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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 매뉴얼 

 

1.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다양한 상품 유형에 따라 산돌구름을 이용해보세요.  

① 브랜드 상품 이용 방법   

• [스토어] → [브랜드 상품] 을 클릭해주세요. 

• 필터 (브랜드, 가격대, 언어/문자, 유저) 를 통해 원하시는 상품의 볼륨을 선택하시거나, 폰트 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브랜드 

상품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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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결제 방식 (연결제 또는 월결제)를 선택하신 후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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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 상품 이용 방법   

• [스토어] → [기획 상품]을 클릭해주세요. 

 

 

• 기획 상품은 맞춤 큐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폰트를 구성하였습니다. 

• 시즌별로, 주제별로 더욱 다채로운 구성이 출시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사용하실 기획 상품의 판매 기간 및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하신 후 구매가 가능합니다. 

• 좋아요 수가 많은 기획 상품의 경우 판매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판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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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낱개 상품 이용 방법   

• [스토어] → [낱개 상품]을 클릭해주세요. 

 

• 낱개 상품은 각 폰트 웨이트 하나씩 원하는 것을 골라서 구독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 낱개 상품은 원하는 폰트 하나만 한달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 낱개 상품 페이지 하단의 [모든 폰트 보기] 를 클릭하여 원하시는 폰트를 선택해주세요. 

• 폰트 상세페이지에서 웨이트 및 결제유형을 선택하고 [장바구니 담기] 또는 [바로 결제하기] 를 통해 구매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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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개로 구매하실 경우 원하시는 상품의 [찜하기] 버튼을 사용해보세요.  

 

 

 

• [찜한폰트] 페이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폰트를 선택 후 장바구니에 추가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 모든 상품을 복수 구매하실 경우 장바구니를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 모든 상품을 개별 구매하실 경우 폰트 상세 페이지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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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폰을 사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쿠폰이 있을 경우 [마이페이지] → [쿠폰관리]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되지 않은 보유 중인 쿠폰은 결제 페이지에서도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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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하신 폰트는 구름다리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구름다리를 PC 에 설치해주세요.  

 

 
 

• 사용하실 폰트를 활성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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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용자 매뉴얼 

1. 기업/단체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사용하실 상품 및 수량을 선택합니다.  

• 폰트를 사용할 인원에 맞추어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 산돌 Life 는 기업규모와 사용자 수를 고려하여 선택해주세요. 

• 산돌 Basic, Smart 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구매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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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에서 함께 사용하실 직원을 등록해주세요.  

 

① 대표 계정에서 직접 사용자 등록하기 

• 구매후 [마이페이지] → [이용권관리]에서 ‘사용자관리’ 버튼을 클릭하시고 기업의 사용자를 등록해주세요.  

 

② 이용권 코드를 전달하여 직원이 직접 등록하기  

• 기업의 고유 이용권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폰트를 사용할 직원들에게 해당 이용권 코드를 전달합니다. 

• 이용권 코드는 [마이페이지] → [이용권관리]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고유 이용권 코드이므로 현재 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분들에 한하여 전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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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이용권 코드를 등록하여 폰트를 이용할 사용자 계정은 사전에 산돌구름에 개인회원으로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자동으로 대표계정에서 1개의 라이선스 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표계정이 아닌 사용자가 폰트를 사용하실 경우 대표계정을 사용자삭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이용권 코드는 기업, 단체의 고유한 식별정보 이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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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에 따라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 [이용권관리]에서 ‘사용자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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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등록 : 산돌구름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직원은 사용자 등록 버튼을 통해 계정을 추가해주세요. 

• 사용자 삭제 : 사용자의 폰트 사용을 영구 중단하고자 하실경우 사용해주세요. 

• 일시중지 : 일시중지 버튼 클릭 시 해당 사용자는 해당 이용권 사용 중지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 일시중지 해제 : 사용 중지 상태의 사용자일 경우 일시중시 해제를 통해 다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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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매하신 폰트는 구름다리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구름다리를 PC 에 설치해주세요.  

 

 
 

• 사용하실 폰트를 활성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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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가이드를 확인하시려면? 하단 링크 혹은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산돌구름 Youtube : 산돌구름 가이드]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c2v1-PBgzp9efUcOQHc2t1QiODnrNLpX
https://youtu.be/8PX9pCQ7j-s
https://youtu.be/wnA3MYYTCB4
https://youtu.be/GS7DXl7ut0o
https://youtu.be/CKAsO2ZRfdw
https://youtu.be/czrwdD6ST-o
https://youtu.be/czrwdD6ST-o
https://youtu.be/u48O7foKPq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