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조건

Filmmaker Pro 모바일 앱(이하 “본 서비스”)을 사용하시기 전에
다음의 약관 및 조건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에 접근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본 약관에 대한 귀하의
동의 및 준수를 조건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본 서비스에 접근
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방문자,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본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본 서비스를 사용하심으로서 귀하께
서는 다음의 약관에 의한 제약을 받는 것에 동의하시게 됩니다.
본 약관에 부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 경우 본 서비스에 접근하
실 수 없습니다.

콘텐츠

저희 서비스는 특정 정보,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또는 기타 자
료(“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콘텐츠
의 적법성, 신뢰성 및 적합성을 포함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
여 만든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작한 모든 컨텐츠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귀하께서는 해당 콘텐츠가 자신의 소유임(귀하께서 콘텐츠를
보유) 또는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제시하고 집행합니
다.

지적 재산권

본 서비스 및 본 서비스의 고유 콘텐츠(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제외), 특징 및 기능들은 Filmmaker Pro 및 계약자들의
독점 재산으로 유지됩니다. 본 서비스는 저작권, 상표권 및 미
국 및 외국 국가의 기타 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희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는 Filmmaker Pro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제
품 또는 서비스와도 연계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책임의 한계

(i) 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또는 접근 불가, (ii) 본 서
비스 상에서의 모든 행위 또는 써드 파트 콘텐츠, (iii) 본 서비스
를 통해 취득한 모든 콘텐츠, 그리고 (iv) 승인받지 않은 접근,
사용 또는 귀하의 전송물 또는 콘텐츠의 변경으로부터 야기된
이익, 데이터, 사용, 평판의 손실 또는 기타 무형의 손실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그것이 보증, 계약, 불법 행위(부주의 포함) 또
는 모든 기타 법적 이론에 의한 것이든, 그러한 위험에 대한 저
희의 고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리고 여기에 정의된 방법이 그
본래의 목적성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와 관계 없이 본
서비스는 모든 간접적, 부차적, 특수적, 결과적 또는 처벌적 피
해에 대하여 책임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법적 고지

본 서비스의 사용은 귀하의 온전한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본
서비스는 “규정된 그대로”가 아닌, “최대한 가능한”의 원칙 하
에 제공됩니다. 본 서비스는 판매 가능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
합성, 무침해성 또는 이행과정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하

지만, 제한되지는 않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의 모든 종류의 보
증서 없이 제공됩니다.

변경

저희는 본 약관을 언제든, 저희의 온전한 재량 하에 변경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변경이 중요한 건일 경우, 새
로운 약관이 발효되기 최소 30일 전에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 인가는 온전히 저희의 재량
하에 결정됩니다.
해당 수정 사항이 발효된 이후에 귀하께서 계속 저희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심으로서, 수정된 약관의 제약을
받는 것에 동의하시게 됩니다. 새로운 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사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문의

본 약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support@filmmakerproapp.com을 통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
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