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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MARKET? 



폰트 디자이너의 전유물 어렵다, 어려워몇 종  얼마 라이선스 범위= =+ + +

 FONT MARKET? 



2021  폰트 마켓 2021  폰트 마켓 
폰코가 즐거운 리뉴얼을 선언폰코가 즐거운 리뉴얼을 선언합니다. 합니다. 

폰트는 디자이너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 폰트는 디자이너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 
몇 종, 얼마, 라이선스 범위 등 폰트를 둘러싼 몇 종, 얼마, 라이선스 범위 등 폰트를 둘러싼 
딱딱한 맥락들, 폰트는 어려운 전문 영역이라는 딱딱한 맥락들, 폰트는 어려운 전문 영역이라는 

편견들을 모두  편견들을 모두  폰코가 쉽고 재미있게폰코가 쉽고 재미있게  
바꿔보려 합니다. 바꿔보려 합니다. 

 FONT MARKET? 



폰트를 둘러싼 폰트를 둘러싼 
맥락을 즐겁게 맥락을 즐겁게 
뒤바꾸는 상상, 뒤바꾸는 상상, 

폰코폰코

Do Not ExplainDo Not Explain

Just Feel The FontJust Feel The Font

In In FONCOFONCO

 FONT MARKET? 



 FONT MARKET! FONCO 



 FONT MARKET! FONCO 

폰트 누구나의 라이프스타일 설레고 즐겁다!취향 개성 스타일= =+ + +



 FONT MARKET! FONCO 

폰코는 이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폰코는 이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폰트를 바라볼 때 폰트를 바라볼 때 “아! 이렇게 쓰면 참 재미있겠다!”“아! 이렇게 쓰면 참 재미있겠다!”를 를 
먼저 생각하며 설렐 수 있는 곳,  세리프, 속공간, 여백 등 먼저 생각하며 설렐 수 있는 곳,  세리프, 속공간, 여백 등 
전문 용어를 모르는 ‘폰알못*’도 폰트와 관련된 색다른 전문 용어를 모르는 ‘폰알못*’도 폰트와 관련된 색다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  디자인물뿐 아니라 나와 가까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  디자인물뿐 아니라 나와 가까운 
생활 곳곳, 폰트가 놓일 자리를 고민하게 하는 곳.  생활 곳곳, 폰트가 놓일 자리를 고민하게 하는 곳.  

폰코는 단순히 폰트를 거래하는폰코는 단순히 폰트를 거래하는 폰트 마켓을 넘어섭니다. 폰트 마켓을 넘어섭니다.    
여러분께 여러분께 즐거운 폰트 생활을 제안즐거운 폰트 생활을 제안합니다. 합니다. 

*폰알못: 폰트를 잘 모르는 사람*폰알못: 폰트를 잘 모르는 사람



 FONT MARKET! FONCO 

나만의 나만의 
폰트 생활을 폰트 생활을 
디자인하는 곳, 디자인하는 곳, 

폰코폰코

Beyond The FontBeyond The Font

Create Font LifestyleCreate Font Lifestyle

In In FONCOFONCO





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폰트, 설명하지 않고 제안합니다

누구나 취향에 따라 나만의 폰트 생활을 꾸려가는 꿈. 
폰코는 다채로운 취향을 기준으로 구성한 흥미로운 폰트 제품·콜렉션을 선보입니다. 

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1  Feel



취향별 폰트 큐레이션 
서비스

폰코 자키's pick 

폰트 문화 아이콘 폰코 자키가 추천하는 폰트, 
굿즈 그리고 문화 콘텐츠. 

font.co.krfont.co.kr

font.co.krfont.co.kr

FONCO JOCKEY’S PICK

FONCO Brand Brief  16

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1  Feel



취향별 폰트 큐레이션 
서비스

콜렉션 폰트 

나만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만 
잘 골라 묶은 버라이어티한 폰트 제품들.  

낯선 일본어 작업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는 프로의 자세,

일어 폰트 전문회사 ‘폰트웍스’가 엄선한 
폰트웍스 JAPANESE 콜렉션

일본어 작업은 처음이라 긴장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폰코 자키가 일어 폰트 전문회사 ‘폰트웍스’가 엄선한 47종의 폰트를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를 마련해두었으니까요. 

낱개로 구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검증된 스타일을 즐겨보세요. 

FONCO JOCKEY’S PICK

COLLECTION
PICK NO.2

폰트웍스
Japanese

SINCE 2020

이거 하나로 끝! 
윤디자인의 헤리티지 폰트부터 신서체까지,

모든 폰트를 만끽할 수 있는 
비장의 폰트 콜렉션

윤멤버십은 윤디자인그룹의 모든 폰트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꺼내쓸 수 있도록 구성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OK! 합리적인 가격에 지속적인 폰트 업데이트까지. 
끝없는 혜택과 편의를 누려보세요.

FONCO JOCKEY’S PICK

COLLECTION
PICK NO.1

윤멤버십
SINCE 2020

나만의 꿈을 향한 힘찬 첫걸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250종 무료 폰트 콜렉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드리머를 위해 윤멤버십 드림을 선보입니다. 

비상업적 용도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250종의 폰트로 
꿈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 윤멤버십 스타터(STARTER)의 무료 버전으로 두 상품은 동일한 구성임을 밝힙니다.
· 수익이 없는 작업자는 누구나 본 상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익 발생 시 윤멤버십 스타터 제품으로 유료 전환을 진행해주세요.

FONCO JOCKEY’S PICK

COLLECTION
PICK NO.1

윤멤버십 
DREAM

SINCE 2020

더 스마트하게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합리적인 가격과 구성으로 부담 없이 사용하는 

250종 폰트 콜렉션

프리랜서,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부터 합리성을 중시하는 스마트한 조직까지. 
가볍고 효율적인 폰트 생활을 지향하는 여러분을 위해 윤멤버십 스타터를 준비하였습니다. 

알짜배기 250종 폰트를 활용하여 한층 더 스마트하게 
나만의 꿈을 확장해보세요.

· 윤멤버십 드림(DREAM)의 유료 버전으로 두 상품은 동일한 구성임을 밝힙니다.
· 윤멤버십 드림을 사용하다가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윤멤버십 스타터 제품으로 유료 전환을 진행해주세요.

FONCO JOCKEY’S PICK

COLLECTION
PICK NO.1

윤멤버십 
STARTER

SI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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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1  Feel



폰알못이라도 괜찮아, 
즐거운 폰트 경험을 디자인합니다

사람들이 폰트를 만나는 방식을 다채롭게 디자인하고 가꿔가는 꿈. 
폰코는 폰트 자체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향유될 수 있도록, 풍부한 이야기와 색다른 콘텐츠를 기획, 제작, 발신합니다. 

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2  Fun



폰트 경험 및 
콘텐츠 디자인

 FONCO ‘PICK!’

이제껏 조명되지 않았던 폰트 관련 스토리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폰코만의 폰트 문화 매거진.

FONCO Brand Brief  19

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2  Fun



폰트 경험 및 
콘텐츠 디자인

개별 폰트 상품 스토리텔링

그 자체로 훌륭한 문화 콘텐츠인 개별 폰트들이 
지닌 스토리를 집중력 있게 소개.

FONCO Brand Brief  20

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2  Fun



크리에이터 & 크리에이터, 
친근한 만남과 교감을 주선합니다

폰트로 더 많은 사람과 교감하는 꿈. 
폰코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가 입주하고 교류하며 영감을 주고받는 활짝 열린 창작실을 지향합니다.

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3  Friendly



누구나의 
오픈 마켓

입점하기

다양한 폰트 창작자와 브랜드의 입주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열린 구조의 폰트 마켓. 

‘입점하기’‘입점하기’
버튼을   버튼을   

꾹 꾹 
눌러눌러
주세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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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3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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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3  Friendly

누구나의 
오픈 마켓

만지작

폰트 외의 제품과 아이디어로 사람을 
만나고 교감을 시도하는 카테고리.

교감을 교감을 
원하는 자, 원하는 자, 
모두 모두 
모여라모여라



협업, 이벤트, 프로모션의 나날, 
매일매일이 축제입니다

누구나 폰트를 통해 웃음을 나누는 꿈. 
폰코는 폰트로 매일의 일상을 즐겁게 변화시켜갑니다. 이색적인 협업부터 기상천외한 이벤트, 프로모션까지. 

간단한 참여로 엉뚱한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4  Festival



WEWE
WANTWANT
YOU!YOU!
CALLCALL

ME!ME!
협업 문의 

fonco@fo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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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4  Festival

폰트를 둘러싼 
신나는 작당모의

콜라보레이션 

글자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싶은 브랜드 모두 모여라! 
엉뚱하고 발랄한 협업의 향연.

WEWE
WANTWANT
YOU!YOU!
CALLCALL

ME!ME!
협업 문의 

fonco@fo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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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를 둘러싼 
신나는 작당모의

프로모션 & 이벤트

폰코 SNS를 주목하라!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크고 작은 행사들.

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4  Festival



한발 앞서 새로운 폰트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폰트로 폰트를 넘어서는 꿈. 
축적된 이야기와 영감을 토대로 다음 스텝의 폰트를 한발 앞서 그려갑니다. 

호기심 많은 폰트 생활자 여러분께, 미래의 폰트를 미리 만나는 특전을 제공합니다.

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5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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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 
폰트를 위한 영감

‘폰코 자키 앱’ 메인 쇼케이스

매일매일 켜야만 하는 ‘폰코 자키 앱’ 메인을 통해 
미리 만나는 신세대 폰트들.

폰코가 폰트를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방법
HIGH-FIVE 5  Future



FONCO′S CATEGORY
HIGH-FIVE 방법론으로 구성한 폰코의 반짝반짝 다섯 가지 카테고리

COLLECTION FONT
제안의 전문가 폰코 자키, 그가 묶으면 스타일이 된다

SINGLE FONT
나만의 폰트를 발견하는 즐거운 놀이터, 유니크한 싱글 폰트 대거 입점 

MONOTYPE
라틴 폰트 앞에서 작아질 때, 모노타입을 외쳐봐!, 모노타입 입점

MANZIZAK
타이포그래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온라인 만물상, 고객과 판매자 모두 주목

MAGAZINE
매일매일 디자인 소식, 이슈와 트렌드 한 곳에 집합



COLLECTION FONT | 콜렉션 폰트



제안의 전문가 
폰코 자키

그가 묶으면 스타일이 된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T.P.O(Time, Place, Occasion)를 고민하듯,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적절한 폰트를 선택하는 것은 폰트 생활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좁히고 또 좁혀도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선택지 속에서 우유부단해지는 경험을 하지요. 
그럴 때, 폰코 자키가 미리 골라 놓은 비장의 콜렉션을 구경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기적으로 신서체가 업데이트되어 편리한 멤버십 상품부터 아티스트의 색채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아티스트 콜렉션까지. 
폰트 문화 아이콘 폰코 자키가 직접 나서 잘 고르고 정성껏 묶은 콜렉션 상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게 딱 맞는 제품을 찾고 즐기는 폰트 생활의 첫걸음, 폰코 자키 콜렉션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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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FONT | 콜렉션 폰트SINGLE FONT | 싱글 폰트



나만의 폰트를 발견하는 
즐거운 놀이터 

유니크한 싱글 폰트 대거 입점

더 다양한 폰트를 만나고 싶으셨다고요? 
폰트의 가치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폰코의 싱글 폰트 카테고리에 주목해보세요. 
폰코는 유니크한 싱글 폰트들을 천천히 발굴해 소개합니다. 빛나는 관점을 지닌 독립 폰트 디자이너의 폰트부터

해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폰트까지, 숫자로만 이루어진 폰트부터 아이콘으로만 구성된 폰트까지. 
개성으로 무장한 각양각색 폰트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다양함이 끝이 아닙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담겨 있는 폰트와 크리에이터의 스토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폰트가 아닌 폰트의 가치를 즐기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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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TYPE  |  모노타입



라틴 폰트 앞에서 작아질 때, 
모노타입을 외쳐봐!

모노타입 입점

라틴 폰트 구입에 울렁증이 있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폰코는 고민했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라틴 폰트를 구입하게 될 때에 겪어야만 하는 낯섦, 시행착오를 어떻게 축소할 수 있을까? 

오랜 고민 끝에 폰코는 든든한 라틴 폰트 파트너 모노타입(Monotype)과 손을 잡았습니다.
모노타입으로 말할 것 같으면 1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폰트 기업이지요.
전 세계 언어의 97% 이상을 지원하며, 13만여 가지가 넘는 폰트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세계 300대 기업 중 65%가 모노타입의 폰트를 활용한 아이덴티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처럼 오랜 시간과 풍부한 사례가 검증하는 모노타입의 멋스러운 라틴 폰트들을 폰코에서 만나보세요. 

한글 폰트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라틴 폰트와도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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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ZIZAK | 만지작



타이포그래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온라인 만물상

고객과 판매자 모두 주목

안내판, 간판, 메뉴판, 밤낮 없이 도착하는 메시지. 우리는 언제나 글자와 더불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지작은 우리 생활의 풍경 속 조연이었던 글자들을 주연으로 조명하는 색다른 라이프스타일 숍입니다.
글자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순간 펼쳐지는 활기찬 레터링 상품들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 제품, 

글자가 주인공이 된 특별한 서비스까지. 글자와 라이프스타일의 색다른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나만의 타이포그래피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해보고 싶은 고객이라면, 

유별난 상상력 덕분에 24시간이 모자란 창작자라면, 주저 말고 만지작에 놀러 오세요! 
이 조그만 공간에서 글자 생활에 대한 상상력이 마구마구 증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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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 | 매거진



매일매일 
디자인 소식

이슈와 트렌드 한 곳에 집합

“앗, 그거, 어디서 봤더라?”, “어머, 이건 좀 새로운데?” 때로는 성실하게 
모아두는 것만으로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폰코 매거진은 폰코만의 시선으로 다양한 이슈를 재단해 발행하는 대신,
다양한 타이포그래피 소식을 있는 그대로 차곡차곡 스크랩해 모아둡니다. 

폰코가 폰코의 관점을 고정하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통해 폰코만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폰코는 꾸준하게 수집하고 공유합니다. 

폰트 구입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영감이 필요할 때에도 누구나 폰코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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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대 다국적 폰트사 
모노타입 서비스 시작

1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폰트 
기업 모노타입과의 제휴로 다채로운 라틴 
폰트를 국내에 제공하기 시작.

국내 업계 최초 
클라우드 폰트 서비스 출시(윤멤버십)
윤멤버십을 선보이며 국내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

2021

폰코 리뉴얼 오픈
폰트를 대중문화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와 디자인으로 무장한 뉴-폰코 리뉴얼 
오픈.

폰트매니저 ‘폰코 자키 앱’으로 리뉴얼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매일 켜야만 
하는 폰트 매니저 ‘폰코 자키 앱’으로 리뉴얼.

2002

윤폰트 사이트 대대적 개편
기존 윤폰트 사이트의 대대적 리뉴얼 진행. 
고객에게 폰트 정보, 디자인 가이드를 
PDF 파일로 만들어 제공했고 
‘타이포먼스(Typo+Performance)’ 코너를 
신설해 폰트 관련 콘텐츠를 선보이기도 함. 

2014

윤폰트 사이트 
‘폰코(font.co.kr)’로 리뉴얼
폰트만을 위한 전문 마켓 ‘폰코(FONCO)’로 
리뉴얼 진행. 

2006

‘폰트 뮤지엄’ 오픈
폰트 용어 사전, 폰트 갤러리, 한글 공부방, 
손글씨 공모전 등 폰트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 폰트 갤러리에 윤디자인 폰트가 
사용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매월 5인을 
추첨하여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윤폰트 사이트 내에서 싱글 폰트 판매 시작
패키지로만 구매하던 단일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낱개(종당)로 폰트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 2016년에 판매 중단. 

2019

콜렉션 폰트 ‘모아모아’ 출시 
폰코만의 관점으로 폰트를 묶어 소개하는 
콜렉션 폰트 시리즈 ‘모아모아’ 출시.

1996

‘윤폰트(yoonfont.co.kr)’ 사이트 오픈
여름체, 가을체, 햇살체, 우리목각체, 
가시나무체 등 완성용 폰트를 개발하고 
판매하기 시작.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FONCO'S 
HISTORY
우리가 쉽고 편하게 폰트를 만날 수 있도록 
꾸준히 진화해온 폰트 마켓 폰코의 소중한 
발자취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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