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
ABBYY® FineReader® 14
중요 사항! ABBYY® FineReader® 14(이하 “본 소프트웨어”로 일컬음)를 설치, 복사 및/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다음의 약관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 복사 또는
사용하면 이러한 약관에 동의함을 나타냅니다.
본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은 귀하, 본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거나 사용 중인 최종 사용자
그리고 ABBYY 사이의 법적 계약입니다.
본 EULA는 "나는 라이선스 계약 약관을 수락합니다" 버튼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 약관에 귀하의 동의를 표명할 때 또는 어떤 식으로든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 복사 또는 사용하기 시작할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귀하가 본 EULA를 읽었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이 약관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EULA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시스템에서 제거하고, 소유하고
있는 본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사본을 지워야 합니다. 본 EULA는 본 EULA 또는 귀하와 ABBYY나
ABBYY 파트너 사이에 이뤄진 별도의 계약에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본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전체
기간 동안 법적 구속력이 있고 본 EULA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라이선스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법과 국제 조약 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고 일부 부분은 특허와 영업비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귀하는 본 EULA가 귀하가 서명한 서면 협상 계약처럼 시행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본 EULA는 귀하를 상대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에 본 소프트웨어 사용 약관을 통제하는 ABBYY나 ABBYY 파트너와의 별도의 서면
계약의 하드 카피가 동봉되어 있다면, 본 EULA 텍스트와 그러한 별도의 서면 계약의 하드 카피
텍스트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서면 계약의 하드 카피 텍스트가 우선합니다.
본 EULA는 여러 언어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의 EULA와 다른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EULA 사이의 해석에 불일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 때문에 그리고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 영어 버전의 EULA가 해석, 시행 또는 본 EULA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모든
분쟁, 클레임 또는 절차를 통제합니다.

정의
"ABBYY"의 의미
본 EULA의 16.1 조항의 경우, 890 Hillview Court, Suite 300, Milpitas, California, 95035,
USA에 등록된 ABBYY USA Software House Inc.,
본 EULA 16.2 조항의 경우, 2-5-14 Shin-Yokohama, Kohoku-ku, Yokohama-shi,

Kanagawa-ken 222-0033, Japan에 등록된 ABBYY Japan Co., Ltd.,
본 EULA의 16.3 조항에 해당되는 ABBYY Europe GmbH의 주소지는 Landsberger
strasse 300 80687 Munich, Germany입니다,
본 EULA 16.4 조항의 경우, Centrum House, 36 Station Road, Egham, Surrey, TW20
9LF, United Kingdom에 등록된 ABBYY UK Ltd.,
본 EULA 제 16.5 조의 경우, Citigroup Building’, Level 13, 2-26 Park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에 등록된 ABBYY PTY Ltd.,
본 EULA의 16.6 조항의 경우, ABBYY LLC, 등록 주소: ul. Otradnaya, dom 2B, building
6, office 12, 127273, Moscow, Russia,
본 EULA의 16.7 조항의 경우, 31, Degtyarevskaya st., Kiev, Ukraine, 03057에 등록된
ABBYY Software House Ukraine,
그리고 다른 모든 경우 Michail Karaoli 2, Egkomi CY 2404, Nicosia, Cyprus에 등록된
ABBYY Solutions Ltd.를 의미합니다.
“ABBYY 파트너”는 직접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하위 재판매자나 하위 유통업자를 통해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복사본을 최종 사용자에게 재판매하고 유통하도록
ABBYY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활성화”는 귀하의 시리얼 번호가 유효하여 라이선스 범위로 허용된 것 이상의 컴퓨터에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인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로 인증을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 과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설치 후에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작동하지 않거나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기능으로 작동하고 제한한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의 통지 없이 기능이 중단됩니다.
"컴퓨터"는 한 개 이상의 CPU(중앙 처리 장치) 코어를 갖추고 있고 운영 시스템을 실행하는 물리적
장치나 가상 기계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구성을 바꾸면(하드 드라이브 포맷과 운영 시스템의 재설치
포함) 컴퓨터가 라이선스 목적을 위해 다른 컴퓨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모든 지적 및 산업 재산권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i)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그에
따른 재발행 그리고 지속 및 부분 지속을 포함한 발명, 발견 및 특허장, (ii) 저작권, (iii) 디자인 및
산업 디자인, (iv) 상표, 서비스 마크, 트레이드 드레스 및 이와 유사한 권리, (v) 노하우, 영업비밀 및
기밀 정보, (vi) 집적회로 지형권 및 마스크 작업권 그리고 (vii) 기타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라이선스"란 본 EULA의 약관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능을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ABBYY에서
귀하에게 부여한 비독점적 제한권을 의미합니다.
“시리얼 번호”는 귀하의
의미합니다.

라이선스나

변수가 유사한

라이선스 세트에 대한 고유의

식별자를

"소프트웨어"는 실행 파일, 도움말, 데모, 샘플 및 기타 파일 그리고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샘플,
이미지, 사진, 애니메이션, 오디오 요소, 비디오 요소, 인쇄 자료 및 기타 소프트웨어 요소를
포함하여(이에 국한하지 않고) ABBYY FineReader 14 컴퓨터 프로그램과 거기에 내장되었거나
온라인이나 그 외 방식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그 외 모든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귀하", "귀하의" 및 "최종 사용자"는 자신이나 자체의 사용을 위해서이지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본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사람이나 기관 그리고 본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사용자를 말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라이선스 부여
1.1

본 EULA의 약관에 따라 ABBYY는 본 EULA, ABBYY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 라이선스 키, 본 소프트웨어 그리고/또는 귀하와 ABBYY 또는 ABBYY
파트너 사이의 별도의 서면 계약에서 제공된 대로 라이선스의 모든 제약 및 범위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제한적이면서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전체적으로는 본
소프트웨어와 별도의 요소 모두 그리고 최종 사용자 문서화에 적용하지만 15조에
명시된 대로 자체의 약관에서 다루고 있고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제 삼자
소프트웨어를 예외로 합니다. 라이선스 범위에 관련한 모든 이슈는 귀하 라이선스
범위에 대한 제한을 우선적으로 하여 해석됩니다. 귀하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귀하
라이선스의 범위에 관한 제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1.1

컴퓨터,

최종

사용자

및

네트워크

액세스

수

귀하

라이선스

범위는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컴퓨터의 수, 본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 수
그리고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한하고

이것은

귀하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 라이선스 유형은 귀하와 ABBYY 또는 ABBYY 파트너 사이의
별도 서면 계약에 그리고 시리얼 번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도움말 메뉴에 표시된 라이선스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1.1.1.1

사용자가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 / "독립형 라이센스"를 보유한 경우, 컴퓨터
1대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ABBYY 또는 ABBYY
파트너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거나 소프트웨어 제공에 따른
기타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단, 16.6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6.6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정용 개인 컴퓨터에서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체나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에서 소유한 컴퓨터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이
법인체와 기관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유형이 "싱글 사용자 라이선스" / "독립형"이고 귀하가 사람일 경우,
귀하 소유의 한 개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한 개의 휴대용 컴퓨터(시스템
요건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랩톱이나 기타
휴대용 장치)에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컴퓨터에 본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컴퓨터에

직접

사용하거나

오직

한

개의

컴퓨터에서 단말기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본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1.1.2

라이선스 유형이 "복수 사용자 라이선스" / "사용자 단위"일 경우, 취득한
라이선스 수만큼 귀하 소유의 여러 컴퓨터에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자는 귀하와 ABBYY 또는 ABBYY
파트너 사이의 별도 계약서나 본 소프트웨어에 동봉된 문서에서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오직 한 개의 컴퓨터를 통해 본 소프트웨어의
설치된 한 개의 복사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1.1.3

라이선스 유형이 "네트워크 라이선스" / "컨커런트"일 경우, 귀하와 ABBYY
또는 ABBYY 파트너 사이의 별도 계약서나 본 소프트웨어에 동봉된
문서에서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귀하 소유의 모든 수의 컴퓨터에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고 취득한 라이선스 수만큼 여러 컴퓨터에 본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1.4

라이선스 유형이 "단말기 서버"일 경우, 단말기 서버에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ABBYY 또는 ABBYY 파트너 사이의
별도 계약서나 본 소프트웨어에 동봉된 문서에서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한 개의 설치한 소프트웨어 복사본에 액세스하는 개별 사용자 총 수는
취득한 라이선스 수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1.2

처리 량. 본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수량 단위(예, 페이지, 단어, 기호)의
수는(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월간이나 연간 같이 특정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수량 단위의 수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수량 단위의 전체 수에 대한
제한처럼 한 개 이상의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나 그 외 수량
단위의 크기 역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3

지속 시간. 본 소프트웨어 사용은 특정 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3.1

본 소프트웨어를 정기 예약 기준으로 취득할 경우1.1.1, 1.1.2 및 1.1.3 항에
명시된 제한에 추가하여 다음의 제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사용자는 제한된
가입 기간 동안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귀하의

정기 예약을 취소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정기
예약을 갱신하기 위해 지불할 때가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불 날짜가
갱신된 가입 기간의 시작 시점입니다. 사용자는 사용자 관리 계정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처음에

가입

자격을

구입한

ABBYY나

ABBYY

파트너에

연락하여 언제든지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는 가입 기간의 만료 때까지 본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ABBYY

나

ABBYY

파트너

사이에

별도의

서면

계약서에서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지불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가입 기준으로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추가 약관은 가입 기준으로 본
소프트웨어를 취득(구입)하기 전에 수락해야 하는 귀하와 ABBYY나 ABBYY
파트너 사이의 추가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1.2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가 비인증 복사와 무제한 사용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공된 시리얼 번호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모든 보호를 받고 있음을 수락합니다. 시리얼 번호는 활성화가
필요하고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활성화는 제
7조에서 명시된 대로 취득(구입)한 본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전체 기술 지원 기간
동안 ABBYY 기술 지원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EULA에서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ABBYY에서 보유합니다. 본
EULA는 ABBYY의 상표와 관련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4

16.6 조항이 적용되고 개인인 경우 본 소프트웨어를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6 조항이 적용되고 법인인 경우, 법인이나 지점 및 대표 사무소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본 소프트웨어를 취득(구입) 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와 ABBYY 사이에
달리 별도 서면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그 지사 혹은 대표
사무소의

직원들은

전세계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소프트웨어가 해당 법인이나 그 지사 혹은 대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에서
취득 및 설치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1.5

본 EULA의 약관을 벗어난 또는 이를 위반한 소프트웨어 또는 구성 요소를 사용하면
ABBYY 및/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며, 그 경우 본 EULA에서
귀하에게 부여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6

본 소프트웨어를 Mware, Citrix 등과 같은 수단을 포함한 가상 환경에서 구축 혹은
사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본 소프트웨어의 제한 범위 또는 허용된 라이선스의
범위를 초과하여 본 소프트웨어에 접속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BBYY가 제공한 동일한 소프트웨어 및/혹은 하드웨어 라이선스 키를 라이선스를

취득한 컴퓨터 수보다 많은 수의 컴퓨터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접속할 수
없으며, 허용된 수 이상의 페이지, 단어 및 문자를 처리하는 데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

인터넷

상의

다운로드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매체(멀티

미디어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신한 매체 수와 유형에 관계없이 라이선스
범위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가됩니다.
2. 사용 제한
2.1

소프트웨어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사용 약관 및 제한 사항은 귀하와 ABBYY나
ABBYY 파트너와의 별도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에 동봉된 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본 EULA에 기술됩니다.

2.2

귀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2.2.1

리버스 엔지니어, 분해, 디컴파일(즉 오브젝트 코드를 복제해서 소스 코드로 전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나 그 일부분의 소스 코드를 추출하려는 행동. 단,
그러한 활동이 이 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수행 가능합니다. 해당 법규에서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 그렇게 발견한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공개를
법에서 요구하고 ABBYY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려야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러한 모든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며 ABBYY의 독점 정보입니다.

2.2.2

본 소프트웨어의 대상 코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고
문서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본 소프트웨어에서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수정하고, 조정하고(본 소프트웨어를 귀하 하드웨어에 실행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변경 포함), 변경하는 행위.

2.2.3

ABBYY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본

소프트웨어를 번역하는 행위.
2.2.4

본 EULA에서 부여한 권리 및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임대, 하위 허가권 부여, 할당 또는 양도하는 행위. 귀하와
ABBYY나 ABBYY 파트너 간의 별도의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컴퓨터에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조항에 설명된 경우 제외2.5).

2.2.5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여러 사용자 시스템, 가상 환경
또는 인터넷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본 소프트웨어를 액세스 및/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2.6

귀하에게 제공되었을 때 본 소프트웨어에 나타나는 저작권, 상표 또는 특허권
고지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가리는 행위.

2.3

ABBYY와 별도의 서면 계약에 서명 없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유료 또는 무료
인식, 변환, 스캐닝 또는 문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인식, 변환,
스캐닝 또는 문서 비교 기능이 핵심 기능인 다른 서비스의 일부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획득한 결과 또는 결과에 대한 액세스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4 ABBYY와 별도의 서면 계약에 서명 없이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건너뛰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합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5 이 소프트웨어는 다른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1회에 한해 영구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이러한 양도에는 ABBYY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양도 시
모든 소프트웨어(모든 사본, 구성 요소, 매체 및 인쇄 자료, 업데이트 포함)와 본
EULA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양도는

위탁

또는

다른

간접적인

양도의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회성 양도의 피양도인은 본 EULA와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양도하지 않는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여 본 EULA의 약관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 양도 시 사용자는 컴퓨터와 LAN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3.

사전 판매, 트라이얼 또는 데모 소프트웨어
3.1

이 라이선스와 함께 받은 소프트웨어가 출시 이전이나 베타 릴리스 소프트웨어이거나,
트라이얼이나 데모, 인증 또는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전체 기능이 제한되어
있거나, "실험 및 구입", "트라이얼", "데모" 라벨이 붙여 있거나, 무료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3 조항은 본 소프트웨어의 전체 버전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구입)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이 본 EULA의 다른 내용 또는 조건과 상반되는 경우 본 조항은
충돌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부 소프트웨어에 관한 다른 약관을
대신합니다.

3.2

제한부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어떠한 보증이나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 보상 없이 제공됩니다. 제한부 소프트웨어가 ABBYY의 최종 소프트웨어가
아니므로 시스템 또는 기타 장애, 데이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버그, 오류 및 기타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제한부 소프트웨어에 어떤
보증도 적용할 수 없으며,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자는 ABBYY가 제목, 상업성,
비침해, 향유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보증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든 종류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증이나 책임 의무를 거부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책임성이 배제될 수 없지만 제한될 수 있는 곳에서 ABBYY의 총 책임성과 그

파트너의 책임성은 미화 50달러 또는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소프트웨어에 귀하가
지급한 총액으로 한정됩니다.
3.3

제한부 소프트웨어는 제한된 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하는 등 기능이 제한될 수 있고
허용된 기능이 만료되면("타임 아웃") 제한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와
사용 능력은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EULA에 따라 사용자 권리는
ABBYY에서 새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만료됩니다.

3.4

상업용으로 출시되지 않는 제한부 소프트웨어.
3.4.1

상업용으로 출시되지 않는 제한부 소프트웨어는 ABBYY의 기밀 정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4.2

상업용으로 출시되지 않는 제한부 소프트웨어에 대해 ABBYY는 약속하거나
보증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용자는 ABBYY가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더욱 개발한다거나 상업용 버전이 향후 발표되거나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거나 보증하지 않음을 인지합니다. ABBYY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와 유사하거나 호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도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관해 실행하는 어떤 사용,
연구나 개발이 전체가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실행됨을 인지합니다.

3.4.3

사용자는

오류 또는 버그 보고서("피드백") 등 제한적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와

사용과 관련하여 ABBYY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피드백의 사용, 게시 및
전파 권리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러한 피드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ABBYY에게 이양 및 승인할 수 있습니다.
3.4.4

상업용으로 출시되지 않는 제한부 소프트웨어의 기밀성과 그 결과:

3.4.4.1

사용자는

상업용으로

출시되지

않은

제한부

소프트웨어에

관련하여

ABBYY가 사용자에게 알려준 서면, 구두 또는 전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제한부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나 그러한 제한부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해 취득한 결과의 품질에 관한 모든 정보, 피드백 그리고
상업용으로 출시되지 않은 제한부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가 발견한 버그,
오류 및 기타 문제점들은 ABBYY의 기밀 정보입니다.
3.4.5

사용자는 기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라는 용어는 구두 제공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복사된 기밀 자료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네트워크상에서 제3자에
임대, 대부, 할당,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6

사용자는 기밀 자료의 공개를 방지하고 기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4.7

사용자는 기밀 자료 공개를 알게 되면 즉시 ABBYY에 알려야 합니다. 3.4.4.1 3.4.6 조항에서 명시한 약관을 어길 경우 사용자는 그러한 위반으로 야기된 모든
손실을 ABBYY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3.4.8

독립형 제품이든 더 큰 제품의 일부이든 제한부 이후 버전이나 그 소프트웨어의
상업용 출시 제품을 받으면 사용자는 ABBYY에서 받은 이전 버전의 제한부
소프트웨어를 모두 반환하거나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3.4.9

별도의 서면 계약에 따라 제한부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그 소프트웨어
사용도 그러한 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호 기밀 유지 계약 같이 별도의 서면
계약의 약관이 본 EULA의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충돌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한도까지 별도의 서면 계약이 소프트웨어에 관한 다른 약관을 대신합니다.

4. 증정용 소프트웨어
4.1

소프트웨어에 "증정용" 또는 "NFR"이라고 표시된 경우 본 EULA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전시, 확인,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업데이트 및 기능 확대
5.1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나 "기능 확대("확대")"의 라벨이 붙여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 및 귀하 라이선스의 범위에 관한 제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1.1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이 업데이트나 기능 확대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ABBYY가 확인한 본 소프트웨어의 이전 버전(업데이트 경우)이나
확장판(기능 확대의 경우)에 대해 라이선스를 소유해야 합니다.

5.1.2

"업데이트"나 "기능 확대"로 표시된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나 기능 확대에 대한
자격 기준이 되는 제품을 대체 및/또는 보완합니다.

5.1.3

이 업데이트나 기능 확대와 함께 제공된 EULA의 약관에 따라 업데이트되거나
확장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2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로 라벨이 붙여 있는 경우, 업데이트 중인 소프트웨어 버전의
지원에 대한 ABBYY의 의무는 업데이트를 사용할 때 종료된다는 것을 귀하는
인정합니다.

6. 업그레이드
6.1

소프트웨어에 "업그레이드"의 라벨이 붙여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 및 귀하

라이선스의 범위에 관한 제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1.1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조건에 따라 업그레이드한 귀하의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와
ABBYY,

ABBYY 파트너간의 서면 계약서에 업그레이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제외되며 EULA 조항 6.1.1.1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1.1.1 이 조항은 기존 소프트웨어 버전을 EULA가 적용되는 현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i) EULA
16.6 조항이 적용되고 (ii) 현재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정가가 아닌 할인가로
구입하여 업그레이드했으며 이 할인 가격은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에서
현재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상기 조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소멸되므로

귀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지하고

컴퓨터나

로컬

네트워크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EULA는 무효로 간주하며,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급한 금액과 현재 버전의
소프트웨어 가격 간의 차액을 지불하지 않는 한, 현재 버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귀하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6.1.2 업그레이드에 대한 사용자 자격 기준을 형성한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사용자와
ABBYY나 ABBYY 파트너 사이 별도의 서면 계약에 의해 금지될 수 있습니다.
7. 기술 지원 및 유지관리
7.1

사용자는 현재의 ABBYY 지원 정책의 조건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기술
지원, 유지관리 또는 전문 서비스("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지원
서비스에 관련하여 사용자와 ABBYY나 ABBYY 파트너 간 실행된 서면 계약에 다라
ABBYY에서 명시한 다른 수준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2

ABBYY 지원 정책의 일반 약관은 ABBYY 웹사이트 www.abbyy.com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ABBYY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지원 정책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7.3

일반 약관 외에, ABBYY는 별도의 계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특정 지역에 특정 지원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7.4

지원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는 추가 소프트웨어

코드 및 소프트웨어 요소는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간주되며 본 EULA의 약관에 따릅니다.
7.5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ABBYY로부터 하드웨어 특성 및 본

소프트웨어의 일련 번호와 이름, 회사명(해당하는 경우), 주소,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와 같은 특정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BBYY는 EULA 18.1
조항에서 설명한 대로 위에 언급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소유권
8.1

ABBYY의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 및 기타 ABBYY 특허, 상표나 저작권 포함)에 대한
어떤 자격도 사용자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의 기간
동안이나 이후에 ABBYY가 소유한 이름, 로고, 상표, 양식이나 디자인, 또는 그와 닮은
이름, 로고, 상표, 양식이나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8.2

사용자의 지적재산권(애플리케이션, 및 특허, 상표나 저작권 포함)에 대한 어떤 자격도
ABBYY에 양도되지 않습니다.

8.3

소프트웨어에는 ABBYY와 제3자에 속한 귀중한 기업 비밀 및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저작권법, 러시아 연방 법률, 국제 협약 조항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취득한 국가의 적용 법을 무제한 포함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8.4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모든 자격 및 지적 재산권은 각 콘텐츠 소유자의 재산이며 해당
저작권법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법과 국제 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EULA는 사용자에게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9. 제한된 보증 권리 포기
9.1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취득(구입)한 국가의 법에 의해 필요할 경우, ABBYY는
취득(구입)할 날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취득(구입)한 국가의 법에서 정한 최소 보증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에 제공된 매체가 일반 사용 시 재료 및 완성도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제 16.6 조에 나열된 국가에서 소프트웨어를 취득(구입)한 경우 이 기간은
취득(구입)한 날부터 30일입니다.

9.2

본 9조에서 명시한 것 외에(제한 보증, 권리 포기) 그리고 사용자 관할 구역에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해 동일한 것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정도까지
모든 보증, 조건, 표현 또는 기간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문서,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를 무제한 포함하는 본 소프트웨어(그 안에 포함된 제3자 소프트웨어 포함)는
"있는 그대로"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ABBYY는 제3자의 비침해, 상업성, 무결성, 품질
만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무제한 포함하는 사안에 대해 보증, 조건, 표현
또는 타협하지 않으며(법, 일반법, 관습, 사용 등에 의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든),
본 소프트웨어는 오류가 없고, 사용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또는

본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할 때 적절하게 기능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ABBYY는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성과
또는 결과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성능과 관련된 모든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ABBYY는 소프트웨어에 제공될 수 있는 제3자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10. 책임 제한
10.1 ABBYY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 영업 방해, 데이터 또는 정보 손실, 어떠한 종류의
청구나 비용, 결과적, 간접적, 부수적, 특별 또는 차별적 손해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수익 손실이나 금전적 손실 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오자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ABBYY가 그러한 피해, 손실, 청구, 비용 또는 제3자에 의한 청구
가능성을 통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술한 제한 사항과 제외
사항은 귀하의 해당 관할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적용됩니다.
본 소프트웨어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된 ABBYY의 단독 및 총체적인 책임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처음 지불한 구매 가격으로 제한됩니다(해당하는 경우).
11.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사용자에 대한 보증 제외 및 제한
11.1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에서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받고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ABBYY는 독일 법에 따라 권장 하드웨어 구성에서 사용할 경우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받은 후 제한된 보증 기간 동안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문서에 명시된
기능("합의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본 조항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제한된 보증 기간"이란 업무용 사용자 또는 법인인 경우 1년이고 업무용 사용자가
아닌 경우 2년입니다. 합의된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변동은 보증 권리로
간주하지 않고 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 제한 보증은 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사전 판매 버전, "트라이얼" 버전, 제품 샘플, "증정용"(NFR) 복사본 등 무료로
사용자에게

제공된

소프트웨어

또는

사용자가

결함을

일으킬

정도로

개조한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에 따른 클레임을 제기하려는 경우, 제한된
보증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와 상품 구매 영수증을 소프트웨어 구입처로 자비로
반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합의된 기능과 크게 다를 경우 ABBYY는
(재실행 방식과 자유재량으로) 소프트웨어를 수리 또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귀하는 구매 가격을 차감(할인)받거나 구매 계약을 취소(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보증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독일 소재 ABBYY 고객 지원
부서로 연락하십시오. ABBYY Europe GmbH, Landsberger strasse 300 80687 Munich,
전화: +49 89 69 33 33 0, 팩스: +49 89 69 33 33 300.
11.2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에서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받고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11.2.1 계약 조항 11.2.2에 따라, ABBYY의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i) ABBYY는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의 부주의한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구매 계약을 시작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피해
금액까지만 책임지며 (ii) ABBYY는 구체적이 아닌 계약상 의무의 부주의한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1.2.2 11.2.1 조항에서 규정한 책임 제한은 강제적인 법적 책임, 특히 독일 제조물
책임법 하의 책임, 특정 보증에 대한 책임,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과실에 대한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2.3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려면 특히 본 EULA의 조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데이터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때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2. 호주에 거주하는 사용자에 대한 보증 제외 및 제한
12.1 호주에서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받고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12.1.1 ABBYY의 상품에는 보증서가 함께 제공되며 이는 호주 소비자 법률에 의거하여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주요 결함에 대해 대체 상품 혹은 환불을 받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이 수용 가능한 품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함이 주요한 결함이 아닌
경우 상품을 수리 또는 교체할 권리가 있습니다.
12.1.2 ABBYY가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명시적인 보증이나 보증을 하는
경우, 그러한 보증을 통해 귀하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호주 소비자 법에 의해
제공받는 다른 권리 및 구제 수단에 추가되는 것이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과 관련된 청구를 하려면, 자신의 비용으로 소프트웨어와 구입
증빙 서류를 구입처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할 수 없을 경우,

ABBYY나 대리점이

소프트웨어를 검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보증 조건에 따라 ABBYY가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결함이 있다고 판정하지 않는 경우 보증에 따른 청구는
유효성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ABBYY 판단 하에),
ABBYY는 (자체 재량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증 관련 정보 확인은 ABBYY PTY Ltd.: Citigroup Building’ Level 13, 2
Park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tel.: +61 (02) 9004 7401; e-mail:
support@abbyy.com로 연락해 주십시오.
12.1.3 경쟁 및 소비자 법 2010(Cth) 또는 기타 그와 유사한 소비자 법규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따라, 귀하는 귀하와 ABBYY나 ABBYY 파트너 간에 체결된 이 EULA나
기타 다른 계약서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제공 혹은 기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혹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 계약, 매출 혹은 데이터의 상실 등

직접적, 특수적, 우발적,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상이나 부상에 대해 귀하가
제기하는 어떠한 청구(계약상, 불법적, 법적 또는 기타 형태의)에 대해서, 그리고
ABBYY의 위반이나 불이행 또는 ABBYY의 태만의 결과 여부에 관계 없이
ABBYY는 책임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귀하와 ABBYY나 ABBYY 파트너 간에
체결된 이 EULA나 기타 다른 계약서에 따른 ABBYY와 ABBYY 파트너의 그러한
계약과 관련하여 여하한 그리고 모든 위반과 어떠한 태만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미화 50달러(U.S. $50) 또는 귀하가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불한 총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국한됩니다.
12.1.4 경쟁 및 소비자 법 2010(Cth) (또는 유사한 법령)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법령이
묵시적으로 보증 위반에 대한 책임 제한을 허용할 경우, ABBYY의 책임은
ABBYY의 선택에 따라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12.1.4.1

상품의 경우, 다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 (i) 상품의 교체 혹은 동급의
상품의 공급, (ii) 상품의 수리, (iii) 상품 교체 혹은 동등한 상품 구입 비용
지불, 또는 (iv) 상품 수리 비용 지불, 그리고

12.1.4.2

서비스의 경우: (i) 서비스 다시 제공, (ii) 또는 서비스를 다시 제공받는 비용
지불.

12.1.5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여하한

약관이나

보증

또는

ABBYY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이 EULA의 여하한 약관도 호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적용되며 이 EULA의 묵시적 약관의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귀하의 법적 권리나
구제수단을 배제, 자격심사 또는 제한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이 배제, 자격 심사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2.1.6 귀하가 소비자(경쟁 및 소비자 법 2010(Cth)에 정의된 바와 같이)인 경우, 이
EULA의 어떤 조항도 호주 소비자 법에 따른 법적 보증 위반에 대해 ABBYY에
대해 갖게 되는 귀하의 권리나 구제 수단을 제약, 제한 또는 수정하지 않으며
그러한 제한, 제약 또는 수정은 경쟁 및 소비자 법 2010(Cth)에 의해 금지됩니다.
13. 미국에서 취득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적 제한
13.1 정부 사용. 라이선스를 받은 소프트웨어와 관련 문서는 "상업용 품목"이고 그 용어는
48 C.F.R. §2.101에 정의되어 있으며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용어들은 해당될 경우 8 C.F.R. §12.212 또는
48 C.F.R. §227.7202에서 사용된 것과 같습니다. 해당될 경우 48 C.F.R. §12.212 또는
48 C.F.R. §227.7202-1에서 227.7202-4까지 해당하는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에는

미국

정부

최종

사용자에게

(a)

상업용

품목으로만 그리고 (b) 본 계약 약관에 따라 다른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권리로만 라이선스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유되는
미공개 권리.
14. 수출 규정, 귀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 또는 획득한 국가의 수출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본
소프트웨어를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해당

법이

소프트웨어를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15. 제3자 소프트웨어

15.1 내장된 글꼴
글꼴 프로그램은 저작권의 적용을 받으며 저작권 소유자는 글꼴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는 글꼴을 PDF 파일에 포함시키기 위해
글꼴 프로그램의 사용 허가를 받은 복사본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ABBYY는 포함된 글꼴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15.2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
15.2.1 Copyright 2000 - 2012 Datalogics, Inc.
Copyright 1984 - 2012 Adobe Systems Incorporated 및 사용 허가자 All rights
reserved.
15.2.2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은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제3자
제품(Adobe 제품 포함)과 관련 문서 그리고 업그레이드, 수정 버전, 업데이트,
추가 제품 및 그에 대한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15.2.3 귀하는 제3자 사용 허가자가 본 소프트웨어 및 문서에 포함된 특정 자산 정보 및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자임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이러한 제3자 사용 허가자는
제3자 수혜자로서 ABBYY의 권리와 그에 따른 귀하의 의무사항을 집행할 수
있고,

그러한

의무에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대한

귀하의

위반에

대해

손해

및

금지명령구제를

않고) 적절한 법적 및 해당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15.2.4 라이선스 부여 및 제한 사항. ABBYY는 귀하에게 본 EULA의 약관에 따라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백업 복사본을 컴퓨터에 설치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의 백업 복사본을 한 부 만들 수 있습니다.
15.2.5 지적 재산권.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은
Datalogics, Adobe 및 제3자와 공급업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제품의 구조, 조직 및

코드는 Datalogics, Adobe 및 제3자와 제품 공급업체들의 소중한 영업비밀입니다.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은 미국 저작권법과 국제 협약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EULA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본 EULA 하에서 허용되는 복사본에는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저작권 및 기타
재산 관련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의 원본
코드를 검색하기 위해 수정, 개정, 번역,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해체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EULA는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에서 어떠한 지적 재산권도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15.2.6 글꼴 라이선스. 문서를 인쇄하고, 보고, 수정하기 위해 귀하의 전자 문서에 글꼴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삽입 권리는 본 라이선스에
따라 인정되거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15.2.7 보증. ABBYY와 해당 공급업체는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행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15.2.8 수출 규정,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은 미국 수출 관리법 또는 기타
수출법, 제약 또는 규정(통칭하여 "수출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다른 국가로
선적, 양도 또는 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은 수출법에 따라 수출 규제 품목으로 밝혀질 경우 귀하는 수출
금지된 국가의 시민이 아니고 그 국가에 거주하지 않으며 수출법에 따라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표명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Datalogics 소프트웨어 및 Adobe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본 EULA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권리가
박탈당한다는 조건 하에 부여됩니다.
15.2.9 준거법. 본 EULA는 명시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된 여하한 사법 관할 구역의
저촉법 규정 또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위한 UN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5.2.10 일반 조항. 본 EULA는 고객으로서 취급하는 어떤 당사자의 법적 권리에도
편견을 두지 않습니다.
15.2.11 상표 여기에 표시된 상표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관련 소유자의 등록
상표이거나 상표입니다.
15.3 Cuminas 소프트웨어

15.3.1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해, 디컴파일(즉 오브젝트 코드를 재생산해서 소스 코드로
전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나 그 일부분의 소스 코드를 추출하려는
행동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행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단, 그러한 활동이
이 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수행 가능합니다. 해당 법규에서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 그렇게
발견한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공개를 법에서
요구하고 ABBYY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려야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러한
모든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며 ABBYY의 독점 정보입니다.
15.3.2 ABBYY와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유료 또는 무료 인식, 변환 또는 스캐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인식,
변환 또는 번역 기능이 핵심 기능인 다른 서비스의 일부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획득한 결과 또는 결과에 대한 액세스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5.3.3 ABBYY는 제3자 권리에 대한 비침해, 상업성, 통합, 만족스런 품질 또는 특정
용도의 적합성 등을 포함한 여하한 문제에 대해 또는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포함하지 않으며, 귀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에 대해 또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될 때 적절히 기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보증, 조건 제시, 대변 혹은 타협 (법령, 보통법, 관습, 용도 또는 기타에
따른 명시적 또는 암시적)을 하지 않습니다. ABBYY는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성과 또는 결과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성능과 관련된 모든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ABBYY는 소프트웨어에
제공될 수 있는 제3자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15.3.4 ABBYY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 영업 방해, 데이터 또는 정보 손실, 어떠한
종류의 청구나 비용, 결과적, 간접적, 부수적 손해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수익 손실이나 금전적 손실 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오자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ABBYY 대리인이 그러한 피해, 손실, 청구, 비용 또는 제3자에 의한
청구 가능성을 통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술한 제한
사항과 제외 사항은 귀하의 해당 관할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적용됩니다. 본 EULA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된 ABBYY의 단독 및
총체적인

책임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처음

지불한

구매

가격으로

제한됩니다(해당하는 경우).
15.3.5 미국에서 취득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
15.3.5.1

정부 사용. 미국 정부나 그 외 미국 정부 기관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적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연방

획득

규정

52.227-14의 데이터의 권리-일반 조항에 정의된 제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2) 정부에 의한 사용, 복제 또는 공개는 (с)(1)(ii) DFARS 252.227-7013의
기술 데이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조항의 소조항에 규정된 제한
사항을 따릅니다.
15.3.5.2

수출 규정, 귀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 또는 획득한 국가의 수출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본 소프트웨어를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해당 법이 소프트웨어를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15.3.6 제3자

코드.

현재

적용

중인

법률

Cuminas

문서

문안은

https://www.cuminas.jp/sdk/fullegalnotes.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4 OpenSSL
15.4.1 OpenSSL 라이선스
Copyright (c) 1998-2011 The OpenSSL Project. All rights reserved.
본 제품에는 OpenSSL Toolkit에 사용하기 위해 OpenSSL Project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http://www.openssl.org/).
Copyright (C) 1995-1998 Eric Young (eay@cryptsoft.com) All rights reserved.
본

제품에는

Eric

Young이

쓴

암호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eay@cryptsoft.com)
Eric Young은 사용한 라이브러리 일부의 저자입니다.
본

제품에는

Tim

Hudson이

쓴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tjh@cryptsoft.com).
Copyright (c) 1998-2016 The OpenSSL Project. All rights reserved.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소스 및 이진 형식의재배포나 사용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조건하에서허용됩니다.
1. 소스 코드의 재배포에는 위의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및 다음의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진 형식의 재배포를 할 경우 위의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및 다음의 고지
사항을배포로 제공된 문서 및/또는 그 외 자료에서복제해야 합니다.

3.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사용을

언급하는모든

광고

자료는

아래의

인지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OpenSSL Toolkit에서 사용하기 위해OpenSSL Project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openssl.org/)"
4. "OpenSSL Toolkit" 및 "OpenSSL Project" 이름은 사전 서면 허가 없이본
소프트웨어에서 파상핸 제품을 보증하고 홍보하기 위해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면
허가를 받으려면openssl-core@openssl.org로 연락하십시오.
5.

본

소프트웨어에서

파생한

제품은

OpenSSL

Project

사전

서면

동의

없이"OpenSSL"로 부를 수 없고 "OpenSSL"를 그것의 이름에표시할 수 없습니다.
6.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형식의 재배포에는 다음의 인지내용을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OpenSSL Toolkit에서 사용하기 위해OpenSSL Project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http://www.openssl.org/)."
본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OpenSSL PROJECT에서 제공하고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 및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떠한 명시적

또는

PROJECT나기여자는
소프트웨어의

묵시적

보증도부인합니다. 어떠한

손해의

가능성에

사용으로부터

대해

제기되는(태만

자문을

경우에도
받았다고

등을 포함하여)

OpenSSL
할지라도본

계약

내의

책임

이론,엄격한 책임성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되는(대체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나 수익의 손실, 또는 영업 방해를 포함하지만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간접적, 우발적,특별한, 명시적 또는 인과적인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제품에는 Eric
(eay@cryptsoft.com).
본

Young이

제품에는

쓴

Tim

암호

소프트웨어가

Hudson이

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있습니다(tjh@cryptsoft.com).

15.4.2 Original SSLeay License
Copyright (C) 1995-1998 Eric Young (eay@cryptsoft.com)
All rights reserved.
본 패키지는 Eric Young이 쓴 SSL실행 프로그램입니다(eay@cryptsoft.com).

실행 프로그램은 Netscapes SSL로 확인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다음의

조건을

따르는

한

상업

및

비상업용

사용을

위해무료입니다. 다음의 조건들은RC4, RSA, Ihash, DES 등의 코드뿐만 아니라
SSL 코드일 경우본 배포에서 보이는 모든 코드에 적용됩니다. 이 배포와 함께
포함된SSL 문서는 소유자가 Tim Hudson이라는 것만 제외하고동일한 저작권
조건이 적용됩니다(tjh@cryptsoft.com).
저작권에는

Eric

저작권이

Young의

유지되고

코드에

그러한

저작권

통지는제거되지 않습니다.
본 패키지를 제품에 사용할 경우, Eric Young은 사용한 라이브러리 부분의
저자로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시작이나 패키기로 제공 받은문서에서(온라이이나 문자) 문자
메시지 형태일 수 있습니다.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소스 및 이진 형식의재배포나 사용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조건하에서허용됩니다.
1. 소스 코드의 재배포에는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및 다음의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진 형식의 재배포를 할 경우 위의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및 다음의 고지
사항을배포로 제공된 문서 및/또는 그 외 자료에서 재생해야 합니다.
3.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사용을

언급하는

모든

광고

자료는아래의

인지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Eric

Young이

쓴

암호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eay@cryptsoft.com)"'암호' 단어는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루틴이
관련된 암호가 아니라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앱 디렉토리에서 Windows 별 코드(또는 그에 따른 파생)를 포함하고 있다면
다음의 인지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Tim

Hudson이

쓴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tjh@cryptsoft.com)"
본 소프트웨어는 ERIC YOUNG에 의해 "있는 그대로" 제공되고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 및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나 기여자는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제기되는(태만

자문을
등을

받았다고

포함하여)

계약

할지라도본
내의

소프트웨어의

책임

이론,엄격한

사용으로부터
책임성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되는(대체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나 수익의
손실,

또는

영업

방해를

포함하지만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간접적,

우발적,특별한, 명시적 또는 인과적인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이 코드의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전이나 파생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및
베포 조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코드는 간단하게 복사할 수 없고 다른
배포 라이선스에 놓을 수 없습니다.
15.5 PDF-XChange
15.5.1 라이선스 부여 및 제한 사항. ABBYY는 본 EULA의 약관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통합된 PDF-XChange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백업
복사본을

컴퓨터에

설치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에

통합된

PDF-XChange의 백업 복사본을 한 부 만들 수 있습니다.
15.5.2 지적 재산권. 소프트웨어에 통합된 PDF-XChange는 Tracker Software Products
Ltd와 해당 공급자가 소유하며 구조, 구성 및 코드는 Tracker Software Products
Ltd와 해당 공급자의 귀중한 기업 비밀입니다. 또한 PDF-XChange는 미국
저작권법과 국제 협약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EULA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소프트웨어에

통합된

PDF-XChange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본 EULA 하에서 허용되는 복사본에는 본 소프트웨어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저작권 및 기타 재산 관련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에
통합된 PDF-XChange 원본 코드를 검색하기 위해 수정, 개정, 번역,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해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EULA는

PDF-XChange에서

어떠한

지적

재산권도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15.5.3 수출 규정, 귀하는 PDF-XChange가 미국 수출 관리법 또는 기타 수출법, 제약
또는 규정(통칭하여 "수출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다른 국가로 선적, 양도
또는 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소프트웨어에 통합된
PDF-XChange가 수출법에 따라 수출 규제 품목으로 밝혀질 경우 귀하는 수출
금지된 국가의 시민이 아니고 그 국가에 거주하지 않으며 수출법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에 통합된 PDF-XChange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증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에 통합된 PDF-XChange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본 EULA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권리가 박탈당한다는 조건
하에 부여됩니다.
15.5.4 상표 PDF-XChange 드라이버는 영국, 캐나다 및/또는 그 외 국가에서 Tracker

Software Products Ltd의 등록 상표이거나 상표입니다.
15.6 Chrome V8
Copyright 2006-2011, V8 프로젝트 저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4, V8 프로젝트 저자. All rights reserved.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소스 및 이진 형식의재배포나 사용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허용됩니다:


소스 코드의 재배포에는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및 다음의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진 형식의 재배포를 할 경우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및 배포로 제공된
문서 및/또는 기타 자료의 다음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Google

Inc.의

이름이나

기여자들의

이름은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와 기여자에 의해 "있는 그대로" 제공되고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 및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든 명시적
또는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나기여자는 (대체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나 수익의 손실,또는 영업 방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간접적, 우연의,특별한, 명시적 또는 인과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또한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해도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제기되는 (태만이나 그 외 포함)계약상의
책임 이론, 엄격한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7 Chrome V8 / Strongtalk
Copyright (c) 1994-2006 Sun Micro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소스 및 이진 형식의
재배포 및 사용은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 허용됩니다:
소스 코드의 재배포에는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리스트 그리고 다음의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진 형식의 재배포를 할 경우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리스트 및 배포로 제공된
문서 및/또는 기타 자료의 다음의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Sun

Microsystems의

이름이나

기여자들의

이름은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와 기여자에 의해 "있는 그대로" 제공되고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 및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나여자는

(대체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나 수익의 손실,또는 영업 방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직접적, 간접적, 우연의, 특별한, 명시적 또는 인과적인 손해에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의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제기되는 (태만이나 그 외 포함) 계약상의
책임 이론,엄격한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8 Adobe Glyph List
15.8.1 Copyright (c) 1997,1998,2002,2007 Adobe Systems Incorporated
이에 본 문서 파일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문서의 사본을 사용,
복사, 출판, 배포, 사용권 부여 및/또는 판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제됩니다.
- 이 문서의 개정, 수정 또는 기타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의 저작권 통지 및 이 허가 통지는 모든 문서 사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문서 파일의 사본을 취득한 사람 누구에게나 무료로 허가가
부여되어 이 문서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파생 작업을 창작하여 이 파생작업을
사용, 복사, 출판, 배포, 사용권 허가 및/또는 판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그에 대란 전제조건으로는 파생 작업이 이 문서의
사본이나 버전인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Adobe는 이러한 손해 가능성에 대해 통보를 받았거나 알았을 이유가 있다고
해도 불법행위(태만이나 무과실 책임을 무제한 포함하여) 계약 또는 기타 법적
내지는 이에 유사한 배경에 근거하여 수익이나 수입의 어떤 손실에 대해서도
또는 간접적, 우발적,, 인과적 또는 기타 유사한 손해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dobe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특히 Adobe는 Adobe
자료에 관련하여 제 3자의 특정 목적이나 비침해에 대해 판매 가능성이나
적합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이에 국한하지 않고) Adobe 자료에 관한 모든
명시적, 법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거부합니다.
15.9 Little Color Management System
Copyright (c) 1998-2013 Marti Maria Saguer

이에 따라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 문서 파일("소프트웨어")를 취득한 사람에게 무료로
부여되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이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사용, 복사, 수정, 통합, 게재,
배포,

사용권

부여

및/또는

판매할

권리를

무제한

포함하여

제한

없이

이

소프트웨어를 취급할 수 있고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합니다.
위의 저작권 통지 및 이 허가 통지는 이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이나 실질적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위의 저작권 통지 및 이 허가 통지는 이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이나 실질적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여하한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나 저작권 소유자는 계약 행위, 불법 행위 등에
상관 없이 이 소프트웨어나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기타 취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클레임, 손해 또는 기타 책임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10 Haval
Copyright (c) 2003 Calyptix Security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 코드는 Yuliang Zheng이 Calyptix Security Corporation에 기여한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됩니다. 수정이 있든 없든 소스 및 이진 형식의 배포 및 사용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1. 소스 코드의 재배포에는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그리고 다음의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진 형식의 재배포를 할 경우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및 배포로 제공된
문서 및/또는 기타 자료의 다음의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Calyptix Security Corporation의 이름이나 기여자들의 이름은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소유자와 기여자들에 의해 "있는 그대로" 제공되고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과 적합성의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나 기여자는 (대체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나 수익의 손실, 또는 영업 방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간접적, 우발적, 특수적, 명시적 또는 인과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제기되는 (태만이나 그 외 포함) 계약상의

책임 이론, 무과실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11 Microsoft Corporation
15.11.1 Microsoft® Visual Studio® 2015를 사용하여 구축된 C++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Microsoft Corporation의 기술과 15.11.1.1 문단에 열거된 구성요소(이하,
"Microsoft

사용합니다.

Technologies")를

Microsoft

Technologies는

Microsoft

Technologies에 동봉된 Microsoft Software License Terms에 의거하여 배포됩니다.
15.11.1.1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Microsoft Corporation의 기술:
 Microsoft Visual C++ 2015 런타임 라이브러리
©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는 및 Visual Studio는
Microsoft Corporation이 미국 및/혹은 기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15.11.1.2 Microsoft Technologies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Microsoft Software 라이선스 약관 및 본 EULA에서만 귀하에게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할 권리를 일부 제공합니다. Microsoft가 다른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에 따라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Microsoft Software 라이선스
조건 및 이 EULA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특정한 방법으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Microsoft

Technologies의

기술적

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microsoft.com/licensing/userights를
참고하십시오. 금지 사항:


Microsoft Technologies의 기술 한계를 벗어난 작업,



Microsoft Technoligies를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해체하는 것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코드를 끌어내기 위한 시도,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i)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용법에서 허용하는 것
또는 (ii) Microsoft Technologies와 함께 포함되고 여기에 관련된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라이브러리에
변경사항을 디버그해야 하는 경우



Microsoft Technologies에서 Microsoft나 해당 공급자에 통지를 제거,
최소화, 차단 또는 수정하는 것



법에 저촉되는 방식으로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하는 것



Microsoft Technologies를 공유, 발행, 대여 또는 임대하는 것 또는
Microsoft Technologies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형
호스트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것

15.11.1.3 문서화. 귀하의 컴퓨터나 내부 네트워크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귀하의 내부, 참고 목적으로 문서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11.1.4 증정용 소프트웨어. "NFR" 또는 "증정용"으로 표시된 소프트웨어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15.11.1.5 Microsoft Technologies에는 별도의 법적 통지서와 함께 제3자 요소가
포함될 수 있고 Microsoft Technologies와 동봉된 제3자 통지서 파일에
설명된 대로 다른 계약에 의해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가 다른
계약에 의해 통제된다고 할지라도 아래의 손해에 대한 권리 포기와 제한 및
배제도 적용됩니다.
15.11.1.6 수출 제한 사항. Microsoft technologies, 온라인 서비스, 전문 서비스 및 관련
기술은 미국 수출 관할권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미국 수출 관리 규정, 국제
무기 규제법, 외국 자산 통제 승인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과 Microsoft 제품,
서비스 및 기술에 관련된 다른 정부의 최종 사용자, 최종 사용 및 대상
제한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모든 국제 및 국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www.microsoft.com/exporting을 참조하십시오.
15.11.1.7 지원 서비스. Microsoft는 Microsoft technologies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설명한

대로

공급자를

통해

www.support.microsoft.com/common/international.aspx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11.1.8 손해의

한도

MICROSOFT

및

제외

귀하는

TECHNOLOGIES에

MICROSOFT와
지불한

해당

금액 한도까지

직접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 수익 손실, 특별, 간접 또는 부수적 손해를
포함하여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a) 제3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Microsoft technologies, 서비스,
콘텐츠(코드 포함)에 관련된 모든 것 또는 b) 제3자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적용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계약 위반, 보증이나 보장 또는 조건의
위반, 무과실 책임, 태만 또는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클레임에 적용됩니다.
또는 이 한도는


Microsoft technologies에 대한 수리, 교체 또는 환불이 손실에 대해
귀하에게 충분히 보상하지 않을 경우



또는 Microsoft가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만 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일부 국가는 부수적 또는 인과적 손해에 대한 배제나 한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한도나 제 귀하의 국가에서 부수적, 결과적 혹은 기타
손해에 대한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한도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11.2 압축된 이미지 파일을 진행하려면, 15.11.2.1 항에 열거된 Microsoft Corporation의
기술이나 해당 구성요소(이하, "Microsoft Technologies")을 사용합니다. Microsoft
Technologies는 Microsoft Technologies에 동봉된 Microsoft Software License
Terms에 의거하여 배포됩니다.
15.11.2.1 본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Microsoft Corporation의 기술:
- MICROSOFT HD PHOTO 1.O DEVICE PORTING KIT (A.K.A. MICROSOFT
WINDOWS MEDIA PHOTO 1.0 DEVICE PORTING KIT)
© 2005-2006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는 Microsoft
Corporation이 미국 및/혹은 기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15.11.2.2 Microsoft Technologies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Microsoft Software 라이선스 약관 및 본 EULA에서만 귀하에게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할 권리를 일부 제공합니다. Microsoft가 다른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에 따라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Microsoft Software 라이선스
조건 및 이 EULA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특정한 방법으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Microsoft

Technologies의

기술적

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지 사항:
* Microsoft Technologies를 원래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Microsoft
Technologies의 용도는 Microsoft Technologies에서 제공하는 사양(들)에 명시된
대로 HD Photo 1.0 파일 형식(별칭, Windows Media Photo 1.0 파일 형식)을
준수하고 지원하는 XML Paper Specification 제품의 HD Photo 인코더 및/혹은
디코더 실행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사하도록 Microsoft Technologies를 게시하는 행위.



Microsoft Technologies를 임대, 대여 또는 대부,



Microsoft

Technologies

또는

Microsoft

Software

License

Terms을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15.11.2.3 문서화. 귀하의 컴퓨터나 내부 네트워크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귀하의 내부, 참고 목적으로 문서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용도로 문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15.11.2.4 수출 제한 사항. Microsoft Technologies는 미국 수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는 Microsoft Technologies에 적용되는 모든 국내 및 국제 수출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에는 목적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는

www.microsoft.com/exporting을 참고하십시오.
15.11.2.5 지원 서비스. Microsoft Technologies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므로 Microsoft는
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11.2.6 보증의 부인. Microsoft Technologies는 "있는 그대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Microsoft는
어떠한 명시적 보증, 보장 또는 조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는
Microsoft Software License Terms과 본 EULA로 바꿀 수 없는 귀하의 현지
법에 따른 별도의 소비자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역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Microsoft는 상업성,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배제합니다.
15.11.2.7 보상 및 손해의 한도 및 제외. 귀하는 Microsoft 및 그 공급자로부터 최대
미화 5달러까지 직접 손해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 수익 손실,
특별, 간접 또는 부수적 손해를 포함하여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의 적용 대상:


Microsoft Technologies, 서비스, 제3자 인터넷 사이트 또는 제3자
프로그램의 콘텐츠(코드 포함)과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계약 위반, 보장, 보증 혹은 조건의 위반, 무과실 책임, 과실 또는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기타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청구



이는 Microsoft가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만 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귀하의 국가에서 부수적, 결과적

혹은 기타 손해에 대한 제외나 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한도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11.3 Microsoft

Outlook

Corporation의

통합을

기술이나

지원하려면,

해당

15.11.3.1

구성요소(이하,

항에

열거된

"Microsoft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합니다. Microsoft Technologies는 Microsoft Technologies에 동봉된 Microsoft
Software License Terms에 의거하여 배포됩니다.
15.11.3.1 본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Microsoft Corporation의 기술:
- MICROSOFT Outlook 2010: MAPI Header Files
© 2009-2010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는 Microsoft
Corporation이 미국 및/혹은 기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15.11.3.2 Microsoft Technologies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Microsoft Software 라이선스 약관 및 본 EULA에서만 귀하에게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할 권리를 일부 제공합니다. Microsoft가 다른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에 따라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Microsoft Software 라이선스
조건 및 이 EULA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특정한 방법으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Microsoft

Technologies의

기술적

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지 사항:


Microsoft Technologies의 기술 한계를 벗어난 작업,



Microsoft Technologies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해체,

그러나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용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까지
예외로 함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EULA에서 명시되거나 적용법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Microsoft Technologies를 복사



다른 사람이 복사하도록 Microsoft Technologies를 공개



Microsoft Technologies를 임대, 대여 또는 임차



상업용 소프트웨어 호스트 서비스를 위해 Microsoft Technologies의 사용

15.11.3.3 문서화. 귀하의 컴퓨터나 내부 네트워크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귀하의 내부, 참고 목적으로 문서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용도로 문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15.11.3.4 수출 제한 사항. Microsoft Technologies는 미국 수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는 Microsoft Technologies에 적용되는 모든 국내 및 국제 수출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에는 목적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는

www.microsoft.com/exporting을 참고하십시오.
15.11.3.5 지원 서비스. Microsoft Technologies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므로 Microsoft는
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11.3.6 보증의 부인. Microsoft Technologies는 "있는 그대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Microsoft는
어떠한 명시적 보증, 보장 또는 조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는
Microsoft Software License Terms과 본 EULA로 바꿀 수 없는 귀하의 현지
법에 따른 별도의 소비자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역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Microsoft는 상업성,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배제합니다.
15.11.3.7 보상 및 손해의 한도 및 제외. 귀하는 Microsoft 및 그 공급자로부터 최대
미화 5달러까지 직접 손해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 수익 손실,
특별, 간접 또는 부수적 손해를 포함하여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의 적용 대상:


Microsoft Technologies, 서비스, 제3자 인터넷 사이트 또는 제3자
프로그램의 콘텐츠(코드 포함)과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계약 위반, 보장, 보증 혹은 조건의 위반, 무과실 책임, 과실 또는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기타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청구

이는 Microsoft가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만
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귀하의 국가에서 부수적, 결과적 혹은 기타
손해에 대한 제외나 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한도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11.4 Microsoft 개발 도구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Windows-원산의 XML-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면, 15.11.4.1 항에 열거된

Microsoft Corporation의

기술이나 해당 구성요소(이하,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합니다. Microsoft

Technologies는 Microsoft Technologies에 동봉된 Microsoft Software License
Terms에 의거하여 배포됩니다.
15.11.4.1 본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Microsoft Corporation의 기술:
- MICROSOFT XML CORE SERVICES (MSXML) 6.0
© Microsoft Corporation. 1981-2008.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는 Microsoft
Corporation이 미국 및/혹은 기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15.11.4.2 Microsoft Technologies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Microsoft Software 라이선스 약관 및 본 EULA에서만 귀하에게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할 권리를 일부 제공합니다. Microsoft가 다른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에 따라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Microsoft Software 라이선스
조건 및 이 EULA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귀하는 특정한
방법으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기술적 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microsoft.com/licensing/userights를
참고하십시오 . 금지 사항:


Microsoft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Microsoft Technologies의 벤치마킹
테스트 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



Microsoft Technologies의 기술 한계를 벗어난 작업,



Microsoft Technologies를
그러나

이

제한에도

리버스 엔지니어링,

불구하고

적용법에서

디컴파일 또는 해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예외로 함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EULA에서 명시되거나 적용법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Microsoft Technologies를 복사,



다른 사람이 복사하도록 Microsoft Technologies를 게시하는 행위,



Microsoft Technologies를 임대, 대여 또는 임차,



상업용 소프트웨어 호스트 서비스를 위해 Microsoft Technologies의 사용.

15.11.4.3 문서화. 귀하의 컴퓨터나 내부 네트워크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귀하의 내부, 참고 목적으로 문서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용도로 문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15.11.4.4 수출 제한 사항. Microsoft Technologies는 미국 수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는 Microsoft Technologies에 적용되는 모든 국내 및 국제 수출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에는 목적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는

www.microsoft.com/exporting을 참조하십시오.
15.11.4.5 지원 서비스. Microsoft Technologies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므로 Microsoft는
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11.4.6 보증의 부인. Microsoft Technologies는 "있는 그대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Microsoft는
어떠한 명시적 보증, 보장 또는 조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는
Microsoft Software License Terms과 본 EULA로 바꿀 수 없는 귀하의 현지
법에 따른 별도의 소비자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역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Microsoft는 상업성,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배제합니다.
15.11.4.7 보상 및 손해의 한도 및 제외. 귀하는 Microsoft 및 그 공급자로부터 최대
미화 5달러까지 직접 손해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 수익 손실,
특별, 간접 또는 부수적 손해를 포함하여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의 적용 대상:


Microsoft Technologies, 서비스, 제3자 인터넷 사이트 또는 제3자
프로그램의 콘텐츠(코드 포함)과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계약 위반, 보장, 보증 혹은 조건의 위반, 무과실 책임, 과실 또는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기타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청구

이는 Microsoft가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만
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귀하의 국가에서 부수적, 결과적 혹은 기타
손해에 대한 제외나 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한도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11.5 C++ Windows-출처의
열거된

Microsoft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려면, 15.11.5.1 항에

Corporation의

기술이나

해당

구성요소(이하,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합니다. Microsoft Technologies는 Microsoft Technologies에
동봉된 Microsoft Software License Terms에 의거하여 배포됩니다.

15.11.5.1 본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Microsoft Corporation의 기술:
- Microsoft Universal CRT Library
©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는

Microsoft

Corporation이 미국 및/혹은 기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15.11.5.2 Microsoft Technologies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Microsoft Software 라이선스 약관 및 본 EULA에서만 귀하에게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할 권리를 일부 제공합니다. Microsoft가 다른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에 따라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Microsoft Software 라이선스
조건 및 이 EULA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귀하는 특정한
방법으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기술적 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지 사항:


Microsoft

.NET

제외하고,

Framework를

Microsoft

Technologies의

벤치마킹 테스트 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려면 Microsoft의 사전 서면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Microsoft Technologies의 기술 한계를 벗어난 작업,



Microsoft Technologies를
그러나

이

제한에도

리버스 엔지니어링,

불구하고

적용법에서

디컴파일 또는 해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예외로 함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EULA에서 명시되거나 적용법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Microsoft Technologies를 복사,



다른 사람이 복사하도록 Microsoft Technologies를 게시하는 행위,



Microsoft Technologies를 임대, 대여 또는 임차,



Microsoft

Technologies

또는

Microsoft

Software

License

Terms을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상업용 소프트웨어 호스트 서비스를 위해 Microsoft Technologies를 사용

15.11.5.3 문서화. 귀하의 컴퓨터나 내부 네트워크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귀하의 내부, 참고 목적으로 문서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용도로 문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15.11.5.4 수출 제한 사항. Microsoft Technologies는 미국 수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는 Microsoft Technologies에 적용되는 모든 국내 및 국제 수출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에는 목적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는

www.microsoft.com/exporting을 참고하십시오.
15.11.5.5 지원 서비스. Microsoft Technologies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므로 Microsoft는
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11.5.6 보증의 부인. Microsoft Technologies는 "있는 그대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Microsoft는
어떠한 명시적 보증, 보장 또는 조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는
Microsoft Software License Terms과 본 EULA로 바꿀 수 없는 귀하의 현지
법에 따른 별도의 소비자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역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Microsoft는 상업성,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배제합니다.
15.11.5.7 보상 및 손해의 한도 및 제외. 귀하는 Microsoft 및 그 공급자로부터 최대
미화 5달러까지 직접 손해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 수익 손실,
특별, 간접 또는 부수적 손해를 포함하여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의 적용 대상:


Microsoft Technologies, 서비스, 제3자 인터넷 사이트 또는 제3자
프로그램의 콘텐츠(코드 포함)과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계약 위반, 보장, 보증 혹은 조건의 위반, 무과실 책임, 과실 또는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기타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청구

이는 Microsoft가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만
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귀하의 국가에서 부수적, 결과적 혹은 기타
손해에 대한 제외나 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한도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12 Miama Nueva, Pecita, Bad Script Regular 글꼴
15.12.1 Miama Nueva Copyright (c) 2014, Linus Romer, with Reserved Font Name Miama
Nueva.

15.12.2 Pecita 저작권
(c) 2009-2015, Philippe Cochy, (http://pecita.eu), with Reserved
Font Name Pecita.
저작권

15.12.3 Bad Script Regular
Font Name "Bad Script".

(c) 2011, Cyreal (www.cyreal.org) with Reserved

15.12.4 본 글꼴 소프트웨어는 SIL Open Font License, Version 1.1에 의해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 라이선스는 아래에 복사되어 있고 또한 다음의 사이트에 FAQ와 함께 입수할
수 있습니다. http://scripts.sil.org/OFL
15.12.5 SIL OPEN FONT LICENSE 버전 1.1 - 2007년 2월 26일
15.12.5.1 서문
Open Font License(OFL)의 목표는 공동 글꼴 프로젝트 개발을전세계에
촉진하고, 학술 및 언어 공동체의 글꼴창작 노력을 지원하고, 글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파트너십으로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무료의 공개 틀을
제공하는것입니다.
OFL을 통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글꼴은 스스로 판매되지 않는 동안무료로
사용하고, 연구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글꼴을포함한 글꼴은
예약된

이름이

파생

작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번들로

제공되고,

삽입되고, 재배포되고, 그리고/또는 판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꼴과
파생 제품은다른 유형의 라이선스 하에서는 출시될 수 없습니다. 글꼴을 본
라이선스 하에서 잔류할 요건은 글꼴이나 그 파생 제품을 사용하여 창작한
어느 문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5.12.5.2 정의
"글꼴 소프트웨어"는 본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권 소유자(들)가 출시하고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한 파일 세트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스
파일, 구축 스크립트 및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유된 글꼴 이름"은 저작권 성명서(들)에 따라 그와 같이 지정한 이름을
말합니다.
"원본 버전"은 저작권 소유자(들)가 배포한 대로 글꼴 소프트웨어 요소의
컬렉션을 말합니다.
"수정

버전"은

서식을

바꾸거나

글꼴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환경으로

복사하여

원본

버전의

요소를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만든 파생 제품을 말합니다.
"저자"는 글꼴 소프트웨어 에 기여한 디자이너,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기술
작가나 그 외 사람들을 말합니다.
15.12.5.3 허가 및 조건
허가는 글꼴 소프트웨어의 수정본과 미수정본을 사용, 연구, 복사, 통합,
삽입, 수정, 재배포 및 판매하도록 글꼴 소프트웨어 사본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부여됩니다. 그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본이나 수정 버전에서 글꼴 소프트웨어나 해당 개별 요소의어떤 것도
자체적으로 판매될 수 없습니다.
2) 글꼴 소프트웨어의 원본이나 수정 버전은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번들로 제공,재배포 및/또는 판매될 수 있습니다. 단 그에 대한 조건은 각
사본에 위의 저작권 통지와 이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이 필드를 쉽게 볼 수 있는 동안 텍스트나 이진 파일 내에
독립형 텍스트 파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머리글 또는 적합한 기계 가독성
메타데이터 필드로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글꼴 소프트웨어의 수정 버전은 해당 저작권자가 명백한 서면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보유한 글꼴 이름(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사용자에게 제시된 것처럼 기본 글꼴 이름에도 적용됩니다.
4) 저작권자(들)의 이름(들)이나 글꼴 소프트웨어의 저자(들)는 어떤 수정
버전도

홍보,

보증

또는

광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저작권자(들)와 저자(들)의 기여(들)을 인정하는 것과 그들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수정 또는 미수정 글꼴 소프트웨어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이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되어야 하며, 다른 라이선스에 따라서 배포되어서는
안됩니다. 글꼴이 이 라이선스에 따라 잔류할 요건은 글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창작된 어느 문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5.12.5.4 종료
본 라이선스는 위의 조건들 중 어느 것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15.12.5.5 면책 조항
글꼴 소프트웨어는 특정 목적에 대한 상업성 및 적합성 그리고 저작권,
특허, 상표나 기타 권리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글꼴 소프트웨어 사용이나 사용 불능 또는 글꼴 소프트웨어의
다른 취급으로부터 제기되는 일반, 특수, 간접적,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행위나 계약을 막론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클레임,
손해나 기타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13 JasPer License Version 2.0
Copyright (c) 2001-2006 Michael David Adams
Copyright (c) 1999-2000 Image Power, Inc.
Copyright (c) 1999-2000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ll rights reserved.
이에 , 이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사용, 복사, 수정, 통합, 발행, 배포 및/또는 판매할 수
있고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권리를 무제한
포함하여 이 소프트웨어를 제한 없이 취급하도록 이 소프트웨어 사본과 관련 문서
파일("소프트웨어")을 취득한 사람("사용자")에게 허가를 무료로 부여하되 이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저작권 통지 및 이 허가 통지(아래의 면책 조항 포함)는 이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이나 구성요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름은 특정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보증의 면책 조항은 이 라이선스의 필수적 요소를 구성합니다. 이에 따라 이
소프트웨어 사용은 이 면책 조항 없이는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에 의해 특정 목적에 대한 상업성과 적합성 그리고 제3자 권리의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어떤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이나
실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클레임, 또는 특별, 간접적 또는 인과적 손해, 또는 행위나
계약에 상관 없이 사용, 데이터 또는 수입의 손해, 과실 또는 기타 불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소프트웨어가 다른 기관의 특허나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작권자는 확약하지 않습니다. 각 저작권자는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해 다른 기관이 제기한 클레임에 대해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도
거부합니다. 여기에 부여된 권리를 실행하는 조건으로서, 각 사용자는 단독으로

책임으로 (있을 경우)

필요한 다른 저적재산권을

보장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고장이 곧바로 개인 부상이나 심각한 육체적 또는 환경적
손상("고 위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시설의 작동, 항공기 내비게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항공 운행 제어 시스템, 직접적인 생명유지 장치 또는 무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같이 고장에 내성이 있거나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스템 용도가 아닙니다. 저작권자는 특히 고위험 활동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거부합니다.
15.14 JPEG2000 이미지 형식으로 작업:
이 SOFTWARE의 일부: copyright © 2013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ll rights
reserved.
15.15 Intel® Performance Primitives:
© 2002-2008 Intel Corporation. Intel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Intel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15.16 Independent JPEG Group의 JPEG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는 부분적으로 Independent JPEG Group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5.17 MD5C.C - RSA Data Security, Inc., MD5 message-digest algorithm
Copyright (C) 1991-2, RSA Data Security, Inc. Created 1991. All
rights reserved.
본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고 사용할 라이선스는 본 소프트웨어나 이 기능을 언급하거나
참조하는

모든

자료에서

"RSA

Data

Security

Inc.

MD5

메시지-다이제스트

알고리듬"으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공됩니다.
또한 라이선스는 파생 작업을 만들고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그에 대한 전제조건은 이
파생 작업이 파생된 작업을 언급하고 참조하는 모든 자료에서 "RSA Data Seurity, Inc.
MD5 메시지-다이제스트 알고리듬에서 파생됨"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RSA Data Security, Inc.는 특정 목적에 대해 이 소프트웨어의 상업성이나 안정성에
대해 어떤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유형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이 통지서는 본 문서 및/또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모든 사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5.18 Unicode® 지원:
Copyright © 1991-2016 Unicode, Inc. All rights reserved.

http://www.unicode.org/copyright.html의 사용 약관에 따라 배포됨.
Unicode 데이터 파일 사본과 관련 문서("데이터 파일") 또는 Unicode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소프트웨어")를 입수한 모든 사람들에게 데이터 파일이나 소프트웨어
사본을 사용, 복사, 수정, 병합, 출판, 배포 및/혹은 판매 권리 등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데이터 파일이나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도록 하고,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대상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에 무료로 허락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a) 이 저작권 및 허가 고지가 모든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사본에
명시될 것, (b) 이 저작권 및 허가 고지가 관련 문서에 명시될 것 그리고 (c) 각 수정된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파일(들)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서에 데이터 파일 혹은 소프트웨어가 수정되었음이 분명하게 고지될 것.
데이터 파일과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 및 외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등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여하한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고지에 포함된 저작권 소유자 혹은 소유자들은 데이터 파일 혹은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성능으로부터 혹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이행, 태만
혹은 기타 불법적인 행위에서 용도, 데이터 혹은 수익의 손실에 기인하는 여하한 손해
또는 여하한 특별한, 간접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 혹은 클레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고지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은 해당 저작권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 데이터 파일 혹은 소프트웨어의 판매, 사용 또는 다른 형태의
취급을 촉진하기 위한 광고 혹은 다른 활동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Unicode는 Unicode, Inc.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등록 상표입니다.

15.19 FreeType Library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 opyright © 2009 The FreeType Project (www.freetype.org). All
rights reserved.
15.20 본 소프트웨어에는 제3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에서 그리고/또는 본 소프트웨어에 동봉된 문서에서 제3자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와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 준거법
16.1 본 소프트웨어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몬트세라트, 니카라구아, 파나마, 터크스 카이코스 제도, 버진 제도 또는
타이완에서 취득할 경우, 본 EULA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통제되고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본 EULA 및/또는 이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및/또는 주 법정이 사법권을
갖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본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취득했을
경우

귀하는

ABBYY

USA

Software

House,

Inc.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취득(구입)했습니다.
16.2 본 소프트웨어를 일본에서 취득할 경우, 본 EULA는 일본 법으로 적용되고 해석되며
당사자들은 일본 도쿄 지방법원의 독점적 관할권을 수용합니다.
16.3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또는 본 EULA의 16.4, 16.6 또는 16.7 조항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몰타, 그리스 및 사이프러스 외에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본 EULA는 독일
뮌헨 법원에서 시행 중인 실체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독일 연방은
본 EULA에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해 독접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6.4 영국,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본 EULA는
영국과 웨일스 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에 따라 해석되며 양 당사자는 영국과 웨일스
법정이 독점적 사법권을 갖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16.5 본 소프트웨어를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크리스마스 제도, 코코스(킬링) 제도,
피지,

니우에,

노포크

아일랜드,

토켈라우에서

입수한

경우,

본

EULA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법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며 양 당사자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주 및 연방 법원의 단독 관할권을 수용합니다.
16.6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제외하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또는 그 밖의 독립
연합 국가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또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본 EULA는 러시아에서 시행 중인 실체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16.7 본 소프트웨어를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헝가리,

이스라엘,

그루지아,

이라크,

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또는 몰도바에서
취득한 경우, 본 소프트웨어를 폴란드 민법에 따라 소비자 자격의 사람이 구입하지
않는 한 본 EULA는 우크라이나 실체법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됩니다. 폴란드 법은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16.8 16.7 조항이 적용되고 귀하가 법인이나 단독 소유주(회사 구조나 파트너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영업하고 영업 행위에 대해 전체 책임지는 사람)일 경우, 본 EULA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의견 분쟁, 논쟁이나 차이는 그 법규에 따른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에서 국제 상업 중재법원의 중재 규칙과 절차에 따라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위에 언급한 법원의 판결은 양 당사자들의 실행에 대해
최종적이고 의무적입니다. 16.7 조항이 적용되고 귀하가 개인인 경우 우크라이나
키에브의

셰브첸코브스키

지방법원이

본

EULA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단독

관할합니다.
16.9 16.6 조항이 적용되고 귀하가 법인이나 단독 소유주(회사 구조나 파트너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영업하고 영업 행위에 대해 전체 책임지는 사람)일 경우, 러시아 연방의
모스코바 중재 법원이 본 EULA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분쟁을 단독 관할합니다.
16.6 조항이 적용되고 귀하가 개인인 경우 러시아 모스크바의 쿠즈민스키 지방
법원에서 본 EULA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단독 관할합니다.
16.10 16.1 - 16.7 조항에서 설명한 사례의 경우 본 EULA는 명시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된
여하한 사법 관할 구역의 저촉법 규정 또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위한 UN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6.11 16.1 - 16.7 조항에 명시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취득(구입)한 경우
본 EULA는 소프트웨어를 취득(구입)한 국가의 실체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17. 종료
17.1 별도의 서면 계약에서 귀하와 ABBYY나 ABBYY 파트너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거나 본
소프트웨어에 대해 본 EULA나 문서에 의해 달리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EULA는
본 EULA의 시작에 제공한 대로 또는 이것이 적용법에 따라 허용되는 동안 귀하의
수락을 첫 번째로 표명한 날짜부터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적용법에서 본
EULA에 대한 만료 기간의 표명을 요구한 정도까지 본 EULA는 허용되는 한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최소 본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기간 동안만 지속하고 그러한 시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통지 없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17.2 ABBYY는 귀하가 본 EULA의 내용과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본 EULA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그리고 각 구성 요소 모두를 폐기하고 컴퓨터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17.3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사본과 각 구성 요소를 폐기하고 본 소프트웨어를
제거함으로써 본 EULA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7.4 그러한 종료는 귀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불 의무를 경감시키지 않습니다. . 정의 및
조항 2,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및 3.4.4(은)는 본 EULA가 종료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본 EULA의 종료나 만료 후에도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8. 기타
18.1 본 소프트웨어의 활성화, 설치, 작동, 등록 및/또는 기술 지원과 유지관리 과정에서,
귀하는 개인의 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등)를 ABBYY에게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ABBYY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기술 지원이나 유지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기술 지원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해당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ABBYY는 상호 소통을 위한 메일이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귀하는 ABBYY 또는 ABBYY 파트너가 요구하는 개인 정보 이상으로 제공하지 않음에
동의하며, ABBYY 및/또는 해당 계열사 또는 ABBYY 파트너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수집 및/또는 별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 따라 데이터 기밀성 및 데이터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ABBYY 또는 ABBYY 계열사 또는
ABBYY 파트너에게 제공한 개인 정보는 ABBYY와 ABBYY 제휴사 또는 ABBYY 파트너
내에서 엄격하게 처리, 저장, 사용되며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 기록은 ABBYY의

본 EULA에 따라 이행

의무의 용도로만 처리됩니다.
18.2 본 소프트웨어는 ABBYY 보안 서버와 주기적인 인터넷 연결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소프트웨어의 구동에 필요한 업데이트 및 기술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BBYY는 귀하와 귀하의 컴퓨터에 관한 어느 개인 정보도 그러한 연결
과정에서 전송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18.3 ABBYY는 귀하가 ABBYY로부터 정보를 받는다는 데 동의한 경우 제품 및 회사 뉴스,
기타 안내 정보, 제품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 기타 제품 및 회사 관련 정보가 들어 있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각 이메일 하단에 위치한 등록 해제 링크를
클릭하여 ABBYY 메일 주소에서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8.4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청구 또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 귀하는 이 사실을
인지한 후 3일 이내 즉시 그리고 가능할 경우마다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ABBYY에
알려야 합니다. 귀하는 ABBYY가 중재법원에서 기 말한 클레임이나 소송의 절차나
공판에 참여하거나 변호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귀하는 ABBYY에게
확실하게 협조해야 하고 ABBYY로부터 질의서를 받는 즉시(그리고 받는 순간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할 때마다) 해당 클레임과 소송의 변호에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ABBYY가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ABBYY에 제공해야 합니다.
18.5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본 EULA에

의거하여

사용권이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 EULA에 따른 대가는 ABBYY 또는 ABBYY
협력업체에서 결정하고 이들에 의해 지정된 지불 절차에 따라 지불 가능한 라이선스
가격이며 귀하가 구입한 장비나 하드웨어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 소프트웨어의
정식 버전에 대해 귀하가 지불 가능한 대가의 일부입니다.
18.6 본 EULA의 어느 부분이 무효화되거나 시행 불가능해질 경우 나머지 계약 부분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고 시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