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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LA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Please read this agreement carefully. This end user license
Agreement (hereinafter “Agreement”) is a legal agreement
between you, or, if you represent a legal entity, that legal entity
(hereinafter “you”) and Minjoo Ham, and is applicable to the
Font Software that is accompanied by this Agreement or that
you have ordered and/or downloaded online. By downloading
or using the Font Software or opening the package, you agree
to be bound by the terms of this Agreement. If you do not
agree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promptly discontinue
use and delete all copies of the Font Software.

이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프트웨어 사용권

▶Definitions
“Font Software” means coded software that generates typeface
designs when used with the appropriate hard- and software
plus any and all other data including documentation provided
with such software.
“Licensed Unit” means an installation of the Font Software
that allows up to three concurrent users to use it at a single
geographic location.

Number of users & usage rights
Upon payment of the license fee, Minjoo Ham grants you the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right to use the Font Software
in a Licensed Unit for your own personal or internal business
purposes according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You have
no rights to the Font Software other than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If the number of users who use the Font
Software exceeds those set forth in the definition of Licensed
Unit above, then you must request from Minjoo Ham an
appropriate license covering all users. An additional fee will be
charged for this license extension.

계약서(이하 “계약”)는 함민주의 글꼴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개인
혹인 법인(이하 “구매자”)과 함민주간의 법적 동의서입니다. 함민
주의 글꼴 소프트웨어를 구매, 다운로드받고 사용을 시작하는 동시
에 구매자는 이 계약서에 동의 합니다. 이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즉시 글꼴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중지하고 파일을 삭제하기 바
랍니다.
▶정의

“글꼴 소프트웨어”는 코드화된 소프트웨어로 글자 디자인을
저장한 파일입니다.
“라이센스”는 한 공간에 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3대의 데스크톱까
지 설치될 수 있는 글꼴 소프트웨어 설치 허가 단위입니다.

사용자의 수 & 사용권리
이 라이센스의 구매로 함민주로부터 독점적이지 않고, 양도가 불가
능한 글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부여 받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것 이외의 글꼴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글꼴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명시된 사용자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사
용자에 대한 적절한 라이센스를 함민주에게 요청해야합니다. 이 라
이센스 확장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래의 사용자수는 공동
구매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라이센스가 사용되는 개인 또는 사업자
의 데스크톱수 입니다.

MULTIPLE USER LICENSES
number of users

number of licenses required

여러 사용자 라이센스 (개인 또는 사업자의 데스크톱 수)

1–3 		
4–7 		
8–12 		
13–18 		
19–25 		
26–33 		
34–55 		
56–85 		
86–125 		
126–175		
176–275 		
276–400 		
401–550 		
551–725 		
726–1000 		

1
2
3
4
5
6
8
10
12
14
17
20
25
30
37

사용자수		

라이센스 보유 수

1–3 		
4–7 		
8–12 		
13–18 		
19–25 		
26–33 		
34–55 		
56–85 		
86–125 		
126–175		
176–275 		
276–400 		
401–550 		
551–725 		
726–1000 		

1
2
3
4
5
6
8
10
12
14
17
20
25
30
37

If you need more than 1000 user licenses, please contact
Minjoo Ham.

그 이상의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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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

You may embed the Font Software in documents, applications
or devices either as a rasterized representation of the Font
Software (e.g. a GIF or JPEG file) or as a subset of the Font
Software (e.g. as part of a PDF file) as long as the document,
application or device is distributed in a secure format that
permits only the viewing and printing but not the editing
of the text. You need an additional OEM license ¹for the use
of the Font Software in documents, applications or devices
permitting editing of the text, if such documents, applications
or devices shall be distributed to third parties or ²if the Font
Software is embedded neither as a subset nor as a rasterized
representation (e.g. video games, e-books, apps, media devices
like smart phones and e-book readers).

글꼴 소프트웨어를 래스터화(픽셀화)하여 이미지로 사용하거나 (예

a. Embedding, online documents & interactive media.

b. Letterforms in Products
You may not use the Font to create alphabet or letterform
products for resale where the product consists of individual
letterforms, including rubber stamps, die-cut products, stencil
products, or adhesive sticker alphabet products where the
likeness of the Font can be reproduced and the end-user of
said products can create their own typesetting. An extended
license to produce these may be available for an additional fee.
However, you may create typographic products using the
Font if the product consists of commonly recognized words
or phrases. For example: a rubber stamp that has the words
“Hello” or a sticker that says “Congratulations!”.

c. Icons, dingbats and patterns in Products
You may not use illustrations or images in the Font other
than letterforms, numbers, punctuation marks, diacritics,
etc., in a manner where the illustration or image becomes the
primary aspect of a product for resale. For example, a dingbat
image in the font cannot be the sole design element on a coffee
cup, t-shirt, greeting card, etc., intended for resale, unless an
extended license is acquired at an (affordable) additional fee.

a. 임베딩, 온라인 문서 및 인터렉티브 미디어
: GIF 또는 JPEG 파일) 글꼴 소프트웨어의 서브세트(예 : PDF 파일
의 일부)로 보안된 안전한 형식의 파일에 글꼴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보거나 인쇄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
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별도의 OEM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¹텍스트 편집을 허용하는 문서, 응용 프로그램 또는 장치에서 글꼴
소프트웨어를 제 3 자에게 배포, 판매해야 하는 경우
²글꼴 소프트웨어가 서브세트 나 이미지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비디오 게임, 전자책, 앱, 스마트 폰 및 전자책 리더와 같은 미디어
장치)
b. 글자 형태를 활용한 상품
구매자는 고무 스탬프, Die-cut제품, 스텐실 제품 또는 글꼴의 모
양을 재현 할 수 있는 알파벳 스티커 제품을 포함한 글자 개별형태로
구성된 제품에서 재판매용 알파벳 또는 글자 형태 만으로 제품을 만
들 때 글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생산
하기위한 연장 라이센스는 추가 비용으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제품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단어나 구로 구성된 경우 글꼴을
사용하여 인쇄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라는 단어가 있는 도장 또는 “축하합니다!”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c. 제품의 아이콘, 심볼 및 패턴
문자나 숫자, 문장 부호 등이 재판매용 제품의 주요 측면이 되는 방
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확장 라이센스를 추가 비용
없이 취득하지 않는 한, 글꼴의 심볼 이미지는 재판매용 커피 컵, 티
셔츠, 인사말 카드 등의 유일한 디자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d. Broadcasting
For using the Font Software in broadcasts, video or film, an
additional broadcasting license is needed and needs to be
acquired prior to first use. Broadcast and film usage refers to
the use of the Font Software in titling, credits or other text for
any onscreen broadcast via television, video or motion picture.
The broadcasting license is an annual renewable license
extension. If you need a license for broadcasting, please
contact Minjoo Ham.

d. 방송
방송, 비디오 또는 영화에서 글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추가 방
송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처음 사용하기 전에 획득해야 합니다. 방송
및 영화 사용은 TV, 비디오 또는 영화를 통한 온 스크린 방송의 제목,
크레디트 또는 기타 텍스트에서 글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 라이센스는 매년 연장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방송 라이센스는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wo Back-ups
You are permitted to make two back-up copies of the Font
Software. Unauthorized copying, creating derivative works,
sharing, lending, renting, sale, or other unauthorized use is
not permitted. Unless the law of your country states otherwise,
You are not permitted to decompile, reverse engineer,
disassemble, modify, alter or change the Font Software or the
associated embedding bits.

2개의 백업파일
본 계약으로 총 두 개의 백업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꼴 소프트
웨어의 백업 사본. 무단 복사, 파생물 제작, 공유, 대출, 임대, 판매
또는 기타 무단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에 달
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 글꼴 소프
트웨어 또는 관련 임베딩 비트를 분해, 수정, 변경 또는 변경하는 행
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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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Distribution

사본 배포 한정

You are permitted to make a temporary copy of the Font
Software for use by a commercial printer or service bureau
solely for use in the production of your own materials. You are
also permitted to include a temporary copy the Font Software
with a document solely for the purposes of facilitating your
personal printing and/or viewing of the document.

자체 자료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프린터 또는 서비스 센터에

Other Uses
If you are a design consultancy, advertising agency, or
purchasing this License for use by or on behalf of such an
entity, the actual end user must purchase an appropriate
License. Specifically, if your client will use copies of the Font
Software, your client must also purchase a License. The
license granted herein does not extend to uses by temporary
employees, freelancers or independent contractors using
the Font Software in professional environments or for other
professional uses in excess of the number of Authorized
Users under this License. Specifically, you may not make more
copies than are licensed even if the use is only temporary.

Exclusive Ownership
Minjoo Ham together with any successors and assigns retain
all right and title to the Font Software, trademarks, copyrights
and the designs embodied in the Font Software. You hereby
agree that this term is contractual in nature and that the
unauthorized use of the design of the Font and/or the Font
Software shall be an infringement of Minjoo Ham's rights,
causing significant monetary harm.

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글꼴 소프트웨어의 임시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
다. 구매자는 또한 개인 인쇄 또는 문서 보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문서와 함께 Font Software의 임시 사본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추가 사용자
설계 컨설팅, 광고 대행사 또는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사용하기 위
해 이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경우 실제 최종 사용자는 적절한 라이센
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글꼴 소프트웨어의 사본
을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도 라이센스를 구매해야합니다. 여기
에 부여된 라이센스는 전문 환경에서 글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임시 직원, 프리랜서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한 사용 또는 이 라이센
스에 따른 허가 된 사용자 수를 초과하는 기타 전문적인 용도로 연장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라이센스가 부여된
것보다 더 많은 사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독점 소유권
함민주는 모든 동업자 및 후계자와 함께 글꼴 소프트웨어, 상표, 저
작권 및 글꼴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
권을 보유합니다. 구매자는 글꼴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글꼴 및 함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금전적 피

Modifications
You may not modify the font software. You may not modify or
remove the name(s) of the font software, author's signature,
copyright and trademark notices from the original files.

Transfer of license
You may not rent, lease, sublicense, give, lend, or further
distribute the Font Software, parts of it, or any copy thereof,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herein.

Ownership & credits
The Font Software, and all copies thereof, is protected by the
United States Copyright Law, by the copyright and design laws
of other nations, and by international treaties. Any copyright,
trademark and other rights belong exclusively to Minjoo Ham
and its type designers. You do not gain the ownership of the
Font Software under this Agreement. You agree to credit
Minjoo Ham as the trademark and copyright owner of the Font
Software and list the font names in any design or production
credits.

해를 초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글꼴 소프트웨어 수정
글꼴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파일에서 글꼴 소프트
웨어의 이름, 저자의 서명, 저작권 및 상표 고지를 수정하거나 제거
할 수 없습니다.

라이센스 양도
여기에 명시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글꼴 소프트
웨어,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그 사본을 임대, 제공, 대여 또는 추
가 배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및 크레딧
글꼴 소프트웨어 및 그 모든 사본은 미국 저작권법, 다른 국가의 저
작권 및 디자인 법 및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모든 저작권, 상
표 및 기타 권리는 함민주 및 해당 유형 디자이너의 재산입니다. 구
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글꼴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구매자는 함민주를 글꼴 소프트웨어의 상표 및 저작권 소유자로 인
정하고 디자인 또는 제작 크레딧으로 글꼴 이름을 나열하는 데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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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S TO FONT SOFTWARE

글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Minjoo Ham agrees to provide licensees with free updates as
the development of the Font Software progresses. Minjoo Ham
may discontinue work on Font Software at any time, for any
reason.

함민주는 글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라이센스 구매
자에게 무료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함민주는 어떤 이
유로든 글꼴 소프트웨어에 대한 작업을 언제든지 중단 할 수 있습니
다.

Termination
This License Agreement is effective as of the Date of full
payment. This License may be terminated by you at any time
by destroying the Font Software together with any printed
material and any copies of the Font Software. This License
Agreement may be terminated without notice if you breach
and/ or fail to comply with any term contained herein.

Warranties

계약 해지
이 라이센스 계약은 글꼴 소프트웨어 구매일부터 유효합니다. 이 라
이센스는 글꼴 소프트웨어를 파기하여 언제든지 종료 할 수 있습니
다. 이 라이센스 계약은 구매자가 여기에 포함된 용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통지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Minjoo Ham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damages
caused or supported by you and/or third party resulting out
of any use of, or inability to use, the Font Software. Neither is
Minjoo Ham liable in case of (mis)interpretation of shapes in
the fonts, resulting in legal procedures.

보증

Final provisions

최종 조항

Should individual terms of this contract become invalid or
unenforceable, all others wi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You acknowledge that you have read, understand and agree to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함민주는 글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가능으로 인해 구매
자 또는 제 3자가 야기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함민주
는 글꼴의 모양을 잘못 해석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개별 조항이 유효하지 않거나 시행할 수없는 경우 다른 모
든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구매자는 본 계약의 이용 약
관을 읽고 이해하며 이에 동의함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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