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리사와의 폰트 라이브러리는 세계의 주요 언어를 지원하여  

글로벌 브랜딩을 강화하고, 격차를 해소하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욱 가깝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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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 폰트란?

UD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줄임말입니다.  

UD 폰트는 높은 가시성과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속공간을 

넉넉하게 설계합니다.  단순한 글자의 모양은, 글을 잘못 읽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매력적인 디자인의 미학을 지니게 됩니다.

모리사와 UD 서체는, “문자의 모양이 알기 쉬운 것”, “문장이  

읽기 쉬울 것”, “잘못 읽히지 않는 것”을 콘셉트로 개발되었습

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사이즈에서도 모든 문자를 문제없이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기본이 되는 서체의 

각 문자들을 재검토하고, 이를 반복하여 UD 서체의 컨셉에  

부합한지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것만 중시하여 문자의 아름다움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디자이너가 시인성과 심미성 사이의 밸런스에 대해 

세심하게 고려하였습니다. 



Carimo UD PE는 키릴어, 그리스어, 베트남어 문자를 비롯한 151개의 언어로 구성된 모리사와의 오리지널  

PE (Pan-European 범유럽) 글자 세트를 지원합니다. 이 폰트는 ExtraLight에서 Ultra에 이르는 8가지의 두께로 

구성되어 있어 본문에서부터 간판까지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 German

키릴 Cyrillic

루마니아어 Romanian

몰타어 Maltese

크로아티아어 Croatian

그리스어 Greek

베트남어 Vietnamese

핀란드어 Finnish



PE 글자 세트는 총 151 언어를 지원합니다.지원 언어

PE 글자 세트가 지원하는 언어 리스트입니다. (151 언어) 

라틴어 Latin 키릴어 Cyrillic





신고는 일본 디자인 역사에 스테디 셀러로 그 이름을 올린 서체입니다. 

이 선호도 높은 폰트를 본문 텍스트, 공공 사이니지 및 잡지 등에 사용하면 정확한 목소리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일본어

UD신고 일본어



모리사와의 일본어 폰트는 한자를 상용하는 문화권인 중국과 대만에서도 역시 인기가 좋습니다. 

UD신고 중국어는 간체자와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UD신고 중국어 간체자

UD신고 중국어 번체자



UD신고 한글은 한글의 구조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UD신고 일본어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확장하였습니다, 

이 디자인은 일관성 있게 CJK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글

UD신고 한글



시리즈



아라비아 글씨는 주로 아라비아어, 페르시아어, 우루두어를 쓰는데 사용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각 글자들이 잘못 읽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디자인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폰트는 다양한 두께와 합자, 심볼 등을 갖추고 있어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라비아어

Clarimo UD 아라비아어



데바가나리어 데바가나리 글씨는 힌두어와 네팔어 등 많은 인도 언어에 사용됩니다. 속공간을 넓혀 가독성이 뛰어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다양한 합자를 갖춘 이 서체의 다목적적 디자인은 일상적인 사용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arimo UD 데바가나리어 (힌두어)



태국어 시리즈 태국어 디자인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끝에 붙은 둥근 고리는 전통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현지인들을 위한 

본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Clarimo UD 태국어 시리즈는 또한 자주 사용되는 이탤릭을 포함하고 있어 텍스트를 풍부하게 

하고 섬세한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Clarimo UD 태국어

Clarimo UD 태국어 이탤릭



태국어 시리즈

Clarimo UD 태국어 모던

Clarimo UD 태국어 모던 이탤릭

태국어 디자인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고리가 없는 디자인은 제목이나 텍스트의 강조에 사용되며 현대적인 구조

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가 없는 Clarimo UD 태국어 시리즈는 명확하고, 글자 형태가 모호함을 방지하도록 디자인되었

습니다. 모든 두께에 이탤릭 스타일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리즈



모리사와코리아 라이선스 문의 전화 02-337-3227 | 이메일 info@morisawa-korea.com 

홈페이지 www.morisawa.co.kr

Thank you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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