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IERUN FONT
LICENSE/KOR
쿠키런 글꼴의 지식 재산권은 데브시스터즈(주)에 있습니다.

쿠키런 글꼴은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pdate 2020.11

쿠키런 글꼴은 온/오프라인, 상품,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런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임의 수정 및 개작하여

글꼴을 재배포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쿠키런 글꼴은 배포되는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쿠키런 글꼴을 사용한 온/오프라인, 상품, 광고 등 모든 종류의 창작물은 쿠키런 및

데브시스터즈 프로모션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당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쿠키런 글꼴은 본 저작권 안내와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에 임베딩 및 번들하거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하기 어려울 경우 ‘쿠키런 글꼴'의 출처 표기를 권장합니다. 

예) 이 페이지에는 데브시스터즈에서 제작한 ‘쿠키런 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 2020년 11월 01일 이후로 변경된 정책에 의해 아래의 경우 상업적/비상업적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상업적/비상업적 사용처>

: 게임산업군 (PC/모바일)

* 해당 산업군은 소프트웨어에 임베딩 및 번들하거나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또한 글꼴을 활용한 2차 창작물 사용을 금지합니다.

쿠키런 IP를 상징하는 쿠키런 딩벳 10자        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상업적인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임의 수정 및 개작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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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딩벳 10자
유니코드 : U+E000 - U+E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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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ERUN FONT
LICENSE/ENG

The CookieRun Typeface is free to use and freely available for all users, 
including for individual and corporate usage.

The CookieRun Typeface can be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such as for online or offline usage, products, and advertisements, etc.
However, it is prohibited to sell or re-sell the CookieRun Typeface for a separate fee,
or to redistribute the Cookie Run Typeface in an arbitrarily modified or edited state.

The CookieRun Typeface must be used in its original form as distributed.

The CookieRun Typeface may be embedded, bundled, or redistributed in other software,
subject to the inclusion of this copyright notice and the license in full. If unable to include
the license in full, it is required to indicate the source of the typeface as CookieRun Typeface.

The CookieRun Typeface usage examples, such as online or offline creatives, products,
advertisements, etc., may be used for CookieRun and Devsisters’ promotions.
Users of the CookieRun Typeface who do not wish to participate
in such promotions may contact Devsisters.

However, due to a change in policy following November 01, 2020, both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usage is prohibited in the following cases.

Example ) This page uses the CookieRun Typeface, designed by Devsisters.

The ten CookieRun Dingbats,   which are symbols of the CookieRun IP, are prohibited
from being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Limited usage for non-commercial purposes
is permitted. However, the ten CookieRun Dingbats may not be arbitrarily modified
or edited in an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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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hibited Commercial & Non-Commercial Usage
: Game Industry (PC/Mobile)
The following industry is prohibited from embedding, bundling, or redistributing the CookieRun Typeface
in other software. Creation and use of derivative fonts based on the CookieRun Typeface is also prohibited.



The ten CookieRun Dingbats
unicode : U+E000 - U+E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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