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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폰트 저작권법 소개

-

폰트 글자체, 폰트, 글꼴, 타이프페이스(typeface) 등 다양하게 표현

-

폰트 파일은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 제4조 9항, 제9조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음

-

글자의 모양인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PC Fonts 폴더에 있는 파일명으로 저장된
.ttf / .fon/ .ttc 등의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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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폰트 주요 저작권社 사용 권한

① 산돌커뮤니케이션
- 산돌 고딕, 산돌 명조, 산돌 광수 등
- 산돌 구름 (월, 년 결제 방식), 낱개, 패키지, 통합용 폰트 (영구라이선스)로 판매
- 라이선스 사용 범위: 문서 작성, 인쇄물, 웹사이트, 작품, 개인 영상, 옥외간판(비영리용 간판)
② 윤디자인
- 윤고딕, 윤명조, 봄날 등
- 윤멤버십 (1년 결재 방식), 낱개/ 아트(3년 사용)/ 패키지(영구라이선스) 폰트로 판매
- 라이선스 사용 범위: 문서작성, 인쇄물, 웹사이트, 개인 영상 가능
(* 멤버십으로 사용하는 경우 CI/BI 제작까지 사용)
③ 한양정보통신
- HY 견고딕, HY 울릉도, 묵향 등
- 패키지 폰트 (영구라이선스), FAMILY SITE (월, 년 결재 방식)로 판매
- 라이선스 사용 범위: 문서 작성, 웹사이트, 인쇄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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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글과컴퓨터
- 함초롬체 (돋움체, 바탕체)
- 개인 및 기업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배포 가능
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 및 수정 불가
⑤ Adobe
- Adobe Font Folio (영구라이선스)
- Adobe Font Folio 1패키지 구매 시 5user 사용 가능
- 라이선스 사용 범위: 문서 작성, 웹사이트, 인쇄물 사용 가능
⑥ 폰트 기본 사용 범위 외 추가 사용권이 필요한 경우 (한글과컴퓨터 제외)
- 영상, 애플리케이션, 게임, CI/BI, E-Book/E-Learning, 임베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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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들 폰트 사용 설명

-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허락한 것으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 파일을 활용하여
저작물(포스팅, 그림/PDF 저장 등)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단, 프로그램 기능 외 활용은 저작권사에 문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인용)
- 프로그램 사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
경우 계약 없이 범위 위반 사용 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 존재
(문화체육관광부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부록) 내용 인용)

4. 폰트 관리의 필요성
- 일반 시스템에서는 관리자가 사용자들의 폰트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사용자들의 불법 폰트 사용으로
인해 Audit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폰트 관리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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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대본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오늘은 이슈가 많은 폰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자체, 폰트, 글꼴, 타이프페이스(typeface)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폰트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 제 4조 9항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단, 글자의 모양인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PC Font 폴더에 확장자가 .ttf / .fon / .ttc 등
파일명으로 저장된 폰트 파일만 저작권법에 보호됩니다.
주요 폰트 저작권사로는 산돌고딕, 산돌명조 등의 산돌커뮤니케이션, 윤고딕, 윤명조 등의 윤디자인,
HY 견고딕, 묵향 등의 한양정보통신, 함초롱체의 한글과컴퓨터, Adobe Font Folio의 Adobe사가 있습니다.
그럼 주요 폰트 저작권사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돌커뮤니케이션은 월 또는 연 단위 계약 방식의 산돌 구름과 낱개, 패키지, 통합용 영구라이선스 폰트를
판매합니다.
윤디자인은 1년 단위 계약 방식의 윤멤버십, 구매 후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낱개, 아트 폰트,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폰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양정보통신은 연 단위 계약 방식의 Family Site와 영구 라이선스인 패키지 폰트를 판매합니다.
다른 저작권사와 달리 한글과컴퓨터의 함초롱체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들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 및 수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Adobe사는 영구 라이선스로 판매하며 구매 시 5명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트를 구매했다고 모든 저작물에 폰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구매한 폰트의 기본 사용 범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산돌커뮤니케이션은 문서 작성, 인쇄물, 웹사이트, 작품, 개인 영상, 옥외간판(비영리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윤디자인은 문서 작성, 인쇄물, 웹사이트, 개인 영상에 사용할 수 있고 윤멤버십일 경우 CI/BI 제작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한양정보통신과 Adobe는 문서 작성, 웹사이트, 인쇄물에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상(영리), 애플리케이션, 게임, CI/BI, E-BOOK, 임베이딩에 사용할 경우 폰트 기본 사용 범위 외
추가 사용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번들 폰트 사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문화 체육관광부에서는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가 허락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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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 파일을 활용해 그림, PDF 저장 등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프로그램 사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 경우 계약 없이 특정 범위 사용 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 권한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일반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폰트 현황을 관리자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사용으로 인한 Audit 이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udit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폰트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