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리사와 다국어 폰트(UD신고 한글, UD신고 간체자, 

UD신고 번체자)의 가독성에 관한 비교연구 보고 

주식회사 모리사와

〈 개요 〉

〈 이번 비교연구의 요약 〉

※1

※2

※3

 개발 중인 서체, 2018년 공개될 예정.

통계적 검정에 관해서는 이하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사토 신(佐藤信)(2003). 통계적관능검사법, 일과기련.

키미야마 요시로(君山由良)(2010). 일대비교법의 모델, 데이터분석연구소.

 본 비교연구는 「모리사와 다국어 폰트(UD신고 한글)의 가독성에 관한 비교연구 보고 2017」에 이어서, 같은 조건으로 간체자, 번체자 실
험을 전개했다. p.3 - p.6의 「모리사와 UD신고 한글의 가독성 검증」에서는 상기실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언어와 분석 조건을 맞춘

다중분석의 결과를 기록했다. 

 

　모리사와는 유니버설 디자인(UD)서체를 2009년에 시장에 투입한 이래로, 많은 고객의 요청에 응해 폰트의 

가독성에 관한 비교연구를 해왔다.  당사 UD서체는 그 증거(학술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는 사회의 다양화와 방일 외국인의 증가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다국어 폰트의 UD

서체(UD신고 한글,  UD신고 간체자,  UD신고 번체자※1 )의 가독성을 검증하는 비교연구 실험을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심리학교실의 나카노 야스시( 中野泰志 )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정안인을 비롯하여 서울과 타이베이의 교육 기관과 당사자 단체의 

협력을 얻어, 현지에 거주하는 저시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도 진행되었다. 검증은 「모리사와 다국어 폰트(UD

신고 한글)의 가독성에 관한 비교 연구 보고 2017」※2 과 동일하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한 일대비교법으로 

실시했다. 당사 서체와 각 언어의 대표적 폰트 5종류를 쉐페(Scheffe)의 일대비교법※3을 이용해서 가독성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가독성의 척도를 구성했다. 비교는 시기능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정안인, 모의적으로 

저시력상태를 만든 정안인, 시력이나 시야 등에 장해가 있는 저시력자로 구성된 3개의 사용자·그룹이, 3종류의 

각기 다른 문자 사이즈 조건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시력이 낮은 사람이 읽기 쉬운지 뿐만 

아니라, 시력이 좋은 사람에게도 너무 읽기 어렵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고, 다국어로 전개된 UD서체가 사용자에게 

읽기 쉬운 폰트인지를 검토했다. 

　본 연구의 결과, 어떠한 언어나 사용자·그룹에서도 당사 폰트가 함께 비교한 다른 폰트보다 가독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험자의 시력이 좋을수록, 그리고 문자 사이즈가 클수록 다른 폰트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당사의 UD서체가 가장 높은 평가를 얻었다. 이와 같이 UD신고 한글, UD신고 

간체자, UD신고 번체자는 각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다양한 시기능의 사용자에게 있어서 가독성이 뛰어난 

폰트라고 생각된다. 



실험 방법(각 언어 공통) 

본 비교연구 실험에서는 쉐페의 일대비교법을 이용해서, 모리사와 다국어 폰트(UD신고 한글, UD신고 간체자, 
UD신고 번체자)와 5종류의 각국의 대표적 폰트, 총 6종류의 폰트 가독성을 평가했다. 

【실시한 실험】 

언어별 (한글, 간체자, 번체자), 피험자의 시각특성별 (1, 정안인 2, 저시력 시뮬레

이션 3, 저시력자), 문자 사이즈별 (3종류의 문자 사이즈)로 실시했다. (표1)

【일대비교법에 의한 가독성의 척도화】 

실험은 모두 일대비교법의 쉐페법 (그림1)을 이용해서 진행했다. 선택 확률에서 

「척도값」을 구한 후, 어느 정도 평가 차이가 있는지를 일차원의 척도로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대상 중 2개를 선정하여 비교하고, 모든 조합에서 보기 쉬움을

5단계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일대비교법을 사용했다. 실험에

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피험자】

실험 1(정안인)과 실험 2(저시력 시뮬레이션)의 피험자는 교정한 소수시력이 1.0

이상의 성인으로, 실험 3(저시력자)의 피험자는 저시력자로 교정한 소수시력이

0.1～0.3정도로 했다. 실험 2에서는 교정 시력이 1.0이상의 정안인이 불투명한
유리를 이용한 저시력 시뮬레이터(그림2)를 사용하여 저시력상태로 실험했다. 모

든 실험은 대상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그림 1

그림 2

비교하고 싶은 서체의 모든 조합에 대

해,어느쪽이 어느 정도 보기 쉬운지를

판단시키는 것으로 보기 쉬움의 척도

를구성하는 방법.

언어 실시 장소 피험자의 시각특성 비교한 문자 사이즈 평균 시력 피험자 수

한글 서울

실험1 정안인 실험 8pt 10pt 12pt 1.1 24 명

실험2 시뮬레이션 실험 8pt 10pt 12pt 0.3 24 명

실험3 저시력자 실험 18pt 22pt 26pt 0.12 18 명

간체자 상하이
실험1 정안인 실험 10pt 12pt 14pt 1.2 24 명

실험2 시뮬레이션 실험 16pt 18pt 22pt 0.2 24 명

번체자 타이베이

실험1 정안인 실험 10pt 12pt 14pt 1.2 24 명

실험2 시뮬레이션 실험 16pt 18pt 22pt 0.2 24 명

실험3 저시력자 실험 18pt 22pt 26pt 0.2 19 명

표1 실험 내용과 피험자 

피험자와 대상과의 사이에 특수한

유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시력상태

를시뮬레이션한다



모리사와 UD신고 한글 가독성 검증  
실험1 정안인 실험

이 검증 실험은 UD신고 한글의 우위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본 페이지는 정안인에 의한 통상시력의 검증 결과의 기록이다.

【검증 결과】

정안인 실험 결과, 어떠한 사이즈에서도 UD신고 한글이 가장 가독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2, 표3).

다중비교 결과로는 UD신고 한글은 문자 사이즈가 작을 때, 다른 폰트보다 통계적에서도 유의하게 가독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증 조건】

디바이스 : 디지털 디바이스(iPad)

문자 사이즈 ：8pt·10pt·12pt

시력 : 평균 1.1

【비교 서체】

UD신고 한글／A사 고딕체／B사 고딕체／C사 고딕체／D사 고딕체／E사 고딕체(총 6서체)

8pt 10pt 12pt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1위 UD신고 한글 0.368 UD신고 한글 0.257 UD신고 한글 0.118

2 위 D사 고딕체 0.132 C사 고딕체 0.104 D사 고딕체 0.111

3 위 C사 고딕체 0.125 A사 고딕체 0.056 A사 고딕체 0.049

4 위 A사 고딕체 -0.042 D사 고딕체 -0.09 C사 고딕체 0.028

5 위 B사 고딕체 -0.236 B사 고딕체 -0.146 B사 고딕체 -0.125

6 위 E사 고딕체 -0.347 E사 고딕체 -0.181 E사 고딕체 -0.181

표2　일대비교법에 의한 실험결과

표3　문자 사이즈 8pt의 척도값(수직선그림)

수치가 클수록 읽기 쉽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UD신고 한글
0.368

C사 고딕체
0.125

B사 고딕체
-0.236

D사 고딕체
0.132

A사 고딕체
-0.042

E사 고딕체
-0.347



모리사와 UD신고 한글 가독성 검증  
실험2 저시력 시뮬레이션 실험

이 검증 실험은 UD신고 한글의 우위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본 페이지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저시력(시뮬레이션)상태의 검증결과의 기록이다.  

【검증 결과】

저시력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어떠한 사이즈에서도 UD신고 한글이 가장 가독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4, 5).

또한, 다중비교의 결과, UD신고 한글은 모든 문자 사이즈에서 다른 폰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독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증 조건】

디바이스 : 디지털 디바이스(iPad)

문자 사이즈 ：8pt·10pt·12pt

시력 : 평균0.3(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저시력 시뮬레이션)

【비교 서체】

UD신고 한글／A사 고딕체／B사 고딕체／C사 고딕체／D사 고딕체／E사 고딕체(총 6서체)

8pt 10pt 12pt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1위 UD신고 한글 0.688 UD신고 한글 0.611 UD신고 한글 0.507

2 위 C사 고딕체 0.278 C사 고딕체 0.25 D사 고딕체 0.139

3 위 D사 고딕체 0.007 D사 고딕체 0.062 C사 고딕체 0.062

4 위 A사 고딕체 -0.056 A사 고딕체 -0.069 A사 고딕체 -0.062

5 위 B사 고딕체 -0.458 B사 고딕체 -0.424 B사 고딕체 -0.278

6 위 E사 고딕체 -0.458 E사 고딕체 -0.431 E사 고딕체 -0.368

표4　일대비교법에 의한 실험결과

표5　문자 사이즈 8pt의 척도값(수직선그림)

수치가 클수록 읽기 쉽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UD신고 한글
0.688

C사 고딕체
0.278

E사 고딕체
-0.458

A사 고딕체
-0.056

B사 고딕체
-0.458

D사 고딕체
0.007



모리사와 UD신고 한글 가독성 검증  
실험3 저시력자 실험

이 검증 실험은 UD신고 한글의 우위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본 페이지는 저시력자에 의한 검증결과의 기록이다. 

【검증 결과】

저시력자 실험 결과, 어떠한 사이즈에서도 UD신고한글이 가장 가독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6, 7). 

다중비교의 결과, 22포인트 이상의 문자 사이즈에서 UD신고 한글은, 모든 문자 사이즈에서 다른 폰트보다도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가독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작은 18사이즈에서는 제 2위의 D사 고딕체와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 데이터(표 8, 9)를 분석한 결과 , UD신고한글이 가장 가독성이 높다고 판단한

피험자는 18포인트와 22포인트에서는 61.1%로 11명, 26포인트에서는 66.7%로 12명이었다. 

【검증 조건】

디바이스 : 디지털 디바이스(iPad)

문자 사이즈 ：18pt·22pt·26pt

시력 : 평균 0.12

【비교 서체】

UD신고 한글／A사 고딕체／B사 고딕체／C사 고딕체／D사 고딕체／E사 고딕체(총 6서체)

18pt 22pt 26pt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1위 UD신고 한글 0.667 UD신고 한글 0.806 UD신고 한글 0.815

2 위 D사 고딕체 0.463 D사 고딕체 0.389 D사 고딕체 0.38

3 위 C사 고딕체 -0.009 C사 고딕체 0.019 C사 고딕체 0.056

4 위 B사 고딕체 -0.241 A사 고딕체 -0.269 B사 고딕체 -0.25

5 위 A사 고딕체 -0.315 B사 고딕체 -0.333 A사 고딕체 -0.444

6 위 E사 고딕체 -0.565 E사 고딕체 -0.611 E사 고딕체 -0.556

표6　일대비교법에 의한 실험결과

표7　문자 사이즈 18pt의 척도값(수직선그림) 

수치가 클수록 읽기 쉽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UD신고 한글
0.667

C사 고딕체
-0.009

A사 고딕체
-0.315

D사 고딕체
0.463

B사 고딕체
-0.241

E사 고딕체
-0.565



출전

나카노 야스시(中野泰志)·오다 고이치(小田浩一)·나카노 기미코(中野喜美子)(1993) 저시력자의 보기 어려움을 고려한 독서 환경의 정비에 대해서, 

국립특수교육 종합연구소·특별연구 「심신장애아의 감각·운동 기능의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연구」에서 

표8　개인데이터에서 발췌

표9 개인데이터에서 발췌

20대 남성 / 시력:0.1   문자 사이즈 / 18pt

주된 안질환 : 녹내장, 황반변성증, 중심암점(中心暗点), 밝은 곳의 눈부심, 색 구분의 어려움, 안구 흔들림

40대 남성 / 시력: 0.05    문자 사이즈 / 18pt

주된 안질환 : 무홍채증, 백내장, 시신경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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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신고 한글
1.292

D사 고딕체
0.125

B사 고딕체
-0.708

C사 고딕체
0.292

A사 고딕체
-0.25

E사 고딕체
-0.75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UD신고 한글
0.917

A사 고딕체
-0.562

D사 고딕체
0.438

B사 고딕체
-0.208

E사 고딕체
-0.667

C사 고딕체
0.083

시야가 좁고 문자를 읽는 것이
어렵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자세하
게 확인할 수 없었다. 

시야의 중심이 보이지 않고, 보
고 싶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눈부시고, 얇아서 보기 힘들다.

참고 보기 어려운 경우의 다양한 예



모리사와 UD신고 간체자의 가독성 검증  
실험1 정안인 실험

이 검증실험은 UD신고 간체자의 우위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본 페이지는 정안인에 의한 통상시력 검증결과의 기록이다.

【검증 결과】

정안인 실험 결과, 어떠한 사이즈에서도 UD신고 간체자가 가장 가독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10, 11) 

또한,다중비교의 결과, UD신고 간체자는 모든 문자 사이즈에서 다른 폰트보다도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가독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증 조건】

디바이스 : 디지털 디바이스(iPad)

문자 사이즈 ：10pt·12pt·14pt

시력 : 평균 1.2

【비교 서체】

UD신고 간체자／F사 고딕체／G사 고딕체／H사 고딕체／I사 고딕체／J사 고딕체(총 6서체)

10pt 12pt 14pt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1위 UD신고 간체자 0.694 UD신고 간체자 0.667 UD신고 간체자 0.632

2 위 H사 고딕체 0.382 H사 고딕체 0.368 H사 고딕체 0.403

3 위 I사 고딕체 -0.056 F사 고딕체 -0.028 F사 고딕체 -0.007

4 위 F사 고딕체 -0.104 J사 고딕체 -0.062 G사 고딕체 -0.075

5 위 J사 고딕체 -0.125 I사 고딕체 -0.153 I사 고딕체 -0.118

6 위 G사 고딕체 -0.792 G사 고딕체 -0.792 J사 고딕체 -0.16

표10　일대비교법에 의한 실험결과

표11　문자 사이즈 10pt의 척도값(수직선그림) 

수치가 클수록 읽기 쉽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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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신고 간체자
0.694

I사 고딕체
-0.056

J사 고딕체
-0.125

H사 고딕체
0.382

F사 고딕체
-0.104

G사 고딕체
-0.792



모리사와 UD신고 간체자의 가독성 검증  
실험2 저시력 시뮬레이션 실험

이 검증실험은 UD신고 간체자의 우위성을 밝히는데 있다. 

본 페이지는 불투명한 유리를 이용한 저시력(시뮬레이션)상태의 검증결과를 기록한다. 

【검증 결과】

저시력 시뮬레이션 실험의 결과, 어떠한 사이즈에서도 UD신고 간체자가 가장 가독성이 높은 것을 알았다. (표12, 13)

또한, 다중비교의 결과, UD신고 간체자는 모든 문자 사이즈에서 다른 폰트보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독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검증 조건】

디바이스 : 디지털 디바이스(iPad)

문자 사이즈 ：16pt·18pt·22pt

시력 : 평균 0.2(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저시력 시뮬레이션)

【비교 서체】

UD신고 간체자／F사 고딕체／G사 고딕체／H사 고딕체／I사 고딕체／J사 고딕체(총 6서체)

16pt 18pt 22pt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1위 UD신고 간체자 0.703 UD신고 간체자 0.778 UD신고 간체자 0.792

2 위 H사 고딕체 0.478 H사 고딕체 0.5 H사 고딕체 0.465

3 위 F사 고딕체 0.058 J사 고딕체 -0.035 J사 고딕체 -0.111

4 위 I사 고딕체 -0.225 I사 고딕체 -0.174 F사 고딕체 -0.118

5 위 J사 고딕체 -0.225 F사 고딕체 -0.208 I사 고딕체 -0.215

6 위 G사 고딕체 -0.79 G사 고딕체 -0.861 G사 고딕체 -0.812

표12　일대비교법에 의한 실험결과

표13　문자 사이즈 16pt의 척도값(수직선그림)

수치가 클수록 읽기 쉽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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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 고딕체
-0.225

I사 고딕체
-0.225

G사 고딕체
-0.79

UD신고 간체자
0.703

H사 고딕체
0.478

F사 고딕체
0.058



모리사와 UD신고 번체자의 가독성 검증  
실험 1 정안인 실험

이 검증실험은 UD신고 번체자의 우위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본 페이지는 정안인의 통상시력 검증결과의 기록이다. 

【검증 결과】

정안인 실험 결과, 어떠한 사이즈에서도 UD신고 번체자가 가장 가독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았다. (표14, 15)

다중비교의 결과, 12포인트 이외의 문자 사이즈에서는 UD신고 번체자는 다른 폰트보다도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가독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았다. 12포인트에서는 제 2위의 L사 고딕체와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폰트와는 유의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증 조건】

디바이스 : 디지털 디바이스(iPad)

문자 사이즈 ：10pt·12pt·14pt

시력 : 평균 1.2

【비교 서체】

UD신고 번체자 ／K사 고딕체／L사 고딕체／M사 고딕체／N사 고딕체／O사 고딕체(총 6서체)

10pt 12pt 14pt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1위 UD신고 번체자 0.854 UD신고 번체자 0.743 UD신고 번체자 0.889

2 위 L사 고딕체 0.521 L사 고딕체 0.59 L사 고딕체 0.521

3 위 O사 고딕체 0.229 O사 고딕체 0.25 O사 고딕체 0.243

4 위 N사 고딕체 0.049 N사 고딕체 0.028 N사 고딕체 0.09

5 위 K사 고딕체 -0.708 K사 고딕체 -0.778 K사 고딕체 -0.833

6 위 M사 고딕체 -0.944 M사 고딕체 -0.833 M사 고딕체 -0.91

표14　일대비교법에 의한 실험결과

표15　문자 사이즈 10pt의 척도값(수직선그림)  

수치가 클수록 읽기 쉽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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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신고 번체자 
0.854

L사 고딕체
0.521

N사 고딕체
0.049

M사 고딕체
0.944

O사 고딕체
0.229

K사 고딕체
0.708



모리사와 UD신고 번체자의 가독성 검증  
실험2 저시력 시뮬레이션 실험

이 검증실험은 UD신고 번체자의 우위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본 페이지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저시력(시뮬레이션)상태의 검증결과의 기록이다. 

【검증 결과】

저시력 시뮬레이션 실험의 결과, 어떠한 사이즈에서도 UD신고 번체자가 가장 가독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16, 17) 다중비교의 결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제 2위의 L사고딕체와의 사이에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폰트와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증 조건】

디바이스 : 디지털 디바이스(iPad)

문자 사이즈 ：16pt·18pt·22pt

시력 : 평균 0.2(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저시력 시뮬레이션)

【비교 서체】

UD신고 번체자 ／K사 고딕체／L사 고딕체／M사 고딕체／N사 고딕체／O사 고딕체(총 6서체)

16pt 18pt 22pt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1위 UD신고 번체자 0.799 UD신고 번체자 0.725 UD신고 번체자 0.797

2 위 L사 고딕체 0.618 L사 고딕체 0.551 L사 고딕체 0.703

3 위 O사 고딕체 0.201 N사 고딕체 0.167 O사 고딕체 0.152

4 위 N사 고딕체 -0.007 O사 고딕체 0.087 N사 고딕체 0.014

5 위 K사 고딕체 -0.722 K사 고딕체 -0.717 M사 고딕체 -0.812

6 위 M사 고딕체 -0.889 M사 고딕체 -0.812 K사 고딕체 -0.855

표16　일대비교법에 의한 실험결과

표17　문자 사이즈 16pt의 척도값(수직선그림) 

수치가 클수록 읽기 쉽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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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신고 번체자 
0.799

K사 고딕체
-0.722

L사 고딕체
0.618

M사 고딕체
-0.889

N사 고딕체
-0.007

O사 고딕체
0.201



모리사와 UD신고 번체자의 가독성 검증  
실험3  저시력자 실험

이 검증실험은 UD신고 번체자의 우위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본 페이지는 저시력자에 의한 검증결과의 기록이다. 

【검증 결과】

저시력자 실험 결과, 어떠한 사이즈에서도 UD신고 번체자가 가장 가독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중비교의

결과, UD신고 번체자는 모든 문자 사이즈에서 다른 폰트보다도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가독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표18, 19) 개인데이터(표 20, 21)를 분석한 결과, UD신고 번체자가 가장 가독성이 높다고 판단한 피험자는

18포인트에서는 63.2％%로 12명, 22와 26포인트에서는 52.6%로 10명이었다. 

【검증 조건】

디바이스 : 디지털 디바이스(iPad)

문자 사이즈 ：18pt·22pt·26pt

시력 : 평균 0.2

【비교 서체】

UD신고 번체자 ／K사 고딕체／L사 고딕체／M사 고딕체／N사 고딕체／O사 고딕체(총 6서체)

18pt 22pt 26pt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서체명 척도값

1위 UD신고 번체자 0.852 UD신고 번체자 0.778 UD신고 번체자 0.787

2 위 L사 고딕체 0.361 L사 고딕체 0.444 L사 고딕체 0.361

3 위 O사 고딕체 0.204 O사 고딕체 0.194 O사 고딕체 0.222

4 위 N사 고딕체 0.046 N사 고딕체 0.167 N사 고딕체 0.111

5 위 K사 고딕체 -0.704 K사 고딕체 -0.75 K사 고딕체 -0.602

6 위 M사 고딕체 -0.759 M사 고딕체 -0.833 M사 고딕체 -0.88

표18　일대비교법에 의한 실험결과

표19　문자 사이즈 18pt의 척도값(수직선그림)  

수치가 클수록 읽기 쉽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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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신고 번체자 
0.852

K사 고딕체
-0.704

L사 고딕체
0.361

N사 고딕체
0.046

M사 고딕체
-0.759

O사 고딕체
0.203



이상

표20　개인데이터에서 발췌

30대 여성 / 시력 : 0.3　문자 사이즈 ／18pt

주된 안질환 : 백내장, 시야협착, 안구 흔들림

10대 남성 / 시력 : 0.16　문자 사이즈 ／18pt

주된 안질환 : 안구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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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신고 번체자 
1.021

K사 고딕체
-0.857

L사 고딕체
0.708

N사 고딕체
0.062

M사 고딕체
-1.208

O사 고딕체
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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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신고 번체자 
1.271

M사 고딕체
-0.917

N사 고딕체
0.067

K사 고딕체
-1.042

L사 고딕체
-0.167

O사 고딕체
0.188

표21　개인데이터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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