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 어디서나, 폰트가 필요할때

Rix클라우드
사용가이드



3

3 

4

5

8

8 

9

13

13

15

16 

20

6

10

11

12

21

01.

02.

04.

03.

05.

06.

07.

08.

Rix클라우드 설치

- Window용 설치 

- Mac용 설치

Rix클라우드 로그인

Rix클라우드 사용법

- 폰트 활성 

- 폰트 비활성

Rix클라우드 사용자 코드 발급/등록

A. 기업 관리자 - 사용자 코드 발급 

B. 기업 사용자 - 사용자 코드 등록

Rix클라우드 메뉴

Rix클라우드 Mix폰트 사용법

Rix클라우드 캘리그라피 사용법

Rix클라우드 제거

Rix클라우드 기기 인증 관리

- 기기 인증 해제

Rix클라우드 관련 FAQ

목차

개인 회원(통합) 기업 회원 전용 기능(기업 관리자)



Rix클라우드 사용가이드 3

Window용 Rix클라우드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Rix클라우드의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면 다음을 눌러 설치

를 완료합니다.

Step 1

Step 2

01. Rix클라우드 설치 - Window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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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용 Rix클라우드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Rix클라우드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RixCloud아이콘을 응용프로그램 폴더로 드래그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Step 1

Step 2

01. Rix클라우드 설치 - Mac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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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코드 등록 로그인

Rix클라우드 라이선스 코드가 존재하는 경우(ex.기업 관리자에게 전달받은 코드가 있는 사용자) 

①하단 [코드 입력]을 체크하여 라이선스 코드 입력 칸에 ②라이선스 코드를 입력합니다.

- 정상적인 라이선스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로그인과 동시에 라이선스가 활성화 됩니다.

- 사용자는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통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②

Rix클라우드를 실행하면 로그인 창이 표시됩니다.

로그인 창에 폰트릭스 쇼핑몰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Step 1

Step 2

02. Rix클라우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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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x클라우드 메인화면 - 베이직, 손글씨 등 스타일별 폰트목록

- 모든 포맷 지원! (TTF/OTF)

- 옵션으로 추가한 캘리그라피 목록   

- 일러스트 파일(ai)로 제공

홈 폰트 목록 캘리 목록

03. Rix클라우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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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들 - 사용자 정보 및 라이선스 정보 확인 - 클라우드 환경 설정

도움말 내정보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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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목록에서 사용하고 싶은 폰트를 체크합니다.

폰트가 활성화되면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폰트를 사용합니다.

Step 1

Step 3

폰트 체크가 완료되면 [폰트 적용] 버튼을 눌러 폰트를  

활성화 합니다.

Step 2

사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상태에서 폰트를 활성화하면 폰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폰트 활성화 후 폰트 목록에 폰트가 표시되지 않으면 사용 프로그램을 

재실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04. Rix클라우드 사용법 (폰트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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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목록에서 비활성하고 싶은 폰트를 체크 해제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폰트 비활성 처리)

폰트 체크 해제가 완료되면 [폰트 적용] 버튼을 눌러 폰트를 

비활성화 합니다.

Step 1

Step 2

비활성화된 폰트는 적용 전 실행되어있던 프로그램 폰트목록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비활성화 하기위해서 사용 프로그램을 재실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04. Rix클라우드 사용법 (폰트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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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만든 Mix폰트의 만들기 신청이 완료되면  

Rix클라우드를 실행합니다.

[Mix]메뉴를 클릭하여 사용할 Mix폰트를 체크한 후  

[폰트적용] 버튼을 눌러 폰트를 활성화 합니다.

Step 1

Step 2

폰트목록이 보이지 않을 경우, 우측 상단의 [새로고침] 버튼으로 폰트를 불러

옵니다.

▶ Mix폰트 제작 방법 자세히보기 & Mix폰트 만들기

폰트가 활성화되면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폰트를 사용합니다.

Step 3

사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상태에서 폰트를 활성화하면 폰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폰트 활성화 후 폰트 목록에 폰트가 표시되지 않으면 사용 프로그램을 

재실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05. Rix클라우드 Mix폰트 사용법

http://www.fontrix.co.kr/info/MakeMixFon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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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목록에서 사용하고 싶은 캘리그라피를 체크합니다.

캘리그라피를 체크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캘리그라피 다운로드] 페이지가 활성화됩니다.

[캘리그라피 비밀번호]를 드래그하여 복사(Ctrl + C)합니다.

캘리그라피 압축 해제시 필요한 비밀번호입니다.

Step 1

Step 2

Step 3

1234ABCD567EFG89

복사(Ctrl + C)[Rix캘리 다운로드]버튼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암호화 된 캘리그라피 파일에 복사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압축을 해제합니다.

Step 4

Step 5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신 경우, 다운받은 캘리그라피 파일 삭제 후 재다운로드하여 

비밀번호를 확인하세요.

붙여넣기(Ctrl + V)

06. Rix클라우드 캘리그라피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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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 메뉴를 실행합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의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RixCloud를 찾아 

제거를 실행합니다.

Step 1

Step 2

07. Rix클라우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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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의 [라이선스 사용현황]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하단의 [기기 인증 관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기기인증은 사용하는 기기에서 클라우드 로그인과 동시에 자동인증됩니다.

Step 1

Step 2

※ 새로운 환경에서 클라우드 로그인시 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바랍니다.

모든장비해제 : 구매한 라이선스로 인증되어있는 장비를 모두 해제합니다.

예시) 라이선스 인증실패 알림창

[해제]

08. Rix클라우드 기기 인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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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 사용자
- 관리자(기업회원ID) 계정으로 통합 사용

2) 복수 사용자
- 관리자(기업회원ID)/사용자(직원별 개인회원ID) 계정으로 

   분리 사용 관리자

관리자=사용자

직원 A

직원 B

직원 C

사용자 코드 전달 클라우드 로그인

사용자 코드 전달 클라우드 로그인

사용자 코드 전달 클라우드 로그인

클라우드 로그인

Q. 사용자 코드 발급/등록이란?
기업의 원활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기업회원 전용 기능입니다.

관리자는 구매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사용자(직원들)에게 코드를 제공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 전용 기능 알아두기



A. 관리자 : 기업회원ID

Rix클라우드 기업 회원 전용 기능

B. 사용자 : 직원별 개인회원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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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의 [라이선스 사용현황]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라이선스 사용현황
상세보기

Step 2

                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Step 1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A. 기업 관리자 - 사용자 코드 발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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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클라우드를 사용할 직원들에게 

사용자 코드를 발급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코드발급 클릭 > 사용자 코드(20자)생성 > 

사용자에게 코드 전달

관리자

사용자 코드

1234ABCDE56789FGHI

라이선스 사용현황 ▶

사용자 코드 관리 ▶

기기 인증 관리 ▶

Step 3

관리자

코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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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직원들)에게 사용자 코드를 전달합니다.Step 4

-관리자는 언제든 사용자 코드를 삭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 코드를 삭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사용자 코드를 발급하면 사용자는 개인회원ID로 로그인 - 전달받은 사용자 코드를 등록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코드 전달(20자)

1234ABCDE56789FGHI

Rix클라우드 로그인

(개인회원)

······(사용자 코드)······ Rix클라우드 로그인

Rix클라우드 로그인

Rix클라우드 로그인

······(사용자 코드)······

······(사용자 코드)······

관리자 직원 A

직원 B

직원 C

직원 D

관리자 사용자



A. 관리자 : 기업회원ID

Rix클라우드 기업 회원 전용 기능

B. 사용자 : 직원별 개인회원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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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위해 각각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관리자에게 전달받은 사용자 코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Rix클라우드 로그인창에서 코드입력 체크 후 사용자 코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Step 1

Step 2

개인회원으로 

가입/로그인

사용자 코드는 최초 1회만 입력하며 코드 등록 후에는 일반 로그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B. 기업 사용자 - 사용자 코드 등록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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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ix클라우드의 설치 가능한 OS 환경을 알고 싶습니다.

Rix클라우드는 Windows XP 이상 / Mac OS X Lion (10.7) 이상 환경에서 동작합니다.

Q. Rix클라우드는 온라인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온라인 상태에서 Rix클라우드 사용중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오프라인 모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모드에서는 Rix클라우드의 기능이 제한되오니 가급적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Q. 작업 PC가 바뀌어도 사용 가능한가요?

인증 횟수가 남아있는 경우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인증이 불가한 경우(인증 횟수가 부족한 경우) 라이선스를 추가구매 하시거나 기존에 인증된 기기를 해제하고 새로운 기기를 인증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된 기기의 관리는 폰트릭스 쇼핑몰의 라이선스 관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p.13 설명참고)

Q. Rix클라우드의 폰트로 작업한 제작물의 폰트가 깨져 보입니다.

Rix클라우드를 종료하면 폰트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폰트가 비활성화 된 상태에서 제작물을 열면 제작물의 폰트가 깨져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전 Rix클라우드를 실행하고 폰트 활성화가 완료된 후 작업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작업해주시기 바랍니다.

Q. Rix클라우드 폰트리스트 앞의 체크박스에 체크가 안됩니다.

폰트 다운로드나 폰트 활성에 시간이 걸릴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Rix클라우드의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체크박스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경우 Rix클라우드 또는 컴퓨터를 재시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FAQ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의 자주묻는 질문/고객센터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ix클라우드 관련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