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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any overview

회사 개요

|주|모리스디자인은 서체 개발 전문 회사 입니다.
저희 |주|모리스디자인은 1998년에 설립하여 다양한 단말기용 폰트, 모바일 폰트, 웹 폰트(비트맵 방식 웹 폰트 국내최초), 인쇄용 폰트,
기업전용 폰트, 게임전용 폰트 등의 10년 이상의 풍부한 글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쓰기 적합한 최상의 폰트를 개발
합니다. 또한 e-book 편집 디자인 능력과 다양한 폰트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ont

e-book

• Bitmap Font

• 고품질 ePub 제작

• Vector Font

• multi format 제작

• True Type Font

• 최상의 퀄리티 구현

• Open Type Font

• 제작 기간 및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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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any overview

회사 개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모리스디자인
MORRISDESIGN.CO.,LTD

대표이사

주효 정

211-86-45673

설립연도

1998.09.01

주요사업

모바일 및 디바이스 서체 개발, 전용 서체, 캐릭터 서체 개발, DTP 서체, 폰트 서비스, 폰트 클라우드, e-book 편집

보유기술

서체 제작 Tool(Editing 기술), 폰트 포맷 변환 기술(TTF, OTF, BDF, FNT, BMP, EOT, WOFF 등), 서체 변형 기술,
웹폰트 제작 기술(EOT, WOFF), 폰트 클라우드 기술

본사주소

0798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77, 1614 (현대월드타워)

연락처

Tel : 02-547-5377 Fax : 02-6280-5388

홈페이지

www.morrisdesign.co.kr

/

www.fontpia.co.kr

프로그램 등록
명필(MP)

2001-01-23-8830

서체 개발 Tool

폰트 카멜레온(Font Chameleon)

2001-01-23-8833

서체 변형 Tool

트루 타입 빌더(True Type Builder)

2001-01-23-8831

Tool로 제작된 원도를 TTF로 변환

웹 폰트 빌더(Web Font Builder)

2001-01-23-8832

TTF를 Web Font로 변환

폰트피아-프로(Fontpia-Pro)

2001-01-23-3273

홈페이지에 서체를 적용 시킬 때 사용

서체 프로그램

99-01-15-3949 ~ 5122

서체 프로그램 7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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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any overview

경영 이념

|주|모리스디자인은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모리스디자인은 끊임 없는 도전과 부단한 정진으로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열정과 성실성으로 모든 제작에 임하며,
긍정적, 적극적 자세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최상의 고객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가치창조
고객의
투자를
고객의
최상의

가치창조를 위해
아끼지 않는다는 이념 하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품의 실용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Digital 정보통신
분야에 발맞춰 보여 주기만 하는 제품보다
쓰임이 많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 하겠습니다.

미래형 기업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여
앞서가는 미래형 기업이 되겠습니다.

5

1. Company overview

보유 기술

여러 분야의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 개발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서체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서체 개발 및 포맷 변환, 폰트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기술에 만족하지 않고 클라우드 방식과 같은 신기술 개발과 서체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출판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Subset 폰트 기술 및 ePub 변환 기술 및 편집 디자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체

솔루션

서체(Font)
자체 개발 Editor 보유 및 완벽한 포맷 변환 기술
다양한 언어권 및 디바이스 환경에 맞는 개발 경험
솔루션
Vector Engine 및 Font 압축 기술
웹 폰트 빌더
폰트 클라우드(Font Cloud)
Subset Font

모리스디자인

서비스
모바일 폰트 다운로드(KT)
웹폰트 다운로드

서비스

e-book

e-book
다양한 환경의 편집 디자인 능력
ePub 변환 기술 및 Subset 적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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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siness area

모바일 / 디바이스

첨단 디지털 기기에 적합한 서체를 제공하여 감각적 화면 디자인을 완성함으로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을 높여 드립니다.
Mobile 및 디바이스 폰트는 흔히 휴대폰과 LCD, DTV, 네비게이션, 전자사전, 휴대용 소형 컴퓨터등 다양한 OS와 디지털 기기에 사용
되는 폰트입니다.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휴대폰(스마트폰) 폰트 다운로드 서비스 등 LCD를 사용하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최상의 출력을 위한 안전성 있는 서체
 Outline(Vector) Font, Bitmap Font 지원(동시 지원 가능)
 포맷 지원 : TrueTypeFont, OpenTypeFont, Bdf, Fnt, Hexa등 환경에 맞는 포맷 지원
 다양한 언어권 : 한글, 한자, 일본어, 유럽어, 아랍어, 힌디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권 지원
 사용상의 문제나 데이터 포맷 변환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보유 폰트 라이선스 공급 / 신규 개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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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siness area

라이선스

라이선스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 하십시요.
인터넷 기업, 기관, 사업용 2차 제작물(PT 템플릿, 티셔츠, 스킨 등), 게임, 영상물, CI, BI, PL상품, 옥외 광고, e-book, e-러닝 등
고객이 사용하실 용도와 해당 제품, 수량에 따라 라이선스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패키지나 패밀리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와 시간적 단축 등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낱개 / 패키지 / 전 서체 라이선스
 기업 지정 서체
 본문용, 타이틀용, 감성서체 등 총 180여 종의 서체 보유
 다양한 언어권 : 한글, 한자, 일본어, 유럽어, 아랍어, 힌디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권 지원 가능
 클라우드 서비스 및 웹 폰트 서비스를 통한 라이선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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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siness area

DTP 서체

과학적이고 차별화된 기술력과 최고의 디자인 퀄리티를 바탕으로 제작된 서체로
“전자출판의 강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 |주|모리스디자인은 DTP시장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분석으로 사용 목적에 맞는 디자인을 도출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여러 테스트를 진행, 완벽한 서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인
조사 / 분석

2.

3.

사용 목적에 맞는
합리적 결과 도출

조판 테스트 및
여러 환경 테스트

적합한 서체 적용
•
•
•
•
•

출판 편집
북디자인
전자책
플래시북
PD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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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siness area

전용서체

전용 서체는 매체 특징과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개발되는 서체 입니다.
전용 서체는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시각 이미지를 통합하는 역할을 함으로 많은 기업들이 전용 서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쇄, 방송, 인터넷등의 매체를 통해 기업의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기업 선호도와
기업 이미지에 대한 친근감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의 CI와 동일한 성격의 서체를 제작해 각종 서류, 사인물, 홍보물에 사용되며
온라인, 오프라인의 시각적, 정서적 이미지에 통일성을 만들어 줍니다.

• 브랜드 가치 상승
• 제품에 대한 개성과 차별성 부각
• 인지도 상승
• 브랜드에 대한 감성적 애착

전용서체

• 기업 이미지의 일관성 및 통일성
• 커뮤니케이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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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siness area

벡터 솔루션(Vector Engine)

LCD화면에서 최적화된 벡터엔진(Vector Engine) 디스플레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Outline Font, Bitmap 동시 지원 : MDF, TTF, OTF 적용 가능
 지원 코드(언어) : Unicode Full Set, 한글 조합형/완성형, 중국어, 라틴어, 아랍어, 일본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태국어, 힌디어 등
 MDF 포맷 : TTF 대비 약 20% 용량

Rendering
FreeType 대비 20%이상 빠른 속도
Cache 사용 없이도 동일한 디스플레이 속도 유지
Mobile UI 에 따른 비트맵 치수 단위 구현 가능
160,000 칼라 지원
디스플레이 속도 100자 기준 : 0.23초,
페이지 디스플레이 속도 : 0.29초
Object Size : 라이브러리 및 소스 코드를 포함하여 35KB
Memory : 기본 8KB (글자 크기를 64픽셀로 제한 할 경우)
벡터폰트(MDF) : 범용 TTF 대비 약 15~40%의 파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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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siness area

웹용서체(웹폰트)

감각적 디자인과 가독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웹용 서체를 사용하시면 큰 만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완성과 소비자의 만족을 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서비스 아이템, 전자책, 기업 사이트 등에 사용되어지는 폰트로서 사용자가 해당 폰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 화면에서 적용된 폰트가 보여지는 솔루션 입니다. 기존 화면용 서체로 사용되는 Bitmap 방식과 Windows 환경의 “화면 글꼴
가장자리 다듬기”와 같은 벡터 처리 방식의 발전으로 Outline(Vector) 서체도 웹용 서체(웹폰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합형 지원으로 최소 용량 사용
 Outline(Vector) Font, Bitmap Font 지원(동시 지원 가능)
 포맷 지원 : eot, woff
 다양한 언어권 : 한글, 한자, 일본어, 유럽어, 아랍어, 힌디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권 지원
 Subset Font 방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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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siness area

Font Cloud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서체(폰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에 서체(폰트) 파일을 저장해 놓고 전용 관리 Tool을 이용하여 서체(폰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문서, 그래픽, 편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체를 서버에서 불러옴으로 설치의 번거로움이 없고 관리가 용이하여 불법적인 복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서

파일/ 웹
서버
폰트요청

그래픽
폰트정보
폰트관리Tool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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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siness area

e-book

다양한 e-book 편집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져 기반의 전자책 부터 독립형 솔루션, PDF 컨트롤, 플래시북, Flex기술은 물론이고, ePub 포맷의 전자책과 모바일 앱으로
국내 각종 단말기 뿐 아니라 Kindle로 대표되는 전세계의 전자책 뷰어에 사용되는 모든 전자책의 각종 포맷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품질 ePub 제작 능력 보유 : 멀티미디어, 인터렉티브 요소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전자책 제작

 multi format 제작 : 국내 각종 디바이스, 전세계의 전자책 뷰어에 사용되는 모든 전자책 포맷
 최상의 퀄리티 구현 : 최적화된 서체(Font) 사용하여 편안한 가독성과 최상의 편집 능력 보유
 제작 기간 및 비용 절감 : 독자 개발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기간을 단축함으로 비용 절감

Subset Font 기술
 한 권의 e-book에 다양한 폰트 사용 가능
 사용된 Text에 해당하는 문자만 폰트 파일로 생성하기 때문에 작은 용량
 적용한 폰트와 동일 이름으로 제작되어 바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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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rtfolio

모바일/디바이스

휴대폰, 스마트폰, TV, 네비게이션등 각종 단말기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Customer

외 다수 사용
15

3. Portfolio

CI/BI

감각적 서체를 통해 기업 CI와 BI에 많이 사용되는 서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ustomer

외 다수 사용
16

3. Portfolio

게임 / 캐릭터

게임이나 캐릭터의 특성에 맞으며 가독성이 뛰어난 서체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Customer

외 다수 사용
17

3. Portfolio

방송 / 영상

여러 방송, 영화, CF 영상 등에서 스토리에 맞는 감각적인 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ustomer

외 CF / 케이블 다수 사용
18

3. Portfolio

다운로드 서비스(웹폰트/모바일)

웹 페이지 및 휴대기기 사용에 맞는 서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ustomer

19

3. Portfolio

기업 외

많은 기업들이 문서작성, 인쇄용과 프린터 등에 탑재하여 |주|모리스디자인 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ustomer

외 다수 사용
20

3. Portfolio

e-book(전자책)

ePUB 기술과 편집 능력으로 최상의 퀄리티를 가진 전자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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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act us

위치 및 연락처

저희 |주|모리스디자인은 고객의 최대 만족과 환경에 맞는 제품을 개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휴 및 영업 관련 문의
기술영업부 / 이사

홍

필

선

Tel : 02-547-5377(내선202)
mobile : 010-9252-7307
e-mail : pshong@morrisdesign.co.kr

Address
0798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77, 1614(현대월드타워)
Tel +82 2 547 5377
Fax +82 2 6280 5388
http://www.morrisdesign.co.kr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