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x.sans(팩스 산스) 서체 라이선스 범위·가격표 

Fax.sans 기업용 라이선스 사용 범위

Fax.sans의 상업적 사용범위는 1차 라이선스와 2차 라이선스로 구분됩니다. 
1차의 일부와 2차 라이선스 용도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단, 기업 브랜드의 통합 서체로 별도 계약을 맺는 경우는 1,2차 사용범위 모두 허용됩니다.

라이선스 구분 용도 구체적 사용 범위 비고

1차 라이선스 

사용 범위

문서 작성 일반문서 작성

연간 사용 구매 계약 

(1인 / 1기기 설치 / 

1년 / URL 1개 기준)

인쇄물

오프라인 도서, 잡지, 정기간행물 등 출판물, 브로슈어, 카탈로그, 

달력, 옥외간판, 현수막, 신문광고, 잡지광고 등 

오프라인 지면 광고, 제품 패키지 디자인

웹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웹페이지 내 배너광고, 이메일, 웹툰, 사내 사보, 

E-카탈로그, 전자 브로슈어, 뉴스레터 등 웹디자인 이미지 작업

개인 영상 비영리 목적(비사업자)의 개인 UCC, 개인 블로그 동영상

CI / BI 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1회성 별도 계약 

(단일품목, 단일제작)
UI 디자인

게임 UI디자인(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웹 게임, 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 어플리케이션 UI 디자인(스마트폰, 태블릿, 

패드, PC 등)

2차 라이선스 

사용 범위

영상
영화(DVD/비디오), 영화 본편/예고편, TV-CM, 전시동영상,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온라인 영상 광고(홍보 동영상) 등

별도 계약 

(일부 상품 제외)

E-Learning

전자학습 콘텐츠(온라인/모바일의 동영상 강좌, 플래시 강좌, 

사이버 교육용 강좌 등 이러닝과 관련한 모든 제작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

E-book

디지털컨텐츠를 E-pub, E-ink, PDF, JPG 등의 디지털 파일 

포맷으로 변환 및 제작하여 온라인/모바일기기에서 서비스 

하는 경우(도서, 잡지, 교과서, 교재, 신문, 사전, 만화 등)

임베이딩 폰트탑재

폰트 파일 임베이딩(Unlock 형태) 

예시) 게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체제, 문서 편집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내 탑재 /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기기 탑재 

전광판 및 안내 시스템, ATM 기기 및 자동화 시스템 등 

전자기기 탑재 /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및 통신기기, 게임기, 

셋탑박스, 내비게이션, 태블릿, 프린터,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디바이스 내 탑재 / 이외의 모든 서버 및 프로그램 내에 

서체 파일을 직접 탑재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별도 계약

팩스산스는 중소기업(1~50인)의 브랜딩을 위한 개발된 서체입니다. 많은 인원이 사용예상되는 대기업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Fax.sans 기업용 라이선스 가격표

1인 사용자, 1인기업 / 1년 기준 (VAT 별도)

- 제품 내용
사용 범위

사용자 기준 금액(1년 기준) 비고
1차 2차

Fax.sans
OTF 서체 1종 O - 1 user 100,000 ·50 user 이상 계약 시 별도 문의

서체디자인 가이드파일 O - - 100,000 ·서체 디자인 가이드 매뉴얼 AI파일

1·2차 라이선스 통합 / 1년 기준 (VAT 별도)

- 제품 내용
사용 범위

사용자 기준 금액(1년 기준) 비고
1차 2차

Fax.sans 
라이선스

OTF 서체 1종, 

1·2차 라이선스 
(1년 기준)

O O

1~5 user 1,500,000
·사업장 규모 100인 미만 기업

1~10 user 2,500,000

1~25 user 5,000,000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기업 

·50 user 이상 계약 시 별도 문의
1~40 user 6,000,000

1~50 user 7,000,000

2차 라이선스(1차 라이선스 일부 포함) / 1년 기준 (VAT 별도)

- 제품내용· 사용범위 사용자 기준 금액(1년 기준) 비고

Fax.sans 
2차 

라이선스

OTF 서체 1종, 서체 디자인 
가이드 파일, 2차 라이선스 
(사업장 규모별, 1년 기준)

10인 이하 1,000,000
·1차 라이선스 별도문의 
·라이선스기간 최대 7년 
(다년 계약시 할인, 별도문의) 

·50user 이상 계약 시 별도문의

20인 이하 1,800,000

30인 이하 2,500,000

50인 이하 3,500,000

서체 디자인 가이드 파일, 
2차 라이선스(단일 품목 제작)

1회성 500,000 ·연간 사용이 아닌 단편1회 제작용 
(TV CM, 광고, 영화, 이북 등)

Fax.sans 
1차 

라이선스

OTF 서체 1종, 
단일 품목 제작 라이선스

1회성 2,000,000
·연간 사용이 아닌 단일품목 제작용 

·CI/BI/UI 이미지(로고) 제작용 

·단일 제작 영구 라이선스

- 제품내용· 사용범위 사업장 규모 금액(1년 기준) 비고

Fax.sans 
웹폰트

OTF 서체 1종, 
웹폰트 라이선스 
(URL 1개 기준)

100인 미만 1,500,000
·URL 추가 제작시(1년 기준) 
1. 10개 이하 X 1.5 / 2. 20개 이하 X 2 
3. 30개 이하 X 2.5 / 4. 30개 초과 X 3 
·구매서체 가이드 외 추가 매뉴얼,  

가이드(자료)요청 시 약 1달 소요 
·사용기간 1년

100인 이상 3,000,000

- 용도 제품내용· 사용범위 기간 금액 비고

Fax.sans 
임베이딩

디바이스, 프로그램,  

게임(온·오프라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OTF 서체 1종, 

서체 디자인 가이드, 
임베이딩 라이선스 
(컨텐츠 1종 기준)

1년 1,500,000 ·어플 특성에 따른 서체 수정 
요청시 추가 비용 발생 
(예: 서체의 어플 적용 등)10년 7,000,000

영상·방송 자막, 타이틀

1년 500,000 ·단일품목, 1종 기준 라이선스

- 2,000,000
·연간 사용이 아닌 단편1회 제작용 
(TV CM, 광고, 영화, 이북 등) 

·단일 제작 영구 라이선스



Fax. 의 서체 <Fax.sans>의 상업 라이선스 사용 범위 가이드 문서입니다. 

본 정책은 2018년 4월 27일 기준입니다. 정책에 따라 추후 잘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1.Fax.가 진행 한 임베이딩 라이선스 진행 사례로 2018년 2월 KBS1 방송 타이틀에 적용되었습니다. 
(용도 - 방송타이틀 / 기간 - 영구라이선스 / 견적 - 2,000,000 / 국문 부분 서체 개발 사례) 

2.소규모 브랜드 포코그란데에서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인기업 기준 서체사용으로  

1·2차 통합 라이선스를 진행 하였습니다. (견적 - 1,500,000 기준 / 표 참고)  

3.Fax.sans 서체의 디자인 가이드는 Fax. 웹사이트에서 서체관련 페이지와  
Fax. 자체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 페이지를 통해 이미지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Fax.는 지속적인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x.      상호명 : Fax.Facility 

      대표자 : 이 재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