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ample
Book
Lite

400종 / 120타입

FONT LIST
가

다

210 뮤지컬

210 산토리니

210 어린아이

차

파

210 M고딕

210 단비

210 미쓰리

210 서울살롱

210 엄지공주

210 처음처럼

210 파프리카

210 골목대장

210 덩실덩실

210 민들레

210 선남선녀

210 에필로그

210 초원

210 풀잎

210 공중전화

210 도시락

210 밀레니얼

210 소월

210 여행일기

210 초코라떼

210 프라모델

210 구름고딕

210 동갑내기

210 속삭임

210 연꽃

210 쵸코렛트

210 프로포즈

210 국민가요

210 동막골

210 굴림

210 둥근레코드

210 기분좋은날

210 디딤고딕

210 긴생머리
210 꽃봉오리

210 디딤명조
210 딱지치기

210 수업시간
210 버스정류장

210 라이프

210 수퍼사이즈
210 버킷리스트

210 옴니고딕
210 순정만화

210 별똥별

210 옴니굴림
210 스무살의봄

210 별을쏘다

210 완두콩

210 룰루랄라

210 블로그

210 비호감소년
210 빗방울

210 나무고딕

마

210 우리사이
210 시적허용

210 비오는거리

210 빛글

하

210 연날리기

210 보물지도

라

210 나무굴림

210 수명조

210 스탠다드

210 꽃한송이

나

바

210 우리시대

아
210 아기상어
210 아는언니
210 아둥바둥
210 아람고딕

210 우리하루
210 월요커플
210 유리구슬
210 이솝우화
210 잎새바람

카
210 카르페디엠
210 카멜레온
210 카스테라
210 캐모마일
210 캔디바
210 캥거루
210 콧수염
210 크레센도
210 크림치즈

210 나의동무

210 매직스틱

210 날따라해봐요

210 먹자골목

사

210 아일랜드

210 네모진

210 모던고딕

210 산골고개

210 안녕하새우

자

타

210 노란손수건

210 모던굴림

210 산골짜기

210 앱굴림

210 자막

210 타임랩스

210 누룽지

210 모란봉

210 산들바람

210 어른왕자

210 직장인의한마디

210 토스트

210 누리고딕

210 목각인형

210 산울림

210 어린아이

210 짱구유치원

210 팅커벨

210 하늘의꿈
210 하늘정원
210 하이웨이
210 한반도
210 합창단
210 헤비레인
210 헬로우
210 홀리데이

본문류
18타입 / 82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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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 030, 04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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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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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다
다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갖추어져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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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고딕 210 NuriGothic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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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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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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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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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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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굴림 210 Gulim

210 스탠다드 210 Standard

210 네모진 210 Nemojin

010, 030, 050, 070, 090

010, 020, 030, 04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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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너의
너의
너의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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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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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맞춰서
맞춰서
맞춰서
맞춰서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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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도록
살도록
살도록
살도록
살도록

하라
하라
하라
하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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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본문류

210 디딤고딕 210 DidimGothic
010, 020, 040

030, 050,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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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한걸은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한걸은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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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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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수명조 210 Soomyungjo

210 디딤명조 210 Didimmyungjo

010, 020, 040

010, 020, 040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파리의 거리는 슬픔뿐이네

창밖에 앉은 바람 한점에도
창밖에 앉은 바람 한점에도
창밖에 앉은 바람 한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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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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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헤드라인류
47타입 / 153종

FONT 헤드라인류

210 미쓰리 210 Misslee

210 빗방울 210 Bitbangul

210 산들바람 210 Sandeulbaram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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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방울은 어떤 모양일까
빗방울은 어떤 모양일까
빗방울은 어떤 모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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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블로그 210 Blog

210 카스테라 210 Castella

210 둥근레코드 210 Dunggeunlekodue

L, R, B

L, R, B

L, R, B

난 파워블로거가 될거야
난 파워블로거가 될거야
난 파워블로거가 될거야

남해에 유유자적 카페유자
남해에 유유자적 카페유자
남해에 유유자적 카페유자

아빠가 산 레코드 엄마가 팜
아빠가 산 레코드 엄마가 팜
아빠가 산 레코드 엄마가 팜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팅커벨 210 Tinkerbell

210 도시락 210 Dosirak

210 연꽃 210 Yeonggot

L, R, B

L, R, B

L, R, B

팅팅 부운 커다란 팅커벨은 나
팅팅 부운 커다란 팅커벨은 나
팅팅 부운 커다란 팅커벨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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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 뿌리가 연근인거 알았니
연꽃 뿌리가 연근인거 알았니
연꽃 뿌리가 연근인거 알았니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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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헤드라인류

210 긴생머리 210 Ginsaengmeori

210 선남선녀 210 Seonnamseonnyeo

210 자막 210 Jamak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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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랑 나는 선남선녀
오빠랑 나는 선남선녀
오빠랑 나는 선남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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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처음처럼 210 Cheoeumcheoreom

210 순정만화 210 Sunjeongmanhwa

210 수퍼사이즈 210 Supersize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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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최종은 결국 처음처럼
디자인 최종은 결국 처음처럼
디자인 최종은 결국 처음처럼

네 생애 순정만화 같은 사람은 없어
네 생애 순정만화 같은 사람은 없어
네 생애 순정만화 같은 사람은 없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자고로 음식은 수퍼사이즈
자고로 음식은 수퍼사이즈
자고로 음식은 수퍼사이즈
ABCDEFabcdef1234!@#

210 산골고개 210 Sangolgogae

210 수업시간 210 Sueopsigan

L, R, B

L, R, B

산골고개가 뭐야 어디야
산골고개가 뭐야 어디야
산골고개가 뭐야 어디야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온 선생님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온 선생님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온 선생님

자고로 음식은 수퍼사이즈
자고로 음식은 수퍼사이즈
자고로 음식은 수퍼사이즈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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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헤드라인류

210 아람고딕 210 AramGothic

210 뮤지컬 210 Musical

210 나의동무 210 Nauidongmu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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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이나 보면서 여유롭게
뮤지컬이나 보면서 여유롭게
뮤지컬이나 보면서 여유롭게

오마니 옆에 선 아새끼 뵈디?
오마니 옆에 선 아새끼 뵈디?
오마니 옆에 선 아새끼 뵈디?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크레센도 210 Cresendo

210 카르페디엠 210 Carpediem

210 한반도 210 Hanbando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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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R, B

내 목소리가 하늘에 닿아 울려
내 목소리가 하늘에 닿아 울려
내 목소리가 하늘에 닿아 울려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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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 끝에 반도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 끝에 반도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 끝에 반도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아일랜드 210 Ireland

210 모란봉 210 Moranbong

L, R, B

L, R, B

기네스 원산지는 아일랜드
기네스 원산지는 아일랜드
기네스 원산지는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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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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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우리에 꽃 없다 한탄하지 마소
봉우리에 꽃 없다 한탄하지 마소
봉우리에 꽃 없다 한탄하지 마소
ABCDEFabcdef1234!@#

FONT 헤드라인류

210 잎새바람 210 Ipsaebaram

210 골목대장 210 Golmokdaejang

210 엄지공주 210 Eomjigongju

L, R, B

L, R, B

L, R, B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거야

저녁시간에 나혼자 남아
저녁시간에 나혼자 남아
저녁시간에 나혼자 남아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아이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아이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아이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꽃봉오리 210 Kkotbongori

210 연날리기 210 Yeonnalligi

210 국민가요 210 Gungmingayo

L, R, B

L, R, B

L, R, B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이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이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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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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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민들레 210 Mindeulle

210 라이프 210 Life

210 밀레니얼 210 Millennial

L, R, B

L, R, B

L, R, B

민들레 홀씨 같이 불 사람
민들레 홀씨 같이 불 사람
민들레 홀씨 같이 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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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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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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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헤드라인류

210 공중전화 210 Gongjungjeonhwa

210 합창단 210 Hapchangdan

210 프라모델 210 Peuramodel

L, R, B

L, R, B

L, R, B

공중전화에서 전화는 간략히
공중전화에서 전화는 간략히
공중전화에서 전화는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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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모델 조립천재 등장
프라모델 조립천재 등장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헤비레인 210 Heavyrain

210 보물지도 210 Bomuljido

210 단비 210 Danbi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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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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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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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타임랩스 210 Timelapse

210 프로포즈 210 Propose

210 산울림 210 Sanullim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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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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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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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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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모델 조립천재 등장

FONT 헤드라인류

210 산토리니 210 Santorini

210 하이웨이 210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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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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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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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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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토스트 210 Toast

210 카멜레온 210 Chameleon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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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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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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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시류
55타입 / 165종

FONT 팬시류

210 하늘의꿈 210 Haneuluikkum

210 매직스틱 210 Magicstick

210 별똥별 210 Byulddongbyul

L, R, B

L, R, B

L, R, B

하늘과 함께 꾸는 꿈
하늘과 함께 꾸는 꿈
하늘과 함께 꾸는 꿈

소원이 이뤄지는 비빌
소원이 이뤄지는 비밀
소원이 이뤄지는 비밀

별똥별아 소원을 이뤄줘
별똥별아 소원을 이뤄줘
별똥별아 소원을 이뤄줘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룰루랄라 210 Looloolala

210 별을쏘다 210 Byuleulssoda

210 덩실덩실 210 Deongsildeongsil

L, R, B

L, R, B

L, R, B

룰루랄라 신나는 퇴근시간
룰루랄라 신나는 퇴근시간
룰루랄라 신나는 퇴근시간

별들에게 쏜 나의 꿈
별들에게 쏜 나의 꿈
별들에게 쏜 나의 꿈

즐거운 어깨춤 한마당
즐거운 어깨춤 한마당
즐거운 어깨춤 한마당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딱지치기 210 Ddakjichiki

210 아둥바둥 210 AdungBadung

210 초원 210 Chowon

L, R, B

L, R, B

L, R, B

우리동네 딱지치기 왕
우리동네 딱지치기 왕
우리동네 딱지치기 왕

열심히 노력하면 될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될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될거야

저 푸른 초원 위 꿈꾸던 집
저 푸른 초원 위 꿈꾸던 집
저 푸른 초원 위 꿈꾸던 집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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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비오는거리 210 Bioneunkerly

210 헬로우 210 Hello

210 하늘정원 210 Haneuljungwon

L, R, B

L, R, B

L, R, B

카페에서 바라보는 풍경
카페에서 바라보는 풍경
카페에서 바라보는 풍경

안녕하고 반갑게 인사해
안녕하고 반갑게 인사해
안녕하고 반갑게 인사해

하늘정원 파티타임을 즐겨
하늘정원 파티타임을 즐겨
하늘정원 파티타임을 즐겨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스무살의봄 210 Sumusaleuibom

210 노란손수건 210 Noransonsugun

210 우리시대 210 Woorisidae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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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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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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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어른왕자 210 Eoreunwangja

210 짱구유치원 210 JJanguyouchiwon

210 아는언니 210 Aneununny

L, R, B

L, R, B

L, R, B

어리기만한 왕자님이 아냐
어리기만한 왕자님이 아냐
어리기만한 왕자님이 아냐

짱구와 손잡고 유치원가요
짱구와 손잡고 유치원가요
짱구와 손잡고 유치원가요

길에서 마주친 아는언니
길에서 마주친 아는언니
길에서 마주친 아는언니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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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월요커플 210 Wolyocouple

210 서울살롱 210 Seoulsalon

210 동갑내기 210 Donggapnaegi

L, R, B

L, R, B

L, R, B

월요일만 커플해요 우리
월요일만 커플해요 우리
월요일만 커플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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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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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초코라떼 210 Chocolatte

210 직장인의한마디 210 Jikjanginuihanmadi

210 비호감소년 210 Bihogamsonyeon

L, R, B

L, R, B

L, R, B

따뜻한 초코라떼 한잔어때
따뜻한 초코라떼 한잔어때
따뜻한 초코라떼 한잔어때

세상은 나보다 빠르다
세상은 나보다 빠르다
세상은 나보다 빠르다

비호감인지 모르는게 비호감이야
비호감인지 모르는게 비호감이야
비호감인지 모르는게 비호감이야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목각인형 210 Mokakinhyung

210 캐모마일 210 Chamomile

210 산골짜기 210 Sangoljjagi

L, R, B

L, R, B

L, R, B

정각에 나오는 시계탑
정각에 나오는 시계탑
정각에 나오는 시계탑

사과향이 나는 캐모마일
사과향이 나는 캐모마일
사과향이 나는 캐모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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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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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기분좋은날 210 Gibunjoeunnal

210 우리사이 210 Urisai

210 유리구슬 210 Yuriguseul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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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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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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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버스정류장 210 Busjeonglyujang

210 홀리데이 210 Holiday

210 날따라해봐요 210 Nalttarahaebwayo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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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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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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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풀잎 210 Purip

210 캔디바 210 Candiba

210 안녕하새우 210 Annyeonhasaeu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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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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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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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크림치즈 210 Creamcheese

210 완두콩 210 Wandukong

210 꽃한송이 210 Kkothans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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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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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파프리카 210 Paprika

210 동막골 210 Dongmakgol

210 쵸코렛트 210 Chocolate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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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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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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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아기상어 210 Akisango

210 이솝우화 210 Isobuhwa

210 캥거루 210 Kangaroo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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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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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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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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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팬시류

210 에필로그 210 Epilogue

210 콧수염 210 Kossuyeom

210 속삭임 210 Soksagim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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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아저씨 콧수염은 신기해
멕시코 아저씨 콧수염은 신기해
멕시코 아저씨 콧수염은 신기해
ABCDEFabcdef1234!@#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같은 초콜릿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같은 초콜릿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같은 초콜릿
ABCDEFabcdef1234!@#

210 먹자골목 210 Meokjagolmok

210 여행일기 210 Yeohaengilgi

210 버킷리스트 210 Bucketlist

L, R, B

L, R, B

L, R, B

들어가면 비슷한 음식점들만
들어가면 비슷한 음식점들만
들어가면 비슷한 음식점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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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기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기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기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0 누룽지 210 Nurungji

210 우리하루 210 Uriharu

210 어린아이 210 Eorinai

L, R, B

L, R, B

L,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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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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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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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ABCDEFabcdef1234!@#

21

FONT 팬시류

210 시적허용 210 Sijeokheoyong
L, R, B

그 깊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그 깊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그 깊일 이해할 순 없겠지만
ABCDEFabcdef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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