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리 작가 육필 복원 폰트

KCC박경리체

우리 문학의 거장 故 박경리 작가
1) 박경리 작가는 1969년부터 1994년에 5부로 완성된 대하소설 토지(土地)를
집필한 한국문학의 거장이며, 1957년 현대문학신인상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에서 주최한 20세기를 빛낸 예술인(문학)에 선정되었습니
다.
2) KCC박경리체는 2018년 故박경리 작가의 유족인 토지문화재단 김영주 이사
장이 기증한 박경리 작가의 손글씨를 고증·복원하여 제작한 폰트입니다.
3) KCC박경리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KCC박경리체의 개발
1)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이며 한국 문학사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토지’ 육필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

2)

고증, 복원을 중심으로 원고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폰트화

《토지》육필원고

KCC-박경리체

KCC박경리체의 특징
1)

박경리 작가 손글씨 특유의 질감을 그대로 나타내어, 글자의 흘림이 표시되도록 제작

육필 원고의 필기구인 펜이
가진 특유의 질감 표현

박경리 작가 손글씨의 정체,
흘림이 공존

2)

박경리 작가 손글씨의 특징인 자소 획의 굵기 변화, 크기, 폭을 살려 제작

3)

KCC박경리체 자소의 기울기(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음)를 그대로 살려 제작

《토지》육필 원고 중 발취 문구

사용범위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이란?
-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입니다.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표시)
- CCL 저작물 이용자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반드시 표기하고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 등 표시 :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
** 예시 : 흰망태버섯 by 최철수, 공유마당, CC BY

(1) 자유이용허락(CCL) 기본원칙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Attribution)

(Noncommercial)

(No Derivative Works)

(Share Alike)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물 ‧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2) 자유이용허락(CCL) 조건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_비영리

저작자표시_변경금지

(CC BY)

(CC BY_NC)

(CC BY_ND)

‣ 이용조건

‣ 이용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만 표시한다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
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이용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저작자표시_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_비영리_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_비영리_변경금지

(CC BY_SA)

(CC BY_NC_SA)

(CC BY_NC_ND)

‣ 이용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
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 이용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
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
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 이용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
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