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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헤움디자인 “

상용서체 12type 13종 개발
전용서체 넥슨 카트라이더 외 5개 업체 9type 16종 개발

2018-2019

사회복지법인 사랑의힘 헤움 서체 전종 기증
다낭 SKY 아쿠아리움 설계
2019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운영위원회 위촉
전용서체 CJE&M외 8개 업체 7type 15종 개발
상용서체 34type 58종 개발

2015-201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김포대학교 산학협력, 가족회사 체결
전용서체 SK엔카 외 10개 업체 13Type 28종 개발
상용서체 69Type 222종 개발

2012-2014

대한인쇄문화협회 MOU체결
서울특별시 헤움서체 10종 기증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MOU체결
풀빛문화연대 MOU체결
전용서체 KB금융그룹 외 29개 업체 38Type 83종 개발
상용서체 135Type 531종 개발

2009-2011

회사설립(전시문화사업, 서체개발사업, 디자인·인쇄사업)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MOU체결
전용서체 성신여자대학교 외 7개 업체 19Type 40종 개발
상용서체 198Type 416종 개발

01.heummdesign business

사업분야
우수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및 설계 노하우로 폰트개발, 인쇄·디자인, 전시 ·인테리어 사업 수행

ⴳ
폰트 사업부

인쇄 · 디자인

전시·인테리어

전용서체 개발

시각 디자인

전시문화공간 기획·시공

웹·모바일 폰트 개발

인쇄·출판

모형 전문 제작

상용서체 개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

02.헤움디자인 폰트사업부

폰트사업부 개발 전용서체
59개 기업 85type 197종 개발

농심

노랑풍선

인천국제공항

롯데마트

까사미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넥슨

알볼로피자

대한민국육군

삼립식품

NE능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던킨도너츠

CJ E&M

한국토지주택공사

배스킨라빈스

성신여자대학교

고흥군

넥센타이어

웅진그룹

영양군

러쉬코리아

푸르지오

한국문화재단

02.헤움디자인 폰트사업부

전용서체 개발 기대 효과
기업의 인지도 상승
- 기업의 일관된 이미지를 노출함으로써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
- 무료 배포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를 올리고 사회 문화 자산 구축에 기여

헤움디자인 개발 사례 - 배스킨라빈스 전용서체 배스킨라빈스체 개발

02.헤움디자인 폰트사업부

전용서체 개발 기대 효과
내부 소속감과 고객과의 유대 강화
- 내부 소통을 위한 도구로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소속감 향상
- 서체 개발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고객과의 유대감을 강화함

헤움디자인 개발 사례 - 강원도교육청 전용서체 4종 개발

02.헤움디자인 폰트사업부

웹폰트 개발
다양한 매체의 활용 및 마케팅 효과를 높히고 웹, 디바이스에서의 왜곡현상을 방지, 가독성을 높여 유려하게 보여지는 힌팅기술 적용

힌팅기술로 웹폰트 개발
해상도 ▼
계단현상으로 가독성 ▼
이미지 적용 시 홈페이지 속도 ▼

해상도 ▲
가독성, 정보전달력 ▲
임베딩 시 홈페이지 속도 ▲

원스탑 솔루션
듀오락 홈페이지
힌팅 적용

- 세계적인 기술력의 유산균 종균개발부터
완제품생산, 고객만족 서비스까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며, 고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2.헤움디자인 폰트사업부

상용서체 소개
디자이너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헤움디자인 상용서체

289 Type 664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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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디자이너의 상용서체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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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서울뚝배기
큰 굴림이 특징으로 꽉찬 모듈과 큰 자소에 특징이 더욱 돋보이는 서체

안녕돌고래
Hidolphin

남자친구
Boyfriend

여름밤바다
Summe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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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담은라운드고딕
기존 현대적 감성의 담은고딕에 라운드를 더하여 부드러움을 강조한 서체

HU담은명조
기존 명조의 무거운 형태보다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제작된 서체

라이프스타일
Lifestyle
.
.
.

HU굿데이
‘ㅅ’꼴들에 특징을 강하게 집어넣어 타이틀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서체
2018년 기준 라우드소싱 디자이너 선정

02.헤움디자인 폰트사업부

상용서체 상품구성
멤버십 라이선스

영구 라이선스

멤버십 라이선스는 계약 기간 동안

영구 라이선스는 구매하신 라이선스에 한하여

라이선스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영구적으로 무제한 제작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멤버십 라이선스 Basic

영구 라이선스 Basic

종이 문서 (도서, 포스터, 팜플렛 등)
본문 제작 가능(타이틀 불가)

종이 문서 (도서, 포스터, 팜플렛 등)
본문 제작 가능(타이틀 불가)

멤버십 라이선스 Plus

영구 라이선스 Plus

추가 라이선스 중 원하는 라이선스 선택
선택 라이선스에 한해 사용 가능

추가 라이선스 중 원하는 라이선스 선택
선택 라이선스에 한해 사용 가능

멤버십 라이선스 Full

영구 라이선스 Full

별도의 라이선스 정책에
제한 없이 무제한 제작 가능

별도의 라이선스 정책에
제한 없이 무제한 제작 가능

사용자의 다양성과 디자인적 감성을 고려한, 고품격 디지털폰트 개발, 매 년 약50종의 신규 서체 개발
2020년 10월 기준, 더 다양한 HU폰트 디자인 테스트 하기 > heumm.com

03.헤움디자인 인쇄·디자인사업부

인쇄·디자인 사업부
헤움디자인의 폰트를 활용한 우수한 타이포그래피, 시각 디자인 작업
인쇄 및 디자인 관련 소재, 프로그램 유통

시각 디자인
| 디자인 작업
가독성과 적절한 자간에 대한 철저한 연구로 제작한 헤움의 폰트로
우수한 타이포그래피 작업 진행
의뢰기업의 의도에 적합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시선과
만족감을 이끌어내는 디자인 제공

인쇄출판, 소재 유통
| 인쇄출판
명함, 스티커, 전단, 책자형 인쇄물, 봉투, 옵셋 등 각종 홍보 인쇄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전문업체 협력으로 국내최고의 인쇄시스템 서비스 구축

04.헤움디자인 전시사업부

전시사업부
예술·교육·산업·문화유산·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복합적 전시 구현을 위한 시공
건축모형 및 전시문화 모형 전문 제작 설치, 통합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 지원

건축모형
건축물을 축소모형화 제작해 설계 및 공법의 검토,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사용
지리적 위치 및 지리적 특성 등 반영, 다양한 전시기법(LED/광섬유/조명효과/
내레이션) 연출
| 건축모형, 도시계획 및 사업지구 모형, 현상설계 모형, 단위세대 모형 등

전시문화모형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홍보관, 테마파크 등의 전시문화공간을 구성
하는 전시모형 디자인, 제작 및 설치, 특수 효과 및 영상으로 최첨단 전시모형 제공
| 일반모형, 작동전시 모형, 복원복제 모형, 디오라마, 특수 복합 전시모형 등

05.헤움디자인 인테리어 사업부

인테리어 사업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새롭게 생각하고 시선과 발걸음을 붙잡을 프리미엄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 전문
상업·매장 공간, 사무공간, 미용 ·의료 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특별함을 제공

다양한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