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없는 폰트 
산돌구름 서비스의

초중고 학교 대상 
무료 폰트 
지원 사업 소개



소송 안하는  
폰트 회사가 있다고요?

무소송 폰트 산돌구름 서비스는 
폰트 업계에 대한 일선 학교와 일반 대중들의 부정인식을 타파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폰트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소송없는 무료폰트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무료 폰트 그거 
소송하려고 나눠주는 것 아닌가요?

무소송 폰트 산돌구름 서비스가 
2016년부터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돌구름 무료폰트는 
공공성 공익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과 참된 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폰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교육 캠페인입니다.



무료 폰트 딱 1년만 제공하고 
다음 해부터는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매년 무료이용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무소송 폰트 산돌구름 서비스가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돌구름 무료폰트는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형태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 캠페인이며  

매년마다 무료이용 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무료폰트’ 서비스입니다.



폰트 파일이 내 PC에 남아 있으면 
저작권 단속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폰트 파일이 알아서 제거됩니다.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돌구름 무료폰트는 
폰트를 PC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름다리라는 프로그램에서 폰트를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라이선스가 종료되면 폰트 파일이 알아서 제거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입니다.



교육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용도와 상업사용까지 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돌구름 무료폰트는 
교육, 학습적인 폰트 사용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와 상업사용까지 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광고가 개설된 유튜브, 영화, 광고, 판매용 굿즈 제작 등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 가능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폰트안심학교 
신청하기

580종의 산돌구름 폰트를 
모두 사용하고 싶어요!

산돌구름 에듀 
즉시 사용하기

130종의 산돌구름 폰트를 
번거로운 신청 없이 바로 사용하고 싶어요!

musosong@sandoll.co.kr www.sandollcloud.com/ed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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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안심학교
학교 단위로 폰트 사용을 신청하고 모든 교직원과 전학년의 모든 학생이 
580여종의 산돌 폰트를 무료로 장기 이용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신청 자격이 있나요? 
신청하는 모든 학교를 특별한 제한 없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나요? 
산돌이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폰트사용학교로서, MOU에 준하는 프로그램이며,  
인증과 관련한 증서와 명패를 수령받고, 장기적인 폰트 사용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musosong@sandoll.co.kr 이메일 또는 02-741-3712로 문의 주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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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구름에서 인증한

폰트안심학교
1호학교 서울청담초등학교 

폰트제공

2020. 3. 2



폰트안심학교 현황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성동글로벌경영고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분당경영고등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폰트안심학교 관련 보도자료



산돌구름 에듀
산돌구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하면 150여종의 폰트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무료폰트 라이선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19세 이하의 청소년, 초중고 학교 교직원, 학부모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이용하실 수 있나요? 
매년 마다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갱신 되며, 교직원은 에듀 라이선스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가입하나요? 
https://www.sandollcloud.com/edu.html/edu.html 에서 가입 후 바로 폰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소송 폰트 
산돌구름으로 

저작권 소송 걱정없이 
교육 현장에서 

안심하고 폰트를 사용해보세요! 
(문의) 

02-741-3685(내선:3712) 
musosong@sandol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