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 패키지(6 종) 사용권 동의 사항
본 내용은 사용자께서 현재 설치하려는 폰트패키지의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권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제품을 a.다운로드 받거나 b.설치하거나 또는 c.라이선스 계약을
수락할 때 본 사용권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서 상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본 폰트패키지는 QuarkXPress2016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사용허가 부여
① 본 폰트패키지는 QuarkXPress2016 버전에 번들되어 제공하는 제품임.
② 본 사용계약에 동의하여 제품을 구매한 최초의 사용자에게만 사용권리가 있음.
③ 이 권리는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에 대한 계약이 아니며, 사용권에 대한 계약임.
.
2. 사용권의 범위
① QuarkXPress 문서 제작용
② 웹페이지 제작용 : 웹페이지 이미지, 이미지 배너광고, 이메일
(단, 회사로고 및 제품로고 등 사용불가)
*한컴폰트는 웹페이지 제작용 사용이 불가함
③ QuarkXPress 인쇄물 제작 : 브로슈어, 카달로그, DM, 전단지, 포스터, 캘린더,
오프라인 서적(영리 서적 포함),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출판물(단, 온라인
상의 임베딩은 제외) 신문 본문/헤드라인 제목 텍스트, 신문광고, 잡지광고,
차량광고 등 광고물
3. 사용권의 제한
① 번들되는 폰트에 대해서 웨이트(weights)의 추가 제작, 폰트자체의 간격 및 자간
수정, 소스 코드 수정, 개작, 역 설계, 다른 디지털포맷으로 변형, 복사, 대여,
임대, 재판매, 배포, 이전 불가
② 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은 한 대의 시스템에만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파일
서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여러 대의 시스템에서 동시 사용 불가
③ 본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요구사항에 명시된 환경에서만 설치, 사용이 가능하며,
시스템 환경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음
4.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① 폰트의 추가적 임베딩(예, PDF, SWF, SVG, Web embedding)이 필요한 경우
② 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등 CI, BI, HI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게임과 스마트폰 앱의 GUI 나 임베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온라인상의 E-Book 콘텐츠(Epub, PDF)로 변환하는 서비스, E-카다로그 사용,
이러닝 등의 제작 및 서비스를 할 경우
⑤ 지상파/케이블/DMB/위성/지하철/인터넷/사내 방송, 영화, CF, 동영상으로 사용
⑥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한 상업용 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폰트패키지 다운로드 안내
1. http://www.quarkxpress.co.kr/ 홈페이지 접속
2. QuarkXPress > 다운로드 클릭
3. 다운로드 검색에서 FontInstaller 를 검색
4. PC 운영체제(OS)에 따라 [서체_FontInstaller_Win]
또는 [서체_FontInstaller_Mac]을 선택
5. 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 '디자인 210 폰트'는 서체파일로 제공됨

폰트릭스 폰트 다운로드 안내
1. http://www.fontrix.co.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개인”은 [일반회원], “회사”는 [기업회원]으로 가입
2. 로그인 > MY 페이지 > 쿠폰내역(우측하단) 클릭
3. 시리얼번호를 입력 칸에 기재하신 뒤 [쿠폰등록] 버튼을 클릭
4. 구매내역확인 메시지 클릭
5. 메인페이지 > 구매내역조회(메인 우측 상단) 클릭
6. 상세보기 2 개 중

PC 운영체제(OS)에 맞는 폰트파일 다운로드

* 설치인증번호는 고객주문정보의 인증번호를 입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