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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 필독 

 

사용자와 Esri가 서명하는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Esri는 사용자가 이 라이센스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을 승낙하는 경우에 한해 제품의 라이센스를 허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건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라이센스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기 전에는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시된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라이센스 계약을 승낙하지 않습니다"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관련된 

선불 대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 

(E204 06/13/2014) 

 

사용자("라이센스 사용자")와 380 New York Street, Redlands, California 92373-8100 USA에 사무소를 둔 

캘리포니아 기업 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 Inc.("Esri")는 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다. 

 

일반 라이센스 조건 

 

제1조 -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인증 코드"란 모든 키, 인증 번호, 실행 가능 코드, 로그인 자격증명, 활성화 코드, 토큰, 계정 사용자 이름 

및 암호 또는 제품을 사용할 때 필요한 기타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b. "베타"란 모든 알파, 베타 또는 사전 공개 제품을 의미한다. 

c. "상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사용" 또는 "상용 ASP 사용"이란 소프트웨어 또는 Online Services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가입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또는 트랜잭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우발적이 아닌 광고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d. "컨텐츠"의 의미는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e. "데이터"란 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여 라이센스가 허여되는 지리적 벡터 데이터, 래스터 데이터 보고서 

또는 관련 테이블 형식 속성 등 Esri 또는 제3자 디지털 데이터셋을 말하며, 소프트웨어 및 Online 

Services와 번들로 제공되거나 독립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E204 (Korean) 

      

2/10페이지 06/13/2014 

      
 

f. "배포 라이센스"란 라이센스 사용자가 특정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증 코드의 라이센스를 제3자에게 

재허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g. "문서"란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사용자 참조 문서를 의미한다. 

h. "Online Services"란 지도,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저장, 관리, 발행 및 사용하기 위해 Esri 또는 그 

라이센스 소유자가 호스팅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API 등 인터넷 기반의 지리공간적 시스템(단, 

데이터 또는 컨텐츠는 제외)을 의미한다. 

i. "주문 문서"란 견적서, 구매 주문서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주문하는 제품임을 알 수 있는 기타 문서를 

의미한다. 

j. "영구 라이센스"란 이 계약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Esri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관련 

라이센스 수수료가 지불된 제품의 버전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k. "제품"이란 이 라이센스 계약의 조건에 따라 라이센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 데이터, Online Services 및 

문서를 의미한다. 

l. "샘플"이란 제품의 샘플 코드, 샘플 애플리케이션, 애드 온 또는 샘플 익스텐션을 의미한다. 

m. "서비스 크레딧"이란 주문서에 명시된 수량만큼 Online Services 가입 시 할당되는 교환 단위를 의미한다. 

각 서비스 크레딧을 통해 라이센스 사용자는 지정된 양의 Online Services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양은 

사용되는 Online Services에 따라 달라진다. Online Services가 사용되면 이용 가능한 최대 서비스 크레딧 

수의 한도 내에서 서비스 크레딧이 라이센스 사용자의 계정에서 자동으로 상계된다. 서비스 크레딧은 

부록 3(http://www.esri.com/legal에서도 이용 가능)에 설명된 방식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n. "소프트웨어"란 Esri가 승인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접근 또는 다운로드 받거나 백업, 업데이트, 서비스 팩, 

패치, 핫픽스 또는 허용된 통합본 등 포맷을 불문하고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Esri의 독점적 소프트웨어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데이터 제외)를 말한다. 

o. "기간제 라이센스"란 제한적 기간("기간") 동안 또는 사용 구독/트랜잭션에 기초하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라이센스 또는 접근을 말한다. 

p.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이란 사용을 허가 받은 모든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Online Services와 

병행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사용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제2조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Esri 및 그 라이센스 소유자는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 

및 독점적 권리에 관한 미국 및 관련 국제법 및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품과 모든 사본을 소유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제품의 무단 사용, 복제, 배포 또는 게시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로 동의한다. Esri 및 그 

제3자 라이센스 소유자는 제품 변경 및 개선 등 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http://www.esri.com/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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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라이센스의 허여 

 

3.1 라이센스의 허여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관련 주문 문서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서만 제품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개인적, 비배타적, 비양도성의 라이센스를 허여하되, (i) 관련 라이센스 대금을 납부하고, (ii) 라이센스 

계약 및 라이센스 사용자가 주문하거나 Esri 또는 그 공인 디스트리뷰터가 허용한 구성에 따라, (iii) 해당 기간 

동안 또는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5조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로 제한된다. 제4조의 사용 범위 조항과 

별도로, 특정 제품에는 별첨 1, 사용 범위(E300)가 적용된다. 부록 1, 부록 2, 부록 3 및 부록 4는 집합적으로 

별첨 1, 사용 범위(E300)를 구성하며 http://www.esri.com/legal/software-licens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부록은 

부록에 특별히 명시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별첨 1, 사용 범위(E300)에는 다음 제품 유형에 대한 부록이 들어 

있으며 참조로 수록되어 있다. 

 

a. 소프트웨어. 특정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사용 조건은 부록 1에 명시되어 있다. 

b. 데이터. 데이터 사용 조건은 부록 2에 명시되어 있다. 

c. Online Services. Online Services 사용 조건은 부록 3에 명시되어 있다. 

d. 사용 제한 프로그램. 비상업적, 비영리적, 교육적 또는 기타 사용 제한 프로그램의 사용 조건은 부록 4에 

명시되어 있다. 

 

3.2 평가 및 베타 라이센스. 평가판의 라이센스 또는 베타 프로그램으로 취득한 제품은 평가와 테스트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사용해야 하며 제품은 Esri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다. 

 

제4조 - 사용 범위 

 

4.1 허용된 사용 

 

a.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제공된 제품에 대해 라이센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전자식 저장 장치에 제품을 설치하고 저장하는 일 

2. 보관용 사본을 만들고 통상적인 컴퓨터 백업을 하는 일 

3. 육(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전환 기간 중 소프트웨어 새 버전을 설치하고 대체될 이전 버전과 

동시에 이를 사용하는 일. 단 어느 버전이든 라이센스가 허여된 수량을 초과하여 배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총계로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를 받은 총 수량을 초과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 

4. 라이센스가 허여된 구성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대체 컴퓨터로 이동하는 일 

5. 제3자에게 배포 라이센스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증 코드를 배포하는 일 

 

http://www.esri.com/legal/software-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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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사용. 라이센스 사용자는 (i) 상용 ASP용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ii) 영리 

목적이 아닌 비용 회수 방식으로 웹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 상용 ASP용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c. 라이센스 사용자는 (i) 매크로 또는 스크립팅 언어, (ii) 공표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 

또는 (iii) 소스 또는 오브젝트 코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할 수 있다. 다만, 문서에서 

당해 최적화를 설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d.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내부적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디지털 포맷으로 제공된 문서를 

사용 또는 복사하거나 그 파생물을 작성할 수 있고, 최적화된 문서를 재생,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다. 디지털 

포맷으로 제공된 문서 중 다른 소프트웨어 및 인쇄 또는 디지털 문서에 병합된 부분은 이 라이센스 계약이 

적용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Esri 및 그 라이센스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다음의 저작권 고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문서는 Esri 및 그 라이센스 소유자의 지적재산을 포함하고 있고, 라이센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원본 자료의 실제 저작권 날짜 삽입] Esri 및 그 라이센스 소유자. All rights 

reserved." 

e. 폰트 구성 요소. 제품과 함께 제공된 모든 폰트는 사용이 허가된 모든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다. Esri 폰트도 

제품으로 생성한 모든 결과물 인쇄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에 포함된 제3자 폰트에 대한 사용 제한 

추가 사항은 해당 폰트 파일 자체에 명시되어 있다. 

f. 컨설턴트 또는 하도급인의 접근 3.1항에 따라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라이센스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라이센스 사용자의 컨설턴트 또는 하도급인에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컨설턴트 및 하도급인의 본 라이센스 계약 준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라이센스 사용자를 위해 작업 

완료 시 이 컨설턴트나 하도급인이 제품 사용을 중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컨설턴트 또는 하도급인은 

라이센스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품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g. 라이센스 사용자는 Esri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성된 지도 이미지와 지도 이미지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이 

라이센스 계약서에 명시된 제한에 따라 사용, 복사, 복제, 게시, 공개하거나 하드 카피 또는 정적 전자 형태(예: 

PDF, GIF, JPEG)로 제3자에게 재배포할 수 있다. 단, 라이센스 사용자는 지도 이미지에 사용된 데이터 부분의 

출처가 Esri 및/또는 해당 라이센스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고지 사항을 지도 이미지에 추가해야 한다. 

데이터가 아닌 제품 사용 시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제공되거나 라이센스 사용자가 사용한 데이터는 라이센스 

사용자나 해당 제3자 라이센스 소유자의 재산이다. 

 

4.2 허용되지 않는 사용. 관련 법률이 제한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경우 또는 여기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센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다. 

 

a. 제품을 상용 ASP 또는 서비스 사무소 목적으로 판매, 임대, 라이센스 재허여, 양도 또는 사용하는 일 

b. 제3자에게 그들이 Esri 제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자체 GI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제품과 병행하여 

자체 솔루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Esri 제품에 대한 직접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일 

c. 익스텐션, 구성요소, 또는 DLL 등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Online Services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배포하는 일 

d. 제3자에게 인증 코드를 배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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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품을 역엔지니어링, 분해 또는 해석하는 일 

f.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제품의 사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고자 시도하는 일 

g.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차별 방지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이나 정부 규정 등 Esri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위반하여 컨텐츠를 저장, 캐시, 사용, 업로드, 배포 또는 라이센스를 재허여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일 

h.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제품, 제품 결과, 메타데이터 파일 또는 데이터나 문서의 온라인 및/또는 

하드 카피 속성 페이지에 포함 또는 부착된 Esri(또는 그 라이센스 소유자)의 특허, 저작권, 상표, 또는 

독점적 권리에 관한 표시 및/또는 기호를 제거 또는 훼손하는 일 

i. 소프트웨어, Online Services 또는 데이터의 개별 또는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분리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일 

j.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제품의 일부를 병합하는 일 

k. Esri 및 해당 라이센스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베타에서 실행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게시하거나 다른 모든 방식으로 알리는 일 

l. 컴퓨터 코드나 제품의 일부에 오픈 소스 라이센스 조건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제품과 함께 제공된 컴퓨터 

코드를 사용, 병합, 수정, 배포, 접근 허용 또는 결합하는 일. 오픈 소스 라이센스 조건에는 컴퓨터 코드를 

(i) 소스 코드 형태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ii) 파생물을 만들 목적으로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여하거나 (iii) 무료로 제3자에게 재배포하도록 규정하는 라이센스 조건이 포함된다. 

 

제5조 - 기간 및 해지 

 

이 라이센스 계약은 승낙 즉시 효력을 가진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Esri에 서면 통지하여 언제든지 이 라이센스 

계약이나 제품 라이센스를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중요한 위반에 대해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 라이센스 계약이나 라이센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단 시정이 

불가능한 중요 위반 사항의 경우 즉시 해지된다.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되면 이에 따라 허여된 모든 라이센스도 

함께 해지된다. 라이센스나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되면 라이센스 사용자는 (i) 관련 제품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중단하고, (ii) Online Services에서 파생된 클라이언트 측 데이터 캐시를 삭제하며, (iii) 수정 또는 병합된 제품의 

일부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라이센스 사용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관련 제품의 모든 사본을 삭제, 제거 및 

폐기하고 이러한 조치의 증거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Esri 또는 그 공인 디스트리뷰터에게 전달한다. 

 

제6조 - 제한적 보증 및 보증의 부인 

 

6.1 제한적 보증. 이 6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Esri는 소프트웨어 및 Online Service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 코드를 Esri가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i) 변경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및 Online Services가 

일상적인 사용 및 서비스에 따라 게시된 문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고, (ii)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미디어의 재료 

및 제조상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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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별 보증 부인. 컨텐츠, 데이터, 샘플, 핫픽스, 패치, 업데이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방식의 Online 

Services, 평가 및 베타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6.3 인터넷 보증 부인. 당사자들은 인터넷이 사적 및 공적 네트워크이고, (i) 보안 구조가 아니며, (ii) 당사자들이 

인터넷을 통제할 수 없고, (iii) 어떤 당사자라 할지라도 인터넷의 수행 또는 운영 중단 또는 Online Services 

운영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규제에 의한 손해(법리는 불문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4 일반적 보증 부인. 위의 명시적인 제한적 보증 외에, Esri는 특정 목적과 시스템 통합,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불침해를 위한 상품화 가능성과 적합성에 관한 보증이나 조건 등을 비롯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타 모든 

보증이나 조건을 부인한다. Esri는 제품이 라이센스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거나, 라이센스 사용자의 제품 운영에 

장애 또는 오류가 없거나 FAULT-TOLERANT(고장이 없음) 또는 FAIL-SAFE(오작동 없음)가 아니며, 모든 부적합이 

교정될 수 있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제품은 사망, 상해, 또는 재산/환경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되지 않았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경로 제안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용에 대한 위험 및 비용은 라이센스 사용자가 부담한다. 

 

6.5 배타적 구제수단. 이 6조에서 정하는 제한적 보증의 위반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자의 유일한 구제수단 및 

Esri의 책임은 Esri의 선택에 따라 (i) 하자 있는 미디어의 교체, (ii) Esri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인증한 디스트리뷰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중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소프트웨어 또는 Online 

Services의 보수, 교정 또는 대안제공, 또는 (iii) Esri의 제한적 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또는 Online 

Services에 관해 라이센스 사용자가 납부한 라이센스 대금 반환으로 책임을 제한된다. 다만 라이센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의 모든 사본을 삭제, 제거 및 파기하고, Online Services 사용을 중지하고, 그 증거를 

작성하여 Esri 또는 그 디스트리뷰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 책임의 한계 

 

7.1 일정한 유형의 책임 부인. Esri, Esri 공인 디스트리뷰터 및 그 라이센스 소유자는 책임의 소지를 불문하고 

라이센스 사용자에 대하여 이 라이센스 계약 또는 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체재 또는 대체 서비스의 

확보 비용, 이익 상실, 영업 상실 또는 사업 경비, 투자, 사업 약속, 영업권 상실 또는 간접적, 특별,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Esri, Esri 공인 디스트리뷰터 또는 그 라이센스 소유자가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한계는 제한적 구제수단으로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7.2 책임의 일반적 한계 제8조 - 권리침해 시의 면책 조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불법행위(과실포함), 

엄격책임, 보증위반, 허위표시 등 책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 계약에 의한 Esri 및 그 공인 디스트리뷰터의 총 

누적책임은 해당 행위의 원인이 된 제품에 대해 라이센스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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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책임 부인 및 한계의 적용 본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된 책임의 한계 및 부인은 제품이나 Esri 또는 그 공인 

디스트리뷰터가 제공하는 기타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를 라이센스 사용자가 승낙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는 Esri 또는 그 공인 디스트리뷰터가 여기 명시된 책임부인 및 한계를 신뢰하여 대금을 

결정하고 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 당사자 간의 위험 분담은 이 조항에 따르며, 이 조항이 양 

당사자간 거래의 핵심적 기초가 된다는 데 동의한다. 이 한계는 제한적 구제수단으로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상기 보증, 제한 및 예외 조항은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라이센스 사용자 소재 관할지의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포기 또는 부인될 수 없는 법률에 따라 추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Esri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한도까지 라이센스 사용자의 보증 또는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 권리침해 시의 면책 

 

8.1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를 받은 소프트웨어나 Online Services 사용이 U.S. 특허, 저작권, 또는 

상표를 침해함을 주장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클레임, 소송 또는 청구로 인해 발생한 손실, 책임, 비용 또는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포함)가 라이센스 사용자의 변호 및 면책, 손해에 관해 아래에 명시한 대로 금전적 

손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 

 

a. 라이센스 사용자는 클레임을 서면에 의하여 Esri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b. 라이센스 사용자는 권리침해의 주장을 설명하는 문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c. Esri는 클레임의 변호 또는 합의에 관한 소송 및 협상의 변호를 단독으로 통제하여야 하고 

d. 라이센스 사용자는 Esri가 요청하고 비용을 부담할 경우 클레임 변호에 합리적으로 협조한다. 

 

8.2 소프트웨어 또는 Online Services가 미국의 특허, 저작권, 또는 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Esri는 

자기의 경비로 (i) 라이센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또는 Online Services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ii)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 또는 Online Services 요소의 권리 침해소지를 배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안의 선택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라이센스는 종료되며, 라이센스 사용자는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Online Services에 대한 접근을 중단하고 권리침해 물품을 제거하고 Esri 또는 그 공인 

디스트리뷰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Esri는 8.1항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를 면책하고, (i) 라이센스 

사용자가 해당 권리침해적 물품에 대하여 Esri 또는 그 공인 디스트리뷰터에게 지불한 영구 라이센스 대금을 

인도일로부터 오(5)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환불하고 (ii) 기한부 라이센스 및 유지보수의 경우 

지불한 대금 중 미사용 부분을 환불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한다. 

 

8.3 Esri는 (i) Esri가 공급하거나 Esri가 문서에서 지정하지 않은 제품, 공정, 또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또는 

Online Services의 결합 또는 통합, (ii) Esri 또는 그 하도급인 이외의 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또는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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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의 중요한 변경, (iii) 침해를 피하기 위해 Esri가 변경 사항을 제공한 후에는 소프트웨어 또는 Online 

Services 사용 또는 Esri가 8.2항에 의한 반환을 명령한 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직간접적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클레임 또는 청구에 대해 라이센스 사용자를 변호하거나 이에 관한 비용, 손해 또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책임이 없다. 

 

8.4 이 조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에 관한 Esri 및 그 공인 디스트리뷰터의 모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9조 - 총칙 

 

9.1 향후의 업데이트. 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라이센스가 부여된 제품의 사용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적용된다. 신제품 또는 업데이트 제품에는 당시 유효한 Esri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추가 또는 수정된 사용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 Esri는 사용 조건을 새로 제시하거나 수정하고 그 내용을 http://www.esri.com/legal/software-

license 에 게시하거나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새 조건이나 수정된 조건에 대해 통지할 수 있다. 

 

9.2 수출관리규정. 라이센스 사용자는 제품, 컨텐츠, 라이센스 사용자의 컨텐츠 또는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i) 미국 수출제한국가, (ii)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국민 목록에 기재된 자, (iii) 미국 상무부의 거부대상자 목록, 

거부법인 목록, 또는 미확인 목록에 기재된 자 또는 법인, 또는 (iv) 이러한 수출, 재수출 또는 수입이 수출 면허 

또는 면허 면제의 조건 및 때때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입/수출법에 대한 개정 및 보칙 등 미국, 현지 또는 기타 

관련 수입/수출 관리 법령에 위반되는 자 또는 법인 또는 국가로 수출, 재수출, 수입, 이전, 제공하거나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합의한다. 

 

9.3 세금 및 수수료, 운송료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제시된 라이센스 대금은 해당 판매세, 사용세, 부가가치세, 관세, 

및 운송 및 취급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9.4 묵시적 권리포기 부인 당사자 일방이 이 라이센스 계약의 조항을 실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해 또는 타 조항을 

실행할 권리의 포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9.5 분리가능성 양 당사자는 이 라이센스 계약의 조항이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조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한다. 

 

9.6 승계인 및 양수인 라이센스 사용자는 Esri 및 그 공인 디스트리뷰터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지 않고는 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 재허여 또는 이전하거나 그 의무를 위임할 수 없고, 동의 없는 이전 또는 

위임은 무효로 한다. 이 라이센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승계인 및 양수인을 구속한다. 그러나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는 정부 계약자는 Esri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이 라이센스 계약 및 납품용으로 획득한 

제품을 정부인 고객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인 고객은 이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http://www.esri.com/legal/software-license
http://www.esri.com/legal/software-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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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조건의 존속 이 라이센스 계약의 2, 5, 6, 7, 8, 및 9조는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9.8 형평법적 구제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라이센스 계약 위반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고, 

그와 같은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 Esri 또는 그 공인 디스트리뷰터는 보증금 예치 또는 구제 조건으로서 침해 

입증의 의무 없이 법적 구제수단 이외에 유지명령, 특정이행 또는 기타 형평법적 구제를 관할 법원에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9.9 미국정부 라이센스 사용자. 제품은 개인 비용으로 개발하여 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상업적 물품이다. 라이센스 사용자가 미국 정부 법인이나 미국 정부 하도급인인 경우 Esri는 FAR 

Subpart 12.211/12.212 또는 DFARS Subpart 227.7202에 의거하여 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한다. Esri Data 및 Online Services는 DFARS에 따라 획득하는 경우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DFARS Subpart 227.7202 정책에 따라 라이센스를 허여한다. 제품에는 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이 라이센스 계약의 상업적 라이센스 권한이 라이센스 사용자의 제품 사용, 수정, 실행, 재생, 공개, 전시 

또는 발표에 엄격히 적용된다. 연방법과 불일치하는 라이센스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 라이센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전하는 시설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전할 수 있다. 법원, 중재자 

또는 위원회에서 관련 공공 조달법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가 제품의 어떤 부분에 대해 더 큰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러한 권리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9.10 준거법, 중재. 

 

a. 미연방, 준주 기타 영토 내의 라이센스 사용자. 이 라이센스 계약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국제사법은 제외). 다만, 지적재산 및 미정부 기관 사용에 관해서는 미연방법을 적용한다. 

9.8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라이센스 계약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고,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중재협회의 상업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의 결정에 관한 판결은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가 미국 정부 기관인 

경우, 이 라이센스 계약에는 본 항의 중재에 갈음하여 1978년 계약분쟁법(41 U.S.C. 601–613)을 적용한다. 이 

라이센스 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b. 기타 모든 라이센스 사용자. 9.8항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라이센스 계약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통상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지명된 

1인의 중재인에 의해 이 규칙에 의거하여 최종 해결한다. 중재의 언어는 영어로 하고 중재지는 합의된 

장소로 한다. 이 라이센스 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문서 또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9.11 유지보수. 적격 제품의 유지보수는 Esri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최신 관련 유지보수 정책에서 정하는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등 기타 혜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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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피드백.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제품 향상을 위해 Esri에게 제공하는 모든 피드백, 제안 또는 요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9.13 특허. 라이센스 사용자는, Esri 기술 또는 서비스에 기초하고 있거나 Esri 기술이나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세계적 특허 또는 유사한 권리를 구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구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특허에 관한 이 

명시적 금지는, Esri 기술 또는 서비스, 또는 그 일부가 특허 출원이나 유사한 신청에 있어서 청구항이거나 또는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센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14 완전합의 이 라이센스 계약(통합된 문서 포함)은 그 목적사항에 관한 양 당사자의 완전합의를 구성하고, 그 

목적사항에 관한 사전 라이센스 계약, 양해 또는 합의를 무효로 한다. 구매 주문서, 송장, 또는 제품 설명, 수량, 

가격 및 배달 지침 이외에 주문 과정에서 교환된 기타 표준 양식 문서에 명시된 추가 조건이나 충돌되는 조건은 

무효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라이센스 계약의 변경 또는 개정은 각 당사자가 서명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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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사용 범위 

(E300 06/13/2014) 

 

부록 1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 

(E300-1) 

 

라이센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을 명시한 이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 부록("부록 1")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기존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있는 경우) 또는 참조에 수록된 라이센스 

계약(http://www.esri.com/legal/software-license)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약의 일반 라이센스 조건과 충돌할 경우 

이 부록 1이 우선한다. 

 

1항 - 용어 정의 

 

소프트웨어는 해당하는 매매 견적서, 구매 주문서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주문한 제품을 확인하는 기타 문서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라이센스 유형으로 제공될 수 있다. 

 

1. "동시 사용 라이센스"란 네트워크의 여러 대 컴퓨터에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의미하되, 동시 사용자 수는 취득 라이센스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동시 사용 라이센스에는 일시적 

시스템 장애대비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 시스템 환경에서 동시 사용 라이센스 관리 소프트웨어의 

수동적 장애대비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2. "배포 서버 라이센스"란 라이센스 사용자가 문서에 설명된 대로 라이센스 계약에서 허용하는 모든 

용도로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면 사용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3. "개발 서버 라이센스"란 라이센스 사용자가 문서에 설명된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테스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4. "Esri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ArcGIS Runtime 애플리케이션, ArcGIS for Desktop 및 ArcGIS API for 

Flex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5. "Esri 컨텐츠 패키지"는 ArcGIS Online Basemap Services에서 추출된 ArcGIS Online 베이스맵 컨텐츠(예: 

래스터 맵 타일, 이미지, 벡터 데이터)가 포함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6.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란 라이센스 사용자가 하나의 승인된 최종 사용자에게 하나의 컴퓨터에서 제품을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승인된 라이센스의 최종 

http://www.esri.com/legal/software-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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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본인에 한하여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본 한 개를 설치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나 단, 

한 번에 제품 사본 1개만 사용해야 한다. 다른 최종 사용자는 기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동시에 

동일한 라이센스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7. "스테이징 서버 라이센스"란 라이센스 사용자가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과 맵 캐시를 구축하여 

테스트하고 사용자 수락 테스트, 성능 테스트, 제3자 소프트웨어의 로드 테스트를 수행하며 신규 상용 

데이터 업데이트의 스테이징 및 이 문서에 설명된 교육 활동의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과 맵 캐시는 개발 및 배포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다. 

8. "기간제 라이센스"란 제한적 기간("기간") 동안 또는 사용 구독/트랜잭션에 기초하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라이센스 또는 접근을 말한다. 

9. "영구 라이센스"란 이 계약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Esri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관련 

라이센스 수수료가 지불된 제품의 버전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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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 

 

다음 표는 이 라이센스 계약의 일반 라이센스 조건 에 명시된 일반 사용 조건 외에 별도의 조건이 추가 적용되는 

Esri 제품이 나열된 목록이다. 추가 조건은 이 표 바로 아래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 표의 각 제품 이름 바로 

다음에 괄호 안의 번호로 표시되어 있다(언급된 추가 조건이 별도의 부록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에는 

그와 같이 표시됨). 

 

데스크탑 제품 

▪ ArcGIS for Desktop(고급, 표준, 기본) (26;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6) 

▪ ArcGIS Explorer Desktop(20; 부록 2, 참고 1) 

▪ ArcGIS for AutoCAD(20) 

▪ ArcPad(12; 13;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2) 

▪ ArcReader(20; 부록 2, 참고 1) 

▪ Esri Business Analyst(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4) 

▪ Esri Maps for IBM Cognos, MicroStrategy, 

Microsoft Dynamics CRM, Office, SharePoint, 

Salesforce, SAP BusinessObjects(2, 부록 2, 

참고 1) 

▪ ArcGIS for Windows Mobile(15, 54, 부록 2, 

참고 1) 

▪ ArcGIS for iOS, ArcGIS for Windows Phone, 

ArcGIS for Android(부록 2, 참고 1) 

 

서버 제품 

▪ ArcGIS for Server 

– Workgroup(28, 29, 30, 32, 38, 39.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6) 

– Enterprise (31, 38, 39.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6) 

– with Virtual Cloud Infrastructure(10. 부록 3 - 

공통 사용 조건) 

▪ ArcGIS for Server Extension 

– ArcGIS for INSPIRE(부록 2, 참고 1) 

▪ Esri Business Analyst for Server 

개발자 도구 

▪ ArcGIS Runtime SDK for Android, iOS, Java, 

Mac OS X, Microsoft .NET Framework(Windows 

[데스크탑], Windows Phone, Windows 스토어), 

Qt 또는 WPF(16, 19. 부록 2, 참고 1) 

▪ ArcGIS Runtime Standard Level for Android, 

iOS, Java, Mac OS X, Microsoft .NET 

Framework(Windows [데스크탑], Windows 

Phone, Windows 스토어), Qt 또는 WPF(15, 18. 

부록 2, 참고 1) 

▪ ArcGIS Engine Developer Kit 및 Extensions(16, 

19, 22, 26) 

▪ ArcGIS Engine for Windows/Linux and 

Extensions(15; 22; 26;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6) 

▪ ArcGIS Web Mapping(ArcGIS API for 

JavaScript/HTML5, ArcGIS API for Flex, ArcGIS 

API for Microsoft Silverlight 포함)(15, 16, 64, 66. 

부록 2, 참고 1) 

▪ Esri Business Analyst Server Developer(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4) 

▪ Esri Developer Network(EDN) Software 및 

Data(24, 26. 부록 2, 참고 6) 

▪ Esri File Geodatabase API(47) 

 

번들로 제공되는 제품 

▪ ArcGIS for Transportation Analytics(1.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2, 부록 2, 참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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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group(28, 29, 30, 31, 39.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4) 

– Enterprise(31, 39.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4) 

▪ Portal for ArcGIS(31. 부록 2, 참고 1) 

▪ Esri Tracking Server(31) 

 

참고: 

 

▪ 위의 표에 나열된 제품의 라이센스를 허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추가 사용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품에 대한 추가 사용 조건은 위의 표에 번호로 표시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 관련 주문 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의 익스텐션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허여된 것과 

같은 사용 범위를 따른다. 

 

위에 나열된 제품에 대한 추가 사용 조건: 

 

1. 라이센스 사용자는 차량 운전의 직접 지원 전용으로 ArcGIS for Transportation Analytics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Online Services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는 ArcGIS for Transportation 

Analytics 또는 ArcGIS for Transportation Analytics의 일부인 개별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제한은 ArcGIS for Transportation Analytics와 함께 포함된 ArcGIS Online for Organizations 계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라이센스 계약을 조건으로 ArcGIS Online for Organizations 계정을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Esri Maps 애플리케이션은 ArcGIS Online 또는 Portal for ArcGIS 라이센스 사용자의 기명 사용자에게 

라이센스가 허용된다. Esri Maps 애플리케이션은 ArcGIS Online 또는 Portal for ArcGIS 라이센스 

사용자의 기명 사용자 자격이 부여된 개인만 사용할 수 있다. Esri Maps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명 사용자 

자격증명을 포함할 수는 없다. Esri Maps 애플리케이션을 ArcGIS Online Public Plans 또는 ArcGIS Online 

Developer Plans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3–9. 보류 

10.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본 라이센스 계약을 준수하도록 컨텐츠 관련 정보 또는 기타 

자료(모든 클라이언트 측 애플리케이션의 사본 포함)를 합리적으로 제공한다.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본 라이센스 계약을 준수하도록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의 외부 인터페이스(예: 포트)를 모니터할 수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그러한 모니터링을 차단하거나 간섭하지 않지만, 암호화 기술이나 방화벽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기밀로 유지할 수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컨텐츠 또는 최종 사용자 자료에 대한 

합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ArcGIS for Server with Virtual Cloud Infrastructure 서비스에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Esri와 합리적으로 협조한다. 

11.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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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프트웨어는 ArcLogistics와 병행하여 사용할 때에만 내비게이션 사용을 위해 라이센스가 허여된다. 

13. "이중 사용 라이센스"란 소프트웨어를 한 대의 데스크탑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PDA 

또는 모바일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는 한 명의 사용자가 번갈아 한(1) 번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보류 

15. 일반 라이센스 조건의 제3조, 3.1항에 따른 배포 라이센스로 라이센스가 허여된다. 

16. 라이센스 사용자는 SDK 또는 API를 사용하여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최종 사용자가 일반 

라이센스 조건의 제3조, 3.1항이 적용되는 수출 규정에 따라 금지되지 않은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다. 

17. 보류 

18. 배포 라이센스는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별, 컴퓨터별로 한다. 

19. 라이센스는 인터넷 또는 서버 기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는 사용할 수 없다. 

20. 라이센스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재생산 및 배포할 수 있다. 

 

a. 소프트웨어 전부를 재생산 및 배포한다. 

b. 이 라이센스 계약과 같은 범위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라이센스 계약이 소프트웨어의 각 

사본에 수반되고, 수령인이 라이센스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c. 저작권 및 상표 표시/고지를 모두 재생산한다. 

d.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따른 대금이나 수수료가 없다. 

 

21. 보류 

22. a. 최종 사용자는 ArcGIS Engine 애플리케이션을 한 대(1)의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ArcGIS Engine for Windows/Linux Software 또는 기타 ArcGIS for Desktop 

Software(기본, 표준 또는 고급)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b. ArcGIS Engine Runtime 익스텐션은 ArcGIS Engine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하여 

ArcGIS for Desktop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 한 명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1대에 ArcGIS Engine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다. 

23. 보류 

24. EDN 소프트웨어는 프로토타입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시험 및 시연과 맵 캐시 생성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과 맵 캐시는 스테이징 및 배포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다. EDN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라이센스 사용자 EDN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다. 기타 모든 EDN 소프트웨어는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가 허여된다. 

25. 보류 

26. ArcSDE Personal Edition 지오데이터베이스는 10기가바이트의 라이센스 사용자 데이터로 제한된다. 

27.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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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rcGIS for Server 애플리케이션 이외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동시 최종 사용자 10명으로 제한된다. 이 

제한은 ArcGIS for Desktop 소프트웨어, ArcGIS Engine 소프트웨어 및 ArcGIS for Server 

지오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된 제3자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포함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연결 수는 제한이 없다. 

29. 소프트웨어는 SQL Server Express의 지원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버전은 Esri 웹 사이트 중 

제품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30. 사용은 최대 10기가바이트의 라이센스 사용자 데이터로 제한된다. 

31. 시스템 대체 작동을 위한 예비 Esri Server 소프트웨어 설치는 허용되나, 이 예비 소프트웨어는 1차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만 운영할 수 있다. 예비 소프트웨어 설치는 1차 사이트 또는 다른 

예비 사이트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시스템 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면하여야 한다. 

32. 시스템 대체 작동을 위한 예비 소프트웨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33–37. 보류 

38. ArcGIS for Server Standard(Workgroup 또는 Enterprise)에 포함된 ArcGIS 3D Analyst for Server 

Extension은 글로브 데이터 캐시를 생성하거나, ArcGIS Globe Service로서 글로브 문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ArcGIS 3D Analyst for Server Extension 소프트웨어는 그 외에 어떤 

용도로도 ArcGIS for Server Standard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39. ArcGIS for Server에 포함된 편집 기능은 ArcGIS for Server Basic(Workgroup 또는 Enterprise)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40–46. 보류 

47. 라이센스 사용자는 Esri File Geodatabase API를 사용하는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라이센스 사용자의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48–53. 보류 

54. ArcGIS for Windows Mobile Deployments는 ArcGIS for Server Enterprise(고급 또는 표준), ArcGIS for 

Server Workgroup(고급), ArcGIS for Desktop(고급, 표준, 기본) 및 ArcGIS Engine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라이센스가 허여된다. 

 55–63. 보류 

64. 웹 배포용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다른 Esri 제품과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항상 다른 Esri 제품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한,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과 병행하여 

제3자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65. 보류 

66.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 기관별로 라이센스가 적용된다. 이 라이센스의 목적상, 사용자 

기관은 일차적으로 등록된 고유 도메인 식별자에 해당한다. 도메인은 도메인 이름 등록 기관에 등록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다. 예를 들어, example.com에서 example.com은 등록된 고유의 도메인 

식별자이다. 마찬가지로, xx가 등록된 국가코드인 example.com.xx에서 example.com.xx는 등록된 고유 

도메인 식별자이다.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은 일차적으로 등록된 고유 도메인 식별자를 가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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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기관에서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수는 

제한이 없다. 



   

 

 

E300 (Korean) 

      

8/27페이지 06/13/2014 

      
 

부록 2 

데이터 사용 조건 

(E300-2) 

 

이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 부록("부록 2")은 라이센스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조건을 명시하고 라이센스 사용자의 

기존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있는 경우) 또는 http://www.esri.com/legal/software-license에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포함하며(적용되는 경우 "라이센스 계약"), 부록은 참조로 이 계약에 통합된다. 이 계약의 일반 라이센스 조건과 

충돌할 경우 이 부록 2이 우선 적용된다. Esri는 아래 제시된 데이터 사용 조건을 언제든지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사용 구독을 통해 라이센스가 허여된 데이터의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Esri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사용 구독을 취소하거나 데이터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가 데이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변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데이터 사용 조건은 아래 제시된 참고 사항에 명시되어 

있다. 

 

1항 - 데이터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라이센스 계약의 제4.2조에 명시된 제한 외에도 라이센스 사용자 및 라이센스 사용자의 최종 사용자(총칭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에는 다음 제한이 적용된다. 라이센스 계약의 2항 또는 다른 곳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데이터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상기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라이센스 사용자는 

사용자의 (i) 데이터 공동 브랜딩, (ii) 무단 서비스 또는 제품에 데이터 사용 또는 (iii) 제3자를 통하거나 이를 

대신한 데이터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2항 - 데이터 사용에 대한 특정 조건 

 

다음 표는 이 라이센스 계약의 일반 라이센스 조건 에 명시된 일반 사용 조건 외에 별도의 조건이 추가 적용되는 

Esri 제품이 나열된 목록이다. 추가 조건은 이 표 바로 아래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 표의 각 제품 이름 바로 

다음에 괄호 안의 번호로 표시되어 있다. 

 

▪ ArcGIS Online Data(1) 

▪ StreetMap Premium for ArcGIS(2) 

▪ StreetMap for Windows Mobile(2) 

▪ StreetMap for ArcPad(2) 

▪ StreetMap Premium for ArcGIS for 

Transportation Analytics(2, 부록 1, 참고 1) 

▪ HERE 교통 데이터(11, 부록 1, 참고 1) 

▪ Data Appliance for ArcGIS(3) 

▪ Business Analyst/Location Analytics Data(4, 10) 

▪ Demographic, Consumer 및 Business Data("Esri 

Data")(5, 10) 

▪ Data and Maps for ArcGIS(6) 

▪ Esri MapStudio Data(9) 

 

http://www.esri.com/legal/software-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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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위의 표에 나열된 제품의 라이센스를 허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추가 사용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품에 대한 추가 사용 조건은 위의 표에 번호로 표시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위에 나열된 제품에 대한 추가 사용 조건: 

 

1. ArcGIS Online Data: 이 참고가 언급된 소프트웨어 및 Online Services에서는 ArcGIS Online Data에 접근할 

수 있다. ArcGIS Online Data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사용을 허가 받은 Esri 소프트웨어 및 Online Services와 

병행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무료 ArcGIS Online 온라인 계정을 통해 이용 가능한 ArcGIS 

Online Data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ArcGIS Online Basemap Data: 

 

a. ArcGIS Online 베이스맵 데이터는 Esri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만 Esri 컨텐츠 

패키지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전환한 후 어떤 장치로든 전달(전송)할 수 있다. 

b. ArcGIS Online 베이스맵 데이터는 십이(12) 개월 동안 총 오천만(50,000,000) 건의 트랜잭션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트랜잭션에는 베이스맵 및 지리 검색 트랜잭션이 포함된다. "트랜잭션"은 

http://links.esri.com/agol/transactiondef의 ArcGIS Resources에 있는 문서에 정의되어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아래 제시된 URL의 조건에 따라 허용된 방식으로 ArcGIS Online을 통해 데이터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a. HERE 데이터에는 http://corporate.navteq.com/supplier_terms.html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b. Tele Atlas/TomTom 데이터에는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

teleatlas_use_data.pdf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c. i-cubed 데이터에는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946-icubed.pdf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d. Microsoft Bing Maps 데이터는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e-802-bing-

mapsvcs.pdf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e. BODC bathymetry 데이터에는 https://www.bodc.ac.uk/data/online_delivery/gebco/terms_of_use/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f. MB-Research GmbH(MBR) 데이터: 사용자는 (i) 제3자에게 판매, 대여, 게시, 공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편집 정보를 편집, 강화, 검증, 보완하거나 이에 추가하거나 

이를 삭제할 목적으로 유럽의 인구통계적 데이터, 소비자 수요 데이터 및 우편 및 지리적 경계 등을 

http://links.esri.com/agol/transactiondef
http://corporate.navteq.com/supplier_terms.html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teleatlas_use_data.pdf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teleatlas_use_data.pdf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946-icubed.pdf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e-802-bing-mapsvcs.pdf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e-802-bing-mapsvcs.pdf
https://www.bodc.ac.uk/data/online_delivery/gebco/terms_of_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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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MBR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ii) MBR이 단독 재량에 따라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MBR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MBR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g. D&B 데이터: 우편 홍보 또는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StreetMap Premium for ArcGIS: StreetMap for ArcGIS for Windows Mobile; StreetMap for ArcPad; 

StreetMap Premium for ArcGIS for Transportation Analytics: 이들 제품(총칭하여 "StreetMap 데이터")은 

매핑, 지오코딩(geocoding) 및 일대일 경로 안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동적, 실시간 경로 안내 용 

라이센스는 허여되지 않는다. 예컨대, StreetMap 데이터는 다음 조작(다음 회전 경고 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회전을 놓친 경우 대체 경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StreetMap 데이터는 

복수 차량 동시 라우팅 또는 경로 최적화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ArcGIS for Desktop, ArcGIS for Server, 

ArcPad, ArcGIS for Transportation Analytics용으로 획득된 StreetMap 데이터는 StreetMap 데이터의 획득 

목적인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StreetMap for Windows Mobile 

Data는 모바일 장치에서 또는 ArcGIS for Mobile 애플리케이션과 병행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가 제공된다. StreetMap 데이터에는 다음 출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a. HERE 데이터에는 http://corporate.navteq.com/supplier_terms.html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StreetMap Premium for ArcGIS for Transportation Analytics에서 사용하도록 라이센스가 허여된 

HERE 데이터는 추적, 복수 차량 동시 라우팅 및 경로 최적화를 허용한다. 

b. Tele Atlas/TomTom 데이터에는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

teleatlas_use_data.pdf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3. Data Appliance for ArcGIS: Data Appliance에서 제공된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a. HERE 데이터에는 http://corporate.navteq.com/supplier_terms.html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b. Tele Atlas/TomTom 데이터에는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

teleatlas_use_data.pdf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c. i-cubed 데이터에는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946-icubed.pdf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d. BODC bathymetry 데이터에는 https://www.bodc.ac.uk/data/online_delivery/gebco/terms_of_use/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4. Business Analyst Data, Location Analytics Data: Business Analyst Data는 Esri Business Analyst(서버, 

데스크탑)를 통해 제공되거나 Business Analyst Online 및 Community Analyst를 통해 접근된다. Location 

Analytics Data는 Business Analyst Online API, Community Analyst API 및 Location Analytics API를 통해 

접근된다. 이 Data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http://corporate.navteq.com/supplier_terms.html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teleatlas_use_data.pdf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teleatlas_use_data.pdf
http://corporate.navteq.com/supplier_terms.html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teleatlas_use_data.pdf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teleatlas_use_data.pdf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946-icubed.pdf
https://www.bodc.ac.uk/data/online_delivery/gebco/terms_of_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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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데이터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사용을 허가 받은 소프트웨어와 병행하는 경우에 한해 라이센스 

사용자 내부 업무용으로 제공된다. 부록 2, 참고 10에 따라 파생 제품(예: 지오코드(geocode))을 

포함한 Business Analyst Data는 각 Business Analyst 익스텐션과 병행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Location Analytics Data는 Business Analyst Online API, Community Analyst API 및 Location 

Analytics API와 병행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Esri Business Analyst 또는 Business 

Analyst(캐나다 버전) 또는 Business Analyst Online API, Community Analyst API 및 Location 

Analytics API용 라이센스를 국가 데이터셋의 서브셋(예: 지역, 주, 로컬)으로 주문할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가 허여된 서브셋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 데이터셋의 다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 

b. Business Analyst for Server와 함께 제공되는 Business Analyst Data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로 캐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없다. 

c. Infogroup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사용자"란 Esri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를 

의미한다. 이 라이센스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Infogroup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상기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i) Infogroup 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센스 재허여 및 재판매, (ii) 제3자에게 판매, 대여, 공개, 

공급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공된 메일 주소록, 지리적 또는 거래 디렉토리, 비즈니스 디렉토리, 

기밀 디렉토리, 안내 광고, 기타 누적 정보를 컴파일, 향상, 검증, 보완, 추가, 삭제할 목적으로 

제3자를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Infogrou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일, (iii) 이 라이센스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서비스나 제품에서 Infogrou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를 제공하는 일, (iv) Infogroup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Infogroup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일부를 

분해, 디컴파일, 역엔지니어링, 수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변경하는 일(이러한 동의는 Infogroup의 

자체 판단에 따라 부여되거나 보류됨), (v)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Infogrou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일. 

d. HERE 데이터에는 http://corporate.navteq.com/supplier_terms.html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e. Tele Atlas/TomTom 데이터에는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

teleatlas_use_data.pdf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f. MBR 데이터: 사용자는 (i) 제3자에게 판매, 대여, 게시, 공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편집 정보를 편집, 강화, 검증, 보완하거나 이에 추가하거나 이를 삭제할 목적으로 유럽의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소비자 수요 데이터 및 우편 및 지리적 경계 등을 포함한 MBR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ii) MBR이 단독 재량에 따라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MBR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MBR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g. D&B 데이터: 우편 홍보 또는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Demographic, Consumer 및 Business Data("Esri Data"): 이 데이터 카테고리에는 업데이트된 인구통계적 

데이터베이스, 인구 조사 데이터, 미국 커뮤니티 서베이(ACS) 데이터, 소비자 지출, 비즈니스 요약, 비즈니스 

http://corporate.navteq.com/supplier_terms.html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teleatlas_use_data.pdf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teleatlas_use_dat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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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소매점 및 Tapestry Segmentation 데이터셋이 포함된다. Esri Data는 소프트웨어나 Online Services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각 데이터셋은 다음 중 하나 또는 여러 라이센스 유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단일 사용자: 단일 사용자가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서버에서 개발 또는 내부용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를 허용한다. 인터넷 접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 내부 사이트/서버 - 기명 사용자: 라이센스 사용자의 내부용으로 기명(알려진) 사용자의 액세스를 

허용한다. 이와 같이 기명 사용자의 웹 액세스가 허용된다. 

▪ 공용 웹 사이트(비상업용) - 주민에게 제공되는 모델: 지방자치단체 라이센스 사용자가 한정된 

인구에 제공되는 부가 가치형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라이센스 사용자는 이러한 사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 공용 웹 사이트(상업용) 기명 사용자: 라이센스 사용자가 부가 가치형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명 

사용자를 통해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공용 웹 사이트(상업용) 익명 사용자: 라이센스 사용자가 부가 가치형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용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6. Data and Maps for ArcGIS: 이 데이터는 라이센스가 허여된 ArcGIS for Desktop, ArcGIS for Server 및 

ArcGIS Online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Data and Maps for ArcGIS는 사용을 허가 받은 ArcGIS for Desktop, 

ArcGIS for Server 및 ArcGIS Online과 병행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a. 라이센스 사용자는 관련 데이터셋에 대한 구체적 속성 명세 및 요건을 조건으로, 

http://www.esri.com/legal/redistribution-rights, 도움말 시스템 또는 지원 메타데이터 파일에서 구할 

수 있는 Redistribution Rights Matrix의 설명대로 데이터를 재배포할 수 있다. 

b. StreetMap Data와 함께 제공되는 데이터는 매핑, 지오코딩(geocoding) 및 라우팅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동적 라우팅 용으로는 라이센스가 허여되지 않는다. 예컨대, StreetMap USA는 

다음 조작(다음 회전 경고 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회전을 놓친 경우 대체 경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7. 보류 

8. 보류 

9. Esri MapStudio Data: 이 데이터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a. HERE 데이터에는 http://corporate.navteq.com/supplier_terms.html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b. Tele Atlas/TomTom 데이터에는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

teleatlas_use_data.pdf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http://www.esri.com/legal/redistribution-rights
http://corporate.navteq.com/supplier_terms.html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teleatlas_use_data.pdf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792-teleatlas_use_dat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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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cubed 데이터에는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946-icubed.pdf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d. D&B 데이터: 우편 홍보 또는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0. 라이센스 사용자는 프레젠테이션 패키지 용도, 마케팅 연구 목적이나 제3자용으로 준비된 기타 보고서 또는 

문서에서 하드 카피 또는 읽기 전용 형태("출력")로 포함할 수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출력물을 독립된 

형태로 재판매하거나 외부에 배포하지 않는다. 

11. ArcGIS for Transportation Analytics - HERE 교통 데이터 옵션: 이 온라인 데이터 서비스는 ArcGIS for 

Transportation Analytics 전용 옵션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이 데이터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a. HERE 교통 데이터에는 http://corporate.navteq.com/supplier_terms.html의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b. 내비게이션 애드 온 없이는 교통 상황을 기반으로 한 자동 라우팅 및 재라우팅이 허용되지 않는다. 

c. HERE 교통 데이터는 보관할 수 없으며 최종 사용자의 개인적 단기 사용(일(1) 회, 이십사(24) 시간 

이하)용으로만 제공될 수 있다. 

d. FM/AM/HD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RDS 전달 방식을 통해 HERE 교통 데이터를 

방송하거나 표시할 수 없다. 

e. HERE 교통 데이터는 인바운드 호출자에게 음성 교통 보고서를 제공하는 교통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러한 교통 시스템에 통합할 수 없다. 

f. HERE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전자 메일 경고나 메시지 또는 

음성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데 HERE 트래픽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j9946-icubed.pdf
http://corporate.navteq.com/supplier_ter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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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Online Services 부록 

(E300-3) 

 

이 Online Services 부록("부록 3")은 라이센스 사용자의 Online Services 사용 조건을 명시하고 라이센스 

사용자의 기존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있는 경우) 또는 라이센스 계약(http://www.esri.com/legal/software-

license)을 포함하며(적용되는 경우 "라이센스 계약"), 부록은 참조로 이 계약에 통합된다. 이 계약의 일반 

라이센스 조건과 충돌할 경우 이 부록 3이 우선 적용된다. Esri는 때때로 이 조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 부록 3의 1항에는 모든 Online Services에 적용되는 조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2항에는 특정 Online 

Services에 적용되는 공통 조건이 수록되어 있다. 

 

1항 - Online Services 공통 사용 조건 

 

제1조 - 용어 정의 

 

라이센스 계약에 제시된 정의 외에 이 부록 3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 "익명 사용자"란 라이센스 사용자의 컨텐츠 또는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의 일부에 공용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공유 도구를 사용하여 게시하고, 이 부록의 2항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가 허여된 소프트웨어나 Online Services를 사용할 

때 포함된다. 

b. "API"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c. "앱 로그인 자격증명"이란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ArcGIS Online에 등록하면 제공되는 시스템 생성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및 관련 암호로,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서 Online Services를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포함할 수 있다. 

d. "ArcGIS Website"란 http://www.arcgis.com 및 관련 또는 후속 웹 사이트를 말한다. 

e. "컨텐츠"란 데이터, 이미지, 사진,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지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 

스프레드시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개발자 도구를 말한다. 

f. "개발자 도구"란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API,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코드 샘플 및 기타 리소스를 

말한다. 

g.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란 라이센스 사용자, 라이센스 사용자의 기명 사용자 또는 기타 사용자가 

라이센스 사용자의 Online Services 사용과 관련하여 Esri에 제출하는 모든 컨텐츠, Online Services와 

함께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를 사용하여 파생된 결과물 및 라이센스 사용자가 개발자 도구로 구축하여 

Online Services로 배포하는 모든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제품 향상을 위해 Esri에 제공하는 피드백, 제안 또는 요청은 제외된다. 

http://www.esri.com/legal/software-license
http://www.esri.com/legal/software-license
http://www.arcg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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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기명 사용자"란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 사용자의 Online Services 계정을 통해 Online Services와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인별 액세스를 특별히 허용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기명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직원, 대리인, 컨설턴트 또는 하도급인 등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 사용자만을 

위해 Online Services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Education Plan 계정의 경우 기명 

사용자에는 등록 학생이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제3자는 기명 사용자가 될 수 없다. 기명 사용자는 익명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Online Services에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기명 사용자는 

고유한 개인별 로그인 자격증명이 있다. 

i. "온라인 컨텐츠"란 Esri가 Online Services의 일환으로 호스팅하거나 제공하는 컨텐츠를 의미하며, 맵 

서비스, 작업 서비스, 이미지 서비스 및 개발자 도구가 포함되며 라이센스 사용자가 Online Services를 

통해 접근하며 제3자가 제공하는 컨텐츠는 제외된다. 

j. "서비스 구성요소"란 Online Services, 온라인 컨텐츠, ArcGIS Website, 개발자 도구, 문서 또는 관련 

자료를 각각 의미한다. 

k. "공유 도구"란 Online Services 및 ArcGIS Website에 포함된 게시 기능으로서, 라이센스 사용자가 제3자 

및/또는 익명 사용자에게 컨텐츠 및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다. 

l.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이란 사용을 허가 받은 모든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Online Services와 

병행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사용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m. "Web Services"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기존 서명된 라이센스 계약 하에 사용되는 것으로 Online Services 

및 그러한 Online Services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를 의미한다. 

 

제2조 - Online Services 사용 

 

2.1 Online Services에 대한 라이센스. Esri는 관련 주문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Online 

Services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이며 비배타적, 전 세계적 라이센스를 허여하되(필요 시), (i) 관련 

라이센스 대금이 납부되고 (ii) 라이센스 사용자 및 라이센스 사용자가 기명한 사용자나 익명 사용자(적용되는 

경우)가 내부적 용도로 사용하며 (iii) 이 라이센스 계약 및 Esri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받은 파일 구성에 맞춰 

라이센스를 사용해야 한다. 

 

2.2 Online Services 사용 구독 제공. Online Services 사용 구독의 경우 Esri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문서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Online Services를 제공한다. 

b. Esri의 표준 고객 지원 정책 및 라이센스 사용자가 구입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식에 따라 고객 지원을 

제공한다. 

c. Online Services가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악성 코드를 전송하지 않도록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단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 계정이나 제3자 컨텐츠를 통해 Online Services에 침투된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3 라이센스 사용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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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이센스 사용자는 기명 사용자의 이 계약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이센스 사용자 및 라이센스 

사용자의 기명 사용자 또는 익명 사용자(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라이센스 사용자 계정을 통해 Online 

Services에 접근할 수 있다. 기명 사용자의 로그인 자격증명은 지정된 기명 사용자 전용이며 여러 개인이 

공유할 수 없다. 이전 사용자가 Online Services에 대한 접근 권한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기명 

사용자의 로그인 자격증명을 새로운 기명 사용자에게 다시 할당할 수 있다. 

b. 라이센스 사용자와 라이센스 사용자의 기명 사용자는 인증 코드, 접근 코드, 기명 사용자의 로그인 

자격증명 또는 Online Service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다른 모든 방법의 기밀을 유지하고 

라이센스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제3자의 무단 접근을 차단할 책임이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 

사용자 계정의 무단 사용이나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즉시 Esri에 통지한다. 

c.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컨텐츠 및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운영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사용, 액세스, 이동, 전송, 유지보수 또는 처리 능력을 허용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에는 제품에 대한 사용과 액세스, 이후의 

최종 사용자, 최종 사용 및 미국 정부와 다른 정부에서 발행한 대상 제한 등이 포함된다. 

 

2.4 Online Services 사용 금지.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예외 사항 외에도 라이센스 사용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 Online Services에 대한 무단 접근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일, (ii) 스팸 메일, 정크 메일 발송 또는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자료 전송 또는 스토킹 또는 신체적 상해 위협을 

가하기 위해 Online Services를 사용하는 일, (iii)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웜, 시한 폭탄, 트로이 목마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통신 장비의 기능을 방해, 파괴 또는 제한하도록 설계된 기타 컴퓨터 코드, 파일 또는 

프로그램("악성 코드")을 저장 또는 전송하기 위해 Online Services를 사용하는 일, (iv) Online Services가 직접 

기능 수행을 허용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Online Services를 미러링하고/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Online 

Services를 미러링, 재포맷 또는 표시하는 일, (v) Online 컨텐츠에서 파생된 클라이언트 측 데이터 캐시를 

라이센스가 허여된 다른 최종 사용자나 제3자와 공유하는 일, (vi) Online Services에서 파생된 클라이언트 측 

데이터 캐시를 제3자에게 배포하는 일, (vii) Online Services로부터 컨텐츠를 수동으로 또는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거나 스크랩(화면 또는 웹 스크랩)하는 일, (viii)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통신하거나(휴대용 

내비게이션 기기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러한 기기에 실시간 동적 경로 안내를 제공하는 ArcGIS Online 맵 

서비스, 지오코딩 서비스 또는 라우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예를 들어 이러한 서비스는 회전 임박 경고 등과 

같은 임박한 조작에 대해 사용자에게 경고하거나 회전을 못할 경우 대체 경로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 

또는 (ix) 상업적 제품이 Online Services에 중대한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에 Online Services의 일부를 상업적 

제품이나 서비스에 통합하는 일. 라이센스 사용자는 (a) 제3자의 소유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거나 

유용하기 위해 (b)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규정에 따라 수출이 통제되는 기술, 데이터, 정보를 처리, 

저장, 전송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c) 수출법을 위반하기 위해 (d) DFARS 204.73에 따라 UCTI(미분류 

통제 기술 정보)에 해당되거나 HIPAA(의료 보험 통상 책임 법)에 따라 PHI(보호되는 의료 정보)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저장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Online Services를 사용할 수 없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a) 

Online Services의 취약성을 조사 또는 시험하거나 Online Services에 사용되는 보안 또는 인증 조치를 어기려고 

시도하거나 (b) 경쟁을 목적으로 Online Services의 가용성, 성능 또는 기능을 벤치마킹하려고 시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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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앞서 말한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벌금, 처벌 

또는 Esri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료도 포함된다. 

 

2.5 평가.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내부 평가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라이센스는 명시된 평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라이센스 사용자가 사용 구독을 구입하는 시점 중 빠른 

시점까지 계속된다. 라이센스 사용자가 평가 라이센스를 평가 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 구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평가 기간 중 라이센스 사용자가 업로드하거나 제작한 모든 컨텐츠 및 사용자 지정 내용은 영구적으로 

상실된다. 사용 구독 구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평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러한 컨텐츠를 

내보내야 한다. 

 

2.6 Online Services 변경. Esri는 언제든지 Online Services 및 관련 API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Esri는 중대한 변경 시 30일 이전에 통지한다. 

 

2.7 Online Services 중단 또는 제거 Esri는 언제든지 Online Services 및 관련 API를 중단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Esri는 Online Service 중단 또는 제거 시 90일 이전에 통지한다. Esri는 

제거된 API를 최대 육(6) 개월까지 지원하고자 노력하나 단, 이를 지원할 수 없는 법적, 경제적 또는 기술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8 Online Service의 수정, 중단 또는 제거로 인해 라이센스 사용자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Esri는 단독 재량에 따라 Online Services를 보수 또는 교정하거나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상업적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Online Services 구독을 취소할 수 있으며 

Esri는 정액법에 따라 상환한다. 

 

2.9 귀속물. 라이센스 사용자는 Esri 또는 Esri의 라이센스 소유자의 로고 또는 ArcGIS Online Services 사용과 

관련된 기타 귀속물을 제거할 수 없다. 

 

제3조 - 기간 및 해지 

 

다음은 라이센스 계약의 제5조 - 기간 및 해지를 보완한다. 

 

3.1 사용 구독 기간. 사용 구독 기간은 구입 관련 주문 문서 또는 그 안에 언급된 Online Services 설명에 

명시된다. 

 

3.2 사용 구독비 변경. 월 사용 구독비는 삼십(30)일 이전에 통지하여 인상할 수 있다. Esri는 일(1) 개월 이상 

기간의 사용 구독에 대한 요금을 당시 유효한 사용 구독 기간의 만료 시점에서 최소 육십(60)일 이전에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인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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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비스 중단. Online Services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자의 접근 권한(라이센스 사용자의 고객을 대신한 

접근 권한 포함)은 Esri 또는 Esri 자회사의 합리적인 통제권을 벗어난 시스템 오류 또는 기타 이벤트를 포함하여 

Online Service 전체 또는 일부의 예기치 않거나 예정에 없는 중단 시간이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다. 

 

3.4 서비스 중지. Esri 및 해당 자회사는 (a)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하거나 (b) 이 부록의 

제5조에 명시된 대로 라이센스 사용자가 사용 제한을 초과하였으나 라이센스 사용자의 지속적인 Online Services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라이센스 수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c) 라이센스 사용자의 Online Services 사용이 이 

서비스의 무결성, 기능 또는 사용 가능성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d) Esri 및 그 라이센스 

소유자가 사용자의 계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경우, (e) Online Services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거나 이를 수정하기 위한 중단 시간이 예정된 경우, (e) Online Services의 위협 또는 공격(서비스 거부(DoS) 

공격 포함) 시 또는 Online Services의 해당 부분에 위험을 자아낼 수 있는 다른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f) Online 

Service에 대한 위협 또는 공격(서비스 거부(DoS) 공격 포함) 시 또는 Online Services의 해당 부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또는 (g) Esri 또는 해당 자회사에서 Online Services(또는 일부)가 

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법적 또는 규제 상의 이유로 그와 같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의 책임 없이 Online Services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차원에서 중지할 수 있다.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사전에 정지 관련 통지를 보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준다. 

 

3.5 Esri는 손상, 책임, 손실(데이터 또는 손익의 손실 포함),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나 고객이 서비스 중단이나 

서비스 중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 -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 피드백 

 

4.1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여기서 Esri 및 Esri의 라이센스 소유자에게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를 라이센스 

사용자가 Online Services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만 호스팅, 실행, 재생할 수 있는 비배타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전 세계적 권리를 허여한다. 라이센스 사용자의 허가 없이,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Online Services 

사용을 지원하거나 라이센스 사용자의 고객 지원 요청에 부응하거나 라이센스 사용자 계정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라이센스 사용자가 서면으로 허용한 기타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이센스 사용자가 제3자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Online Services에 접근할 경우 Esri는 이 제3자에게 애플리케이션, Online Services 및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를 공개할 수 있다. Esri는 법률이 

규정하거나 법원이나 기타 정부 기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때 Esri는 공개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를 Online Services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공하며 Online Services의 내보내기 및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정기적인 오프라인 

백업을 수행할 책임은 전적으로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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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 제거.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본 라이센스 계약을 준수하도록 컨텐츠 

관련 정보 또는 기타 자료를 합리적으로 제공한다.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를 Online Services에 

업로드하거나 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일이 이 라이센스 계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의 일부를 제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를 제거하기 전에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Esri는 Esri 저작권 정책에 따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처리 통지 방침을 준수하며 그 내용은 

http://www.esri.com/legal/dmca_policy에서 찾아볼 수 있다. 

 

4.3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 공유. 라이센스 사용자가 공유 도구를 사용하여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를 

공유하기로 선택할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이에 따라 제3자가 Online Services를 통해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를 사용, 저장, 캐시, 복사, 재생, (재)배포 및 (재)전송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ESRI는 공유 도구 또는 

다른 서비스 구성요소를 사용 또는 오용하여 발생하는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의 손실, 삭제, 변경 또는 공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공유 도구를 본인의 위험 부담 하에 사용한다. 

 

4.4 해지 시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 검색. 라이센스 계약 또는 평가나 사용 구독 해지 시 Esri는 삼십(30)일 동안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라이센스 사용자가 더 짧은 

기간을 원하거나 Esri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 이후로는 Online 

Services에서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권리는 종료되며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 컨텐츠를 저장하거나 반환할 추가 의무가 없다. 

 

제5조 - Online Services 사용 한도 및 서비스 크레딧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Online Services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한도는 서비스 

크레딧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서비스 크레딧은 라이센스 사용자 계정을 통해 제공된 ArcGIS Online services 

사용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라이센스 사용자의 ArcGIS Online 계정에서 제공되는 최대 서비스 크레딧은 

관련 주문 문서에 명시된다.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량이 라이센스 사용자의 사용 구독을 통해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할당된 서비스 크레딧의 약 75%에 이르면 라이센스 사용자의 계정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Esri는 사용량이 라이센스 사용자의 사용 구독에 할당된 서비스 크레딧의 100%에 이르면 라이센스 사용자 

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라이센스 사용자가 사용 구독 계정에 대한 추가 서비스 크레딧의 구입 

거래를 마치면 계정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즉시 복원된다. 

 

제6조 - 온라인 컨텐츠 및 제3자 컨텐츠와 웹 사이트 

 

6.1 온라인 컨텐츠. ArcGIS Online Data는 Online Services의 구성요소로 포함되며 라이센스 계약의 조건에 따라 

라이센스가 허여된다. 

 

http://www.esri.com/legal/dmca_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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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3자 컨텐츠 및 웹 사이트. Online Services 및 ArcGIS Website는 제3자 웹 사이트를 언급하거나 이에 

연결될 수 있으며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제3자 컨텐츠에 접근하여 이를 보고 사용하며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계약은 라이센스 사용자가 이러한 제3자 컨텐츠를 사용하도록 허가하지 않으며 라이센스 사용자가 제3자 

컨텐츠를 사용하려면 다른 조건 또는 추가 조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Esri는 이러한 웹 사이트를 

관리하지 않으며 그 운영, 컨텐츠 또는 가용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이러한 제3자 웹 

사이트 및 제3자 컨텐츠를 본인의 위험 부담 하에 어떠한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Online Services에 

포함된 제3자 웹 사이트 및 리소스에 대한 모든 링크나 언급은 어떠한 종류의 지지, 관계 또는 후원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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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특정 Online Services 사용 조건 

 

다음 표는 이 라이센스 계약의 일반 라이센스 조건 에 명시된 일반 사용 조건 외에 별도의 조건이 추가 적용되는 

Esri 제품이 나열된 목록이다. 추가 조건은 이 표 바로 아래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 표의 각 제품 이름 바로 

다음에 괄호 안의 번호로 표시되어 있다(언급된 추가 조건이 별도의 부록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에는 

그와 같이 표시됨). 

 

▪ ArcGIS Online(1; 2; 3;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6) 

▪ Esri Business Analyst Online(3.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4) 

▪ Business Analyst Online Mobile(3;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4) 

▪ Esri Business Analyst Online API for Adobe Flex, 

Microsoft Silverlight, SOAP, and REST(5;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1) 

▪ Community Analyst(3;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4) 

▪ Esri Community Analyst API for Adobe Flex, 

Microsoft Silverlight, SOAP 및 REST(5;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4) 

▪ Esri Location Analytics API for Adobe Flex, 

Microsoft Silverlight, SOAP 및 REST(5;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4) 

▪ Esri Redistricting Online(부록 2, 참고 1) 

▪ Esri MapStudio(4. 부록 2, 참고 1, 부록 2, 참고 9) 

 

참고: 

 

▪ 위의 표에 나열된 제품의 라이센스를 허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추가 사용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품에 대한 추가 사용 조건은 위의 표에 번호로 표시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위에 나열된 제품에 대한 추가 사용 조건: 

 

1. Online Services 공통 사용 조건에 추가되는 조건: 

 

a.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Esri Online Services 계정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사용자의 

내부용으로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b. 라이센스 사용자는 다음 조건을 전제로 제3자에게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권한도 제공할 

수 있다. 

 

i.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익명 사용자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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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라이센스 사용자는 제3자에게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목적으로 라이센스 

사용자의 ArcGIS Online 계정에 제3자를 기명 사용자로 추가할 수 없다. 이 제한은 기명 사용자 

정의에 포함된 제3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i. 라이센스 사용자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ArcGIS Online 

계정을 통해 제공되는 ArcGIS Online Services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없다. 이 제한은 기명 

사용자 정의에 포함된 제3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v.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제3자가 라이센스 

사용자의 ArcGIS Online 계정을 사용하여 발생한 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제3자의 Online 

Services 사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크레딧과 필요한 기타 모든 Online Services 추가 사용 

구독비가 이에 포함된다. 

v.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vi. 라이센스 사용자는 이 계약의 조건이 정하는 대로 제3자의 Online Services 사용을 제한한다. 

vii. 라이센스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Online Services 사용을 통해 표시되는 상표나 로고를 서면 허가 없이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라이센스 사용자가 Esri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다른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를 사용하여 Esri의 Online Services에 액세스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Esri에서 제공한 Online Services를 사용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자세한 지침은 문서에 제공된다. 

viii. 라이센스 사용자는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기명 사용자 자격증명을 포함시킬 수 없다. Public 

Plan 계정 및 ArcGIS for Developer Plan 계정을 제외한 모든 ArcGIS Online Plan 계정의 경우 ArcGIS 

Online에 대해 공개적인 익명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한해 

앱 로그인 자격증명만 포함시킬 수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내부용으로 ArcGIS Online 앱 로그인 자격증명을 포함시키거나 사용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는 기명 사용자 로그인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c. ArcGIS Online ELA, ArcGIS Online for Organizations 및 유료 Developer Plan 계정의 경우: 

 

i. 라이센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 접근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2)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제3자의 ArcGIS Online 계정에 전송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a) 라이센스 사용자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 대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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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과 관계없는 제3자의 

일반적인 ArcGIS Online 계정 사용에 대해 기술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c) 라이센스 사용자는 제3자의 ArcGIS Online 계정으로 전송되었거나 이에 구현된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d) 라이센스 사용자는 ArcGIS Online Public Plan의 라이센스 사용자를 개인 그룹에 참여하도록 

초대할 수 없다. 이 제한은 Education Plan 계정과 NPO/NGO Plan 계정에도 적용된다. 

 

d. ArcGIS Online Public Plan 계정, Development and Testing Plan 계정, Education Plan 계정 및 ArcGIS 

Online for Organizations 계정의 NPO/NGO 사용의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 접근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또는 사용의 결과 우발적이 아닌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 접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우발적이 아닌 광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ArcGIS Online 

ELA, ArcGIS Online for Organizations 또는 유료 Developer Plan 계정이 필요하다. 

 

e. ArcGIS Online Public Plan 계정의 경우: 

 

i. Public Plan 계정은 개인용으로만 라이센스가 허여된다. 영리 사업 또는 정부 기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Public Plan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이 제한은 교육용으로만 사용 시 교육 기관, 유자격 NGO/NPO 단체 및 언론 또는 미디어 단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정 유형의 단체에 소속된 개인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해 ArcGIS 

Online Public Plan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ii. Public Plan 계정 라이센스 사용자는 개인 그룹을 만들거나 ArcGIS Online for Organizations, 

Education, NGO/NPO 또는 ELA Plan의 라이센스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그룹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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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rcGIS Online Development and Testing Plan 계정의 경우: 

 

i. 이 라이센스 계약을 조건으로 라이센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공공 액세스용으로 게시하고 영리 사업 또는 정부 기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라이센스 사용자는 Development and Testing Plan 계정을 

통해 구동되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 이 제한은 교육용으로만 사용 시 교육 기관, 유자격 NGO/NPO 단체 및 언론 또는 미디어 

단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정 유형의 단체에 소속된 개인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해 ArcGIS Online Development and Testing Plan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ii. Development and Testing Plan 계정 라이센스 사용자는 개인 그룹을 만들거나 ArcGIS Online for 

Organizations, Education, NGO/NPO 또는 ELA Plan의 라이센스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그룹에 

참여할 수 없다. 

 

g. ArcGIS Online 유료 Developer Plan 계정 또는 Development and Testing Plan 계정의 경우: 

 

i.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계정과 연결하여 월당 일백만(1,000,000)개의 베이스맵 

및 일백만(1,000,000)개의 지리 검색 트랜잭션으로 제한된다. "트랜잭션"은 

http://links.esri.com/agol/transactiondef의 ArcGIS Resources에 있는 문서에 정의되어 있다. 

 

h. 라이센스 사용자는 제3자를 위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ArcGIS Online 계정의 라이센스 사용자가 될 수 

없다. 

 

▪ 이 제한은 교습만을 위해 교육 기관의 등록된 학생을 대신하여 ArcGIS Online Public Plan 계정의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허여할 수 있는 교육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 기관은 교습을 위해 한(1) 

명의 등록된 학생에게 하나의 ArcGIS Online Public Plan 계정을 제공할 수도 있다. 

 

i. "Online ELA 계정," "Organizations Plan 계정," "Developer Plan 계정," "Public Plan 계정", "Development 

and Testing Plan 계정" 및 "Education Plan 계정"은 여러 유형의 ArcGIS Online 계정을 가리킨다. 

 

2. ArcGIS Online Services 사용 조건: 

 

a. World 지오코딩 서비스: 라이센스 사용자는 ArcGIS Online 계정 없이 서비스에서 생성된 지오코딩 

결과를 저장할 수 없다. 

http://links.esri.com/agol/transaction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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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fographics 서비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표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저장할 수 없다. 

 

3. 라이센스 사용자는 Esri Business Analyst Online 또는 Community Analyst의 100개 이상 보고서나 지도의 

조합을 라이센스 사용자의 외부 웹사이트에 표시하거나 발행할 수 없다. 

4. 라이센스 사용자는 부록 2, 참고 1에 설정된 ArcGIS Online Data에 대한 제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뉴스 

보고 목적으로 지도를 하드 카피 및 정적 전자 형태로 생성, 발행 및 배포할 수 있다. 

5. 라이센스 사용자는 보고서 및 결과물로 생성된 정적, 전자 지도에 접근하고 이를 쿼리, 생성, 발행하고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의 최종 사용자에게 재배포하기 위해 Business Analyst Online 

API, Community Analyst API 또는 Location Analytics API를 사용하는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익명 사용자 사용 구독한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요금을 납부한 보고서 수에 

한해 익명 최종 사용자에게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는 보고서 및 지도를 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배포할 수 없다. "보고서"란 Business Analyst Online API, Community Analyst API 또는 Location 

Analytics API 제품에 의해 생성된 모든 형식의 결과물을 의미하며 PDF, CSV, Excel, HTML, XML 형식이 이에 

포함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벡터 형식의 어떤 데이터도 재배포할 수 없다. 라이센스 사용자 및 그 최종 

사용자는 Business Analyst Online API, Community Analyst API 또는 Location Analytics API에서 생성된 

보고서나 기타 결과물을 Business Analyst Online API, Community Analyst API 또는 Location Analytics 

API의 대용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i) 이러한 결과물을 하나 이상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결합하여 

포함시키고 (ii) 이러한 결과물을 복수 사용자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최종 사용자는 보고서를 자체 내부용으로 로컬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Business Analyst 

Online API(캐나다 버전)으로 개발된 공개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보고서 및 데이터는 정적 

형식으로만(예: JPEG, PDF) 생성하거나 내보낼 수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이 캐나다 버전 보고서를 CSV, XML, HTML 또는 XLS 파일 또는 파일의 내용을 쉽게 추출 또는 

조작할 수 있는 기타 형식으로 내보낼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가 

가치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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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제한 사용 프로그램 

(E300-4) 

 

이 제한 사용 프로그램 부록("부록 4")은 여기에 설명된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가하도록 Esri 또는 그 공인 

디스트리뷰터가 인정한 라이센스 참가자에게 적용된다. 이 부록 4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기존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있는 경우) 또는 참조에 수록된 http://www.esri.com/legal/software-license의 라이센스 계약(해당하는 경우 

"라이센스 계약")이 포함된다. 이 부록 4는 라이센스 계약의 충돌 조건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Esri는 때때로 이 

조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 교육용 프로그램(1) 

▪ 보조 프로그램(2) 

▪ ArcGIS for Home Use 프로그램(3) 

▪ 기타 Esri 제한 사용 프로그램(4) 

 

참고 

 

1. 교육용 프로그램: 라이센스 참가자는 제품을 교육 기간 동안의 교육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에 동의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그들이 관리 사용을 위한 기간제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는 한 제품을 어떠한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수익 창출 또는 영리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보조 프로그램: 라이센스 사용자는 제품을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품 사용 및 운영에 대한 

비용 회수를 제외하고 라이센스 사용자는 수익 창출 또는 영리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3. ArcGIS for Home Use 프로그램: 

 

a. 모든 일반 사용 프로그램용 ArcGIS 제품은 기간제 라이센스로 제공되며 

http://www.esri.com/software/arcgis/arcgis-for-home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인증 디스트리뷰터 웹 

사이트에 있는 Esri의 일반 사용 프로그램 웹 사이트에서 확인된다. 

b. Esri는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관련 주문 문서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본 설치 또는 사용에 대한 

허가 없이 ArcGIS for Home Use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개인적, 비배타적, 

비양도성의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를 허여하되, (i) 관련 라이센스 대금을 납부하고, (ii) 라이센스 사용자의 

비상업용 내부적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iii) 라이센스 계약 및 라이센스 사용자가 주문하거나 Esri 또는 

Esri가 인증한 디스트리뷰터가 허가한 구성에 따라, 또한 (iv)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그 전에 해지되지 

않는 한 십이(12) 개월 동안으로 제한된다. "비상업용"이란 사적 또는 개인적 역량에서 (i)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상되지 않으며 (ii) 상업적 용도나 보상을 목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생산하지 않으며 (iii)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iv) 상업적 용도, 애플리케이션 또는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작업의 

부당한 이용에 개입된 사람 또는 독립체에 의해 실시되지도, 자금 지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http://www.esri.com/legal/software-license
http://www.esri.com/software/arcgis/arcgis-fo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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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설치 지원. ArcGIS for Home Use 프로그램에는 구십(90)일 동안의 설치 지원이 포함된다. Esri 또는 그 

공인 디스트리뷰터 웹 사이트에서 추가로 논의된 바와 같이 Esri는 특정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설치 지원은 수정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된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문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sri에서 지원하는 표준 하드웨어 플랫폼과 운영 체제에만 제공된다. Esri는 

비표준 장치나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를 준비하지 

않는다. 

 

Esri 설치 지원은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home-use-installation-

support.pdf에서 Esri 웹 사이트에 있는 일반 사용 프로그램용 ArcGIS 설치 지원 문서를 준수하여 

제공된다. Esri는 Esri 소프트웨어의 설치 시에만 사용자를 지원한다. Esri의 지원 웹 사이트를 보려면 

http://support.esri.com/en/support로 접속한다. 공인 디스트리뷰터가 제공하는 지원은 해당 

디스트리뷰터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 사용 조건을 따른다. 

 

4. 기타 Esri 제한 사용 프로그램: 라이센스 사용자가 위에 열거된 모든 제한 사용 프로그램 하에서 제품을 

취득하는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에 의한 그러한 제품의 사용이 부록 4의 조건에 반하지 않을 것 이외에도 

관련 시작 페이지나 등록 양식 또는 Esri 웹 사이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 조건은 참조로 이 라이센스 계약에 통합된다.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home-use-installation-support.pdf
http://www.esri.com/~/media/Files/Pdfs/legal/pdfs/home-use-installation-support.pdf
http://support.esri.com/en/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