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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나 사용권 계약서
(End User Licence Agreement)
이 사용권 계약동의서(EULA)는 사용자(이하 “구매자”)와 lo-ol Type

RESTRICTIONS & USAGE

foundry(이노을, 로리스올리비에)간의 법적 동의서입니다.

구매자는 개인 및 내부 업무용으로 구입한 라이센스에 부여된 데스크톱
수에 아르바나 글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lo-ol Type foundry(이노을,

예외적으로 자체 자료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프린터 또는 서비스

로리스올리비에)가 제작한 서체(글꼴 소프트웨어) Arvana(이하 “아르바나”)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글꼴 소프트웨어의 임시 사본을 만들 수

를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하고 사용을 시작하는 동시에 구매자는 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구매자는 또한 개인 인쇄 또는 문서 보기를 용이하게 하기

동의합니다. 사용권 계약동의서에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한 목적으로만 문서와 함께 글꼴 소프트웨어의 임시 사본을 포함할 수

wemeeteverything@gmail.com 또는 [info@lorisolivier.com]

있습니다. 구매자는 작업 완료시 글꼴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보유하지 않을

(mailto:info@lorisolivier.com)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것에 동의합니다. 구매자는 위에 언급된 글꼴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에게 글꼴 소프트웨어 아르바나를 대여 및 배포하거나

이 라이센스의 구매로 lo-ol Type foundry(이노을, 로리스올리비에)

재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글꼴 소프트웨어의

로부터 독점적이지 않고, 양도가 불가능한 글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클라이언트도 라이센스를 별도로

부여 받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것 이외의 글꼴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구매해야합니다. 앞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구매자

없습니다. 글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명시된 사용자를

외에는 별도로 라이센스를 구매해야합니다.

초과하는 경우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라이센스를 lo-ol Type
foundry(이노을, 로리스올리비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 라이센스

COPYRIGHTS & OWNERSHIP

확장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래의 사용자 수는 공동구매를 위한

lo-ol Type foundry의 글꼴소프트웨어가 보유한 독특한 시각적 특성과

것이 아닙니다. 라이센스가 사용되는 개인 또는 사업자의 “데스크톱 수”

구조 및 코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입니다. (e.g. 라이센스 보유수가 한개시 한 사업자(조직)에서 최대 3개의

Organization)가 기술한 지적 재산권 정보법에 따라 모든 저작권 및

데스크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권리는 lo-ol Type foundry(이노을, 로리스올리비에)에 속합니다.
이 계약은 구매자에게 글꼴 소프트웨어 아르바나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글꼴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라이센스

*여러 사용자 라이센스 (개인 또는 사업자의 데스크톱 수)

구매자가 글꼴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정보도 수정 및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수 			

이는 원본파일을 수정해 파생물을 만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라이센스 보유 수

1–3 			1
4–7 			2

EMBEDDING

8–12 			3

구매자는 사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글꼴 소프트웨어 아르바나를 문서에

13–18 			4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정식 구매자는 이 문서를 상용 프린터 또는 이와

19–25 			5

동등한 서비스 사업체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웹 및 전자 책 임베딩과 관련된

26–33 			6

라이센스 구매자는 구매한 라이센스의 특성에 따릅니다. 글꼴 아르바나의

34–55 			8

임베딩 사용은 플랫폼(인쇄,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자책 등)과 출판

56–85 			10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글꼴 임베딩과 관련한 질문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86–125 			12

wemeeteverything@gmail.com, 또는 info@lorisolivier.com로

126–175 			14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76–275 			17
276–400 			20

DISCLAIMER & WARRANTY

401–550 			25

lo-ol Type foundry, 이노을과 로리스 올리비에는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

551–725 			30

따른 적합성 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726–1000 		37

lo-ol Type foundry, 이노을과 로리스 올리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
사용 또는 사용 불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이익 손실, 사업 중단 및
사업 정보 손실을 포함하여 직간접적,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에 대해

FONT SOFTWARE SOLD AS IS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모든

글꼴 소프트웨어인 Arvana version 0.3은 현재 진행중인 작업이며

묵시적 보증은 구체적으로 배제되고 부인됩니다. 일부 주 / 국가는 묵시적

그대로를 판매합니다. 하여 사용자 라이센스는 판매중인 글꼴 소프트웨어의

보증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귀하는 주(state) / 국가(country)에 따라

버그 및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추가 버전에서는 해당 결함이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lo-ol Type foundry, 이노을과 로리스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올리비에는 글꼴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특수, 직접,
간접, 결과적, 부수적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나

UPDATES TO FONT SOFTWARE

단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소비자의 구매와

lo-ol Type foundry는 글꼴 소프트웨어인 아르바나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관련된 제한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진행됨에 따라 라이센스를 지닌 구매자에게 무료 업데이트를 제공할

본 라이선스에서 효과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모든 묵시적 보증 또는 배제는

것에 동의합니다. lo-ol Type foundry는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글꼴

30일로 제한됩니다. lo-ol Type foundry, 이노을과 로리스 올리비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글꼴 소프트웨어

lo-ol Type foundry의 모든 글꼴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독 자유재량에

아르바나의 향후 계획에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의거하여 상황에 따라 라이센스 제공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