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폰트바다 사용 방법

Case 1. 홈페이지 직접 가입 회원

Case 2. 대리점 가입 회원

Case 3. 프로모션 가입 회원



1.

회원
가입

2.

서비스
신청

3.

폰트바다
매니저

4.

폰트
사용

1) 폰트바다 사이트 접속 3) 회원 유형 선택 5) 이메일 인증 6) 폰트바다로그인4) 약관동의 및 정보 입력2) 로그인 클릭

* 개인: 무료체험 or 일반회원 / * 기업 회원: 무료체험 or 기업회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해야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기업용 상품 이용이 가능함) * 카카오 로그인의 경우 생략

1) 폰트바다 로그인 2) 서비스 선택 3) 결제수단 선택 4) 결제하기 5) 결제완료

1) 폰트바다 사이트 접속 2) 폰트매니져클릭 3) OS별 매니저 선택
4)  매니저 다운로드 5) 압축 풀고 실행

* 매니저와 폰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폰트바다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6) 설치 완료

1) 폰트바다 매니저 실행 2) 폰트바다아이디로 로그인 3) 원하는 폰트 선택 설치 4)  편집 프로그램에서 폰트 사용

Case 1. 홈페이지 직접 가입 회원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사용권증서, 게티이미지 쿠폰 확인 PPT나 문서 서식 다운로드폰트바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 정보 – 상품정보 “상세보기＂ 폰트바다 로그인 – 서체리스트 – PPT템플릿 리스트 (회원전용)

https://www.fontbada.co.kr/join_mode.php
https://www.fontbada.co.kr/join_mode.php
https://www.fontbada.co.kr/download.php
https://www.fontbada.co.kr/download.php
https://www.fontbada.co.kr/preview_ppt.php?product=P1


1.

회원
가입

2.

폰트바다
매니저

3.

폰트
사용

1) 폰트바다 사이트 접속 2) 폰트매니져클릭 3) OS별 매니저 선택
4)  매니저 다운로드 5) 압축 풀고 실행

* 매니저와 폰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폰트바다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6) 설치 완료

1) 폰트바다 매니저 실행 2) 폰트바다아이디로 로그인 3) 원하는 폰트 선택 설치 4)  편집 프로그램에서 폰트 사용

Case 2. 대리점 가입 회원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사용권증서, 게티이미지 쿠폰 확인

PPT나 문서 서식 다운로드

폰트바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 정보 – 상품정보 “상세보기＂

폰트바다 로그인 – 서체리스트 – PPT템플릿 리스트 (회원전용)

1) 대리점 신청 및 결제 2) 이메일 인증 5) 폰트바다 로그인3) 폰트바다사이트 접속 4) 로그인 클릭

연장 및 서비스 변경 문의 등록 대리점 문의

https://www.fontbada.co.kr/join_mode.php
https://www.fontbada.co.kr/download.php
https://www.fontbada.co.kr/download.php
https://www.fontbada.co.kr/preview_ppt.php?product=P1
https://www.fontbada.co.kr/preview_ppt.php?produ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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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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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사용

1) 폰트바다 사이트 접속 2) 폰트매니져클릭 3) OS별 매니저 선택
4)  매니저 다운로드 5) 압축 풀고 실행

* 매니저와 폰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폰트바다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6) 설치 완료

1) 폰트바다 매니저 실행 2) 폰트바다아이디로 로그인 3) 원하는 폰트 선택 설치 4)  편집 프로그램에서 폰트 사용

Case 3. 프로모션 가입 회원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사용권증서, 게티이미지 쿠폰 확인

PPT나 문서 서식 다운로드

폰트바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 정보 – 상품정보 “상세보기＂

폰트바다 로그인 – 서체리스트 – PPT템플릿 리스트 (회원전용)

1) 프로모션 페이지 접속
4) 프로모션 신청 메일 확인

3) 약관동의 및 정보 입력2) 신청하기 버튼 클릭
5) 폰트바다 로그인

* 카카오 계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바로 5단계로 진행

연장 및 서비스 변경 문의 본사 문의 (02-598-0050 / support@hanyang.co.kr)

https://www.fontbada.co.kr/join_mode.php
https://www.fontbada.co.kr/download.php
https://www.fontbada.co.kr/downloa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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