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폰코 자키 앱 이용 매뉴얼



전체 영역 설명(1)_로그인 화면
폰코 자키 앱을 실행하면 활성화되는 로그인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하면 폰코 자키 앱 메인(HOME)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정보 저장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저장됩니다. 
재 로그인 시 매번 새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실행 후 자동으로 
로그인하기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폰코 자키 앱 실행과 동시에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 

회원가입 폰코 자키 앱 로그인을 위해서는 폰코(FONCO, font.co.kr)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직 회원이 아닌 분들은 회원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아이디,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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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영역 설명(2)_상단 바
폰코 자키 앱의 기본 구동을 조작할 수 있는 상단 메뉴입니다. 

HOME 폰코 자키 앱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 커진 메인 화면에서 폰트에 관한 풍부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ONT  폰트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지 공지사항이 보이는 창입니다. 폰코의 중요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환경설정 창입니다. 자동 실행, 알림, 표시 방식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1   체크박스 체크 시 컴퓨터 부팅과 함께 폰코 자키 앱이 자동 실행됩니다.
4-2   체크박스 체크 시 잠금 모드로 자동 로그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3   체크박스 체크 시 폰트 사용 기간 만료 전에 알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4   체크박스 체크 시 폰코 자키 앱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4-5   Mac : 체크박스 체크 시 FONT 창에서 폰트 패밀리가 모두 펼쳐진 채 실행됩니다.

 체크박스 체크를 해제하면 FONT 창에서 폰트 패밀리가 닫힌 채 실행됩니다. 

4-6   Win : 체크박스 체크 시 FONT 창에서 폰트 스타일명이 축약형으로 표기됩니다.
 체크박스 체크를 해제하면 FONT 창에서 폰트명이 원본 풀네임으로 표기됩니다.

도움말 도움말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입니다.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문의사항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창입니다. 회원 정보, 폰트 라이선스, 구성원아이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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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메뉴 설명(1)_툴바 
폰트의 다양한 쓰임과 관련된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는 둘바입니다. 

설정값이 적용된 폰트는 하단 미리보기 영역에 출력됩니다.

폰트 검색 폰트명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팬그램 팬그램을 선택하여 폰트의 다양한 쓰임을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정 바를 움직여 폰트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 흑백 반전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 폰트 보기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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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메뉴 설명(2)_선택
해당 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폰트 목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폰트명을 클릭하면 우측 미리보기 영역에 해당 폰트가 출력되며, 

폰트 중복 선택 시 역시 미리보기 영역에서 복수의 폰트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가 가진 전체 폰트 목록을 보여줍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폰트가 활성화됩니다.

콜렉션 폰트~싱글 폰트 내가 가진 폰트를 상품군별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폰트가 활성화됩니다.

전체 폰트 둘러보기 폰트 마켓 폰코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폰트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폰트, 가지지 않은 폰트의 구별 없이 판매 중인 폰트의 전체 목록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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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메뉴 설명(3)_미리보기
해당 탭에서는 다양한 설정값이 적용된 폰트를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생성 개별 폰트의 이름 혹은 웨이트를 클릭하면 폰트 미리보기가 생성됩니다. 

순서 교체 미리보기 영역에 복수의 폰트가 출력되어 있는 경우, 드래그하여 순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복수 선택 -Mac : [command] + 폰트 이름 클릭, [shift] + 폰트 이름 클릭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Win : [control] + 폰트 이름 클릭, [shift] + 폰트 이름 클릭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해제 -Mac : [command] + 선택되어 있는 폰트 이름 클릭으로 미리보기 해제가 가능합니다.

-Win : [control] + 선택되어 있는 폰트 이름 클릭으로 미리보기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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