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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리 소프트웨어용 페이스북 
추가 조항 

 
Research In Motion Limited 또는 당사의 계열사(이하 "RIM")는 귀하 개인이나 또는, 귀하가 
일하는 회사나 다른 독립체를 대표하여 당사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아래에 정의된)를 
취득할 자격을 지닌 경우, 귀하가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기관(이하 총칭하여 "귀하")에게 
블랙베리 소프트웨어용 페이스북(이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블랙베리 소프트웨어용 페이스북은 특정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해 Facebook 
Inc.("페이스북")가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접속 서비스")에 접속하고 사용하는 
일을 용이하게 합니다. RIM은 기꺼이 귀하에게 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나, 
접속 서비스가 제3자 서비스이고/이거나 페이스북 및/또는 기타 제3자가 제공하는 제3자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이 중 어느 것도 RIM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귀하가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자신이 거래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안전을 보장하도록 지불 조건, 개인정보 보호 조건, 개인 정보 설정 및 보안 
조치 등의 제반 조건을 비롯하여 일체의 해당 약관의 조건을 숙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접속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귀하의 휴대용 제품 상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a) 귀하는 현재 활성화된 접속 서비스용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계정에는 접속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조건이 
적용되고, (b) 귀하의 광역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자가 귀하가 자신의 휴대용 제품을 
통해 접속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하며, (c)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귀하의 
휴대용 제품 상의 블랙베리 휴대용 소프트웨어의 특정 버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현재 RIM의 블랙베리 솔루션 라이센스 계약(이전에 블랙베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으로 알려짐)(이하 "BBSLA") 하에 정의된 블랙베리 휴대용 
소프트웨어이며 아래에 명시된 추가 조항(이하 "추가 조항")에 의해 추가된 대로 BBSLA에 
의거하여 RIM이 귀하의 법적 관할 지역에서 귀하에게 사용 허가하는 라이센스입니다. 
귀하가 (BBSLA에 이미 정의된 바와 같이) 블랙베리 솔루션을 사용함에 있어 BBSLA의 
계약 조건에 이미 동의하였다면, 아래의 "동의함"을 클릭함으로써 추가 조항과 더불어 
동일한 계약 조건이 귀하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사용에도 자동으로 적용됨을 인증하게 
됩니다. 귀하가 아직 BBSLA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동의함"을 클릭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BBSLA 및 추가 조항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도 일관된 
약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귀하가 아래의 "동의함"을 클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BBSLA가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다른 모든 부문에 적용되며, 달리 적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전에 존재한 블랙베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대체하고 우선 적용한다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현행 BBSLA를 쉽게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 WWW.BLACKBERRY.COM/LEGAL에서 
찾아보시거나 또는 LEGALINFO@RIM.COM으로 RIM에 연락하시면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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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다음내용들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BBSLA에서 참조되고 또한 http://www.blackberry.com/legal/privacy.shtml에서 
조회하거나 legalinfo@rim.com에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는 RIM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포함하여, BBSLA의 정보 수집 조항에 대한 
동의는 귀하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해 RIM이 일체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귀하가 유럽경제구역의 주민인 
경우, 귀하는 RIM이 수집한 개인 정보를 유럽경제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송하여, 
RIM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RIM 또는 (캐나다, 미국 또는 RIM, 그 계열사, 
서비스 제공업체가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 기타 국가에 
소재한) 계열사가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접속 서비스 계정으로의 접근을 
개선하는 인증 토큰 또는 인증서를 수집,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접속 
서비스를 사용할 때, 페이스북과 같은 제3자 서비스가 귀하 단말기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RIM의 통제 또는 책임을 벗어난 다른 제3자 서비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록 동기화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 
접속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기능을 위해 단말기 상의 주소록 사본을 
페이스북에 정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프로필 
사진과 정보도 페이스북으로부터 단말기의 주소록과 캘린더로 정기적으로 
전송될 수 있으며, 귀하는 이 데이터가 귀하의 단말기에 저장되면 더 이상 귀하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 이에 대한 접근(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에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