저씨 콧수염은 신기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헬로우 210 Hello

210 우리하루 210 Uriharu

210 속삭임 210 Soksagim

L, R, B

L, R, B

L, R, B

안녕하고 반갑게 인사해
안녕하고 반갑게 인사해
안녕하고 반갑게 인사해

당신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같은 초콜릿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같은 초콜릿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같은 초콜릿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나무젓가락 210 Namoojutgarak

210 어린아이 210 Eorinai

210 시적허용 210 Sijeokheoyong

L, R, B

L, R, B

L, R, B

나무야 무럭무럭 자라라
나무야 무럭무럭 자라라
나무야 무럭무럭 자라라

또박또박 글씨 연습하는 어린아이
또박또박 글씨 연습하는 어린아이
또박또박 글씨 연습하는 어린아이

그 깊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그 깊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그 깊일 이해할 순 없겠지만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45

FONT 팬시류

210 여행일기 210 Yeohaengilgi

210 버킷리스트 210 Bucketlist

210 꼬물이 210 Kkomuri

L, R, B

L, R, B

L, R, B

힘이 들 땐 여행가서 힐링하고 와요
힘이 들 땐 여행가서 힐링하고 와요
힘이 들 땐 여행가서 힐링하고 와요

한 면을 가득 채운 먹킷리스트
한 면을 가득 채운 먹킷리스트
한 면을 가득 채운 먹킷리스트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고양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고양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고양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서로이웃 210 Seoroiut

210 아기참새 210 Agichamsae

210 감성명조 210 Gamseongmyeongjo

L, R, B

L, R, B

R, B

정이 넘치던 나의 그때 그 시절 이웃사촌
정이 넘치던 나의 그때 그 시절 이웃사촌
정이 넘치던 나의 그때 그 시절 이웃사촌

아침을 깨우는 소리
아침을 깨우는 소리
아침을 깨우는 소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46

ABCDEFabcdef1234!@#

Design Source
Sample
Book
디자인소스 견본집 2023.01

95 Styles

CAL L IGR APHY
조합형 47 Styles

CALLIGRAPHY 조합형

210 독도는우리땅

210 비온뒤맑음

210 인생은꽃사랑은그꽃의꿀

제작샘플 + 자음/모음 915개+ 숫자/영문 70개 + 전각/손그림/한자 47

제작샘플 + 자음/모음 1,078개+ 숫자/영문 66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712개+ 숫자/영문 66개 + 전각/손그림/한자 47

개 + 붓터치 20개

47개 + 붓터치 20개

개 + 붓터치 20개

49

CALLIGRAPHY 조합형

210 청춘차렷

210 봄을노래하다

210 보름달떳다

제작샘플 + 자음/모음 636개+ 숫자/영문 66개 + 전각/손그림/한자 47

제작샘플 + 자음/모음 723개+ 숫자/영문 66개 + 전각/손그림/한자 47

제작샘플 + 자음/모음 624개+ 숫자/영문 66개 + 전각/손그림/한자 47

개 + 붓터치 20개

개 + 붓터치 20개

개 + 붓터치 20개

50

CALLIGRAPHY 조합형

210 아이스아메리카노

210 예뻐해주겠니

210 콧구멍에바람넣기

제작샘플 + 자음/모음 701개+ 숫자/영문 66개 + 전각/손그림/한자 95

제작샘플 + 자음/모음 676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547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51

CALLIGRAPHY 조합형

210 도시의밤

210 나홀로집에

210 하루살이

제작샘플 + 자음/모음 585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24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15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52

CALLIGRAPHY 조합형

210 꽃이되었다

210 직장인의한마디

210 마이라이프

제작샘플 + 자음/모음 844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64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21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53

CALLIGRAPHY 조합형

210 캠핑의계절

210 흑백사진

210 쓸데없는걱정

제작샘플 + 자음/모음 560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제작샘플 + 자음/모음 585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790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54

CALLIGRAPHY 조합형

210 넙죽한감자전

210 하늘을걷자

210 파티원모집

제작샘플 + 자음/모음 623개 +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19개 +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813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55

CALLIGRAPHY 조합형

210 관심과열정을본받자

210 까칠하게살기로했다

210 부드러운밤

제작샘플 + 자음/모음 654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832개 +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31개 +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56

CALLIGRAPHY 조합형

210 라그라스꽃말

210 감성의소유자

210 오렌지나무

제작샘플 + 자음/모음 812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29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826 개 +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57

CALLIGRAPHY 조합형

210 낮보다는밤

210 놀러가자

210 또하루가지나고

제작샘플 + 자음/모음 705 개 +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63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731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58

CALLIGRAPHY 조합형

210 럽스타그램

210 같이걸어요

210 예쁘잖아

제작샘플 + 자음/모음 680 개 +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567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63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59

CALLIGRAPHY 조합형

210 블랙

210 추운어느날

210 자세히보아야예쁘다

제작샘플 + 자음/모음 691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514 개 +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574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60

CALLIGRAPHY 조합형

210 새학년새학기

210 꽃이피고향기가날때

210 한강공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25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751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598 개 +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61

CALLIGRAPHY 조합형

210 추카해생일

210 카라멜

210 인생수업

제작샘플 + 자음/모음 653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39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66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62

CALLIGRAPHY 조합형

210 질주

210 가을하늘

210 여름이오나봄

제작샘플 + 자음/모음 573 개 +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10개+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696개+ 숫자/영문 62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63

CALLIGRAPHY 조합형

210 사춘기오춘기

210 센티멘탈

제작샘플 + 자음/모음 764 개 + 숫자/영문 69개 + 전각/손그림/한자

제작샘플 + 자음/모음 751개 + 숫자/영문 124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144개 + 붓터치 20개

64

CAL L IGR APHY
완성형 12 Styles

CALLIGRAPHY 완성형

210 사랑

210 감성

210 새해

완성형 문구 40개 + 전각/손그림 26개

완성형 문구 44개 + 전각/손그림 24개

완성형 문구 44개 + 전각/손그림/한자 25개

66

CALLIGRAPHY 완성형

210 메리성탄

210 궁서체

210 꿈을꾸다

완성형 문구 45개 + 전각/손그림 40개

완성형 문구 40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완성형 문구 40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67

CALLIGRAPHY 완성형

210 수묵일러스트 1st

210 수묵일러스트 2st

210 수묵일러스트 3st

수묵손그림 15개 + 한글문구 10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수묵손그림 20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수묵손그림 20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20개

68

CALLIGRAPHY 완성형

210 수묵일러스트 4st

210 수묵일러스트 5st

210 하루이틀사흘나흘

수묵손그림 20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수묵손그림 20개 + 전각/손그림/한자 144개 + 붓터치 20개

한글문구 132개 + 그림 25개

69

S O UR CE
36 Styles

SOURCE

빈티지레터 컬렉션 Vintage Letter Collection

북극곰친구들 Polar Bears

71

SOURCE

2019 크리스마스 2019 Christmas

피크닉 바구니 Picnic Basket

72

SOURCE

화려한 날 A Fancy Day

Red-letter day Red-letter day

73

SOURCE

미리메리썸머 Merry Summer In Advance

더위의 시작 The Beginning of summer

74

SOURCE

청결유지 Maintenance of cleanliness

가을동화 Autumn Fairy Tales

75

SOURCE

신기루 Mirage

숲속 마을 Forest Village

76

SOURCE

Chandelier Chandelier

눈속 마을 a village in the snow

77

SOURCE

멍멍멍 Meongmeongmeong

꼬마 유령곰 Little Ghost Bear

78

SOURCE

방구석 취미생활 Hobby in the Room

추위타는 부엉이 an owl that burns owl

79

SOURCE

자연머무름 natural stay

여름일기 summer diary

80

SOURCE

하이웨이 여행 Highway trip

코믹스 Comics

81

SOURCE

코믹스 자막 효과 Comics Subtitles Effect

할로윈 Halloween

82

SOURCE

한글 달노트 Korean month note

사이버펑크 Cyberpunk

83

SOURCE

뉴트로 Newtro

윈터가든 Winter Garden

84

SOURCE

자막그래픽 Subtitle graphic

호호곰 210 Hohogom

85

SOURCE

봄꽃엔딩 Springflower ending

쿼카캬캬 Quokkakyakya

86

SOURCE

여름날씨를 즐기는 방법 Enjoy the summer weather

락앤롤 Rock n Roll

87

SOURCE

전래동화 Korean folk tale

메리크리스마스 MerryChristmas

88

Web Emoticon
Sample
Book
웹이모티콘 견본집 2023.01

8 Styles / 192 Illustration

EMOTICO N
Web Emoticon 8 Styles

Web Emoticon

십대의 한마디 Teenager Slang
10대들이 즐겨쓰는 언어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제작한 이모티콘입니다.
This emoticon set features slang popular amongst
teenagers.

너와 나의 한마디 Between You and I
남녀노소 누구나 평소에 할 수 있는 말들을
캘리그라피로 제작한 이모티콘입니다.
글귀를 감성적인 캘리그라피로 작업하여 편안한 느
낌으로 다가가고자했으며, 텍스트와 어울리는 손그
림으로 귀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is emoticon set is made with phrases written in
Korean calligraphy paired with cute illu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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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한마디 2 Office Worker
현대사회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마디! 정장을 입은 캐릭터로 표현함으로써 좀 더
리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Phrases that any office worker in a modern society
can relate to!

언짢은 언짜니 Unjjani
항상 장난기가 가득한 언짜니의 일상 모습을 손그림
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언짢음을 줄 수 있음
과 동시에 유머러스하면서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제
작한 이모티콘입니다.
Emoticon set featuring a humorou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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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감 소년 Unlikeable Boy
"일상 생활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 자신도 모르게 맞
춤법을 틀리는 경우가 있다!"
맞춤법에 약한 우리 청춘남녀! 틀린 맞춤법을 알고
도 쓴다! 라는 컨셉으로 청춘남녀가 당당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유쾌하게 제작한 이모티콘입니다.
It's okay if you can't spell! This emoticon set features
a funny character with commonly misspelled
phrases.

우리 사이 Our Relationship
일상 생활에서 상대방에게 내 기분과 감정을 표현할
때 줄자의 길이로 감정의 크기와 함께 장난스럽고
애교있는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모티콘입니다.
This emoticon set playfully expresses one's feelings
towards another using an illustration of a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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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따라 해봐요 Try to Follow Me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스트레
스를 풀어주는 포즈로 유쾌하고 즐거움을 주는 이모
티콘 입니다.
This emoticon set features a friendly character in a
variety of funny poses.

안녕하새우 Hi, Shrimp
새우를 캐릭터화 시켜 일상 생활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대화와 함께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습니다.
This emoticon set features a cute shrimp character
along with punny punch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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