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베리 솔루션 라이선스 계약서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사용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귀하에 대한 RIM의 책임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기타 귀하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본 계약은 귀하가 소재한 법역에 따라 귀하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배심재판 또는 집단소송 대신 중재를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귀하가 해당 권리에 대하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 귀하의 법역 내에서 적용되는 법에 따른 
귀하의 법정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블랙베리 솔루션 라이선스 계약(BlackBerry Solution License Agreement)(본 “계약”)’은, 
귀하가 본인의 지위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귀하 개인과, 또는 귀하가 귀하의 회사나 기타 인을 
대리하여 “소프트웨어”(아래에서 정의됩니다)를 취득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귀하가 그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본인(상기 두 경우 모두 “귀하”라 합니다)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파크 1 시너지 빌딩 2층, 우편번호 609917, 싱가포르 공화국에 그 등록된 
사무소를 둔 ‘리서치 인 모션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Research in Motion Singapore Pte. 
Limited)’(“RIM”)(총칭하여 “당사자들,” 또한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합니다) 사이의 법적인 계약을 
구성합니다. 제공상품(아래에서 정의됩니다)의 배포에 있어서, “RIM”이란 리서치 인 모션 이-
커머스 에스.에이.알.엘(Research In Motion E-Commerce S.a.r.l) 또는 
http://www.blackberry.com/legal/rime에서 “귀하”의 법역에 소재한 제공상품 대리점으로서 확인된 
기타 RIM 계열사를 의미합니다 (“RIME”). 귀하가 귀하의 개인 자격으로 그리고 귀하의 소속 회사 
또는 기타 인을 대리하여 “휴대단말기 제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여기에서 말하는 “귀하”는 “소프트웨어” 및 “RIM 서비스”의 특정 아이템에 대하여는 개인 
자격으로서의 귀하 자신을 의미하며, 기타 “소프트웨어”와 “RIM 서비스”에 대해서는 귀하가 
대리하는 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귀하에게 귀하의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버(BlackBerry Enterprise Server(“BES”)) 이메일계정 및 블랙베리 개인정보관리 
어플리케이션 (“PIM 어플리케이션즈”)과 관련된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가령 윈도우즈 라이브 메신저(Windows Live Messenger) 고객 소프트웨어 또는 
RIME 스토어(RIME Store)와 같은 기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 때 “귀하”는 BES 이메일계정 및 PIM 
어플리케이션즈에 대해서는 귀하의 회사를 의미하며 귀하의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고객 
소프트웨어 또는 RIME 스토어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적인 귀하를 의미합니다.) “RIM”은 
“소프트웨어” 의 라이선스 및 배포와 관련하여, (a) ‘리서치 인 모션 리미티드(Research in Motion 
Limited)’(“RIM 캐나다”) 또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 및 계열사(본 “계약”에서는 “RIM 캐나다”와 
그러한 자회사 및 계열사를 총칭하여 “RIM 그룹”이라 합니다)나, (b) “RIM”을 포함한 “RIM 그룹” 
소속 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한 제3자인 실시허락자(licensor)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실시권자(licensee)입니다.  
 
“귀하”는 아래의 해당 버튼을 클릭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 활성화 또는 사용함으로써, 본 
“계약” 규정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본 “계약”의 규정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RIM”(LEGALINFO@RIM.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본 “계약”에 동의한 일자로, 본 “계약”이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블랙베리 최종 
사용자/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BlackBerry End User/Software License Agreement)’과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BlackBerry Enterprise Server 



Software License Agreement)’ 및 모든 블랙베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또는 블랙베리 
솔루션 라이선스 계약들을 대체하고 우선 적용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계약의 통합’이라는 제목의 하기 규정(제30조)을 보십시오).  
 
반환. “귀하”가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 아이템을 처음으로 
설치, 활성화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본 “계약”의 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며, “귀하”는 (A) “소프트웨어”를 “RIM”에게 
즉시 반환, 삭제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하여야 하고, (B) “귀하”가, “RIM” 또는 그의 대리인이 
“소프트웨어”를 이미 설치한 “RIM 제품”을 구입한 경우, “RIM 제품” 및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와 아이템(서류 및 포장을 포함합니다)을 “귀하”가 해당 제품과 소프트웨어 및 
아이템을 취득한 “RIM”의 대리점 또는 “RIM”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C) “귀하”가 “RIM”이나 그 
대리인이 이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제3자 휴대단말기 제품”을 구입한 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귀하”가 대상 제품 및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와 아이템을 취득한 “RIM”의 
대리점 또는 “RIM”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상황에서, “귀하”가 
“소프트웨어,” 및/또는 “귀하”가 “소프트웨어”와 함께 구입한“RIM 제품”을 위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대상 “소프트웨어” 없이 “RIM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및,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날로부터 삼십(30)일 내에 “RIM”이나 “귀하”가 “RIM 제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RIM”의 대리점에게 구매영수증을 제공하는 경우, “RIM”이나 “RIM”의 대리점은 “귀하”가 해당 
물품들을 위해 지급한 대금(해당되는 경우)을 “귀하”에게 환불합니다.  “제3자 휴대단말기 
제품”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환불을 받기 위하여는 해당 “제3자 휴대단말기 제품”의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귀하”의 대리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일부 “제3자 휴대단말기 제품”에 
관하여 “소프트웨어”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대리점으로부터 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 “RIM”(legalinfo@rim.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정의.  문맥상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또한 문맥상 적합한 경우,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며, 복수는 단수를 포함합니다). 
 
“에어타임 서비스(Airtime Service)”란 광역 무선 통신망 서비스, 기타 통신망 서비스(무선 
근거리 통신망, 위성 및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합니다)와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기타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란 “에어타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를 말합니다.  
 
“승인 받은 사용자”란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귀하”가 허락한 자로서, (a) “귀하”의 직원, 자문인 또는 독립된 피사용인 중 모든 자, (b) 
“귀하”의 주거 내에 거주하는 친구 또는 가족구성원이나 기타 모든 자 및 (c) “RIM”이 
서면으로 승인하는 기타 모든 자를 말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귀하”에게 
“블랙베리 서버 소프트웨어”를 제3자로 하여금 호스트(host)하게 할 수 있는 자동적인 
권리를 부여하지는 아니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를 희망하는 경우 
“RIM”(legalinfo@ri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제품”이란, “블랙베리 장치”로도 알려진, 스마트폰, 스마트 카드 리더, 
태블랫이나 ‘블랙베리 프레젠터(BlackBerry Presenter)’ 및 “RIM”이 



http://www.blackberry.com/legal/blackberrydevices_for_bbsla에서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제품”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한 기타 모든 장치를 포함하여 “RIM”이나 그 대리인이 제조한 
장치를 말합니다.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란 “휴대단말기 제품”에서 사용하기로 고안된 것으로서 
(a) “RIM”이 선적한 대로 “휴대단말기 제품”에 탑재되어 있거나, (b) “귀하”가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RIM”이나 그 대리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RIME 
스토어”를 통해 “귀하”에게 수시로 전송, 배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RIM”의 독점적인(proprietary) 소프트웨어(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 코드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RIM”의 독점적 소프트웨어, 펌웨어, 인터페이스, ”콘텐츠” 및 “제3자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나 그 일부를 말합니다.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의 
예로는,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RIME 스토어”를 통해 사용 
가능한 것과, “RIM” 또는 그 대리인이 특별히 “제3자 휴대단말기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전송, 배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RIM  소유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들 수 있습니다. 
 
“블랙베리 결재 서비스”란 “RIME 스토어”를 통해 “인-앱 제품” 및 기타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RIM” 의 소유의 지급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블랙베리 PC 소프트웨어”란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로 사용되도록 고안되었으며 단수의 
최종 사용자가 언제라도 일시에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RIM”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 코드로 간주되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RIM”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콘텐츠” 및 “제3자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나 
그 일부를 말합니다.  “블랙베리 PC 소프트웨어”의 예로는,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 및 
“귀하”의 개인 컴퓨터 사이의 동기화를 개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기타 
데스크톱 관리기능을 제공하는 ‘블랙베리 데스크톱 소프트웨어(BlackBerry Desktop 
Software)’를 들 수 있습니다. 
 
“블랙베리 프로슈머 서비스”란 “블랙베리 서버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특정 기능을 “RIM”의 
소비자가 해당 “서버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RIM”이 
고안하여 제공하는 “RIM 서비스”를 말합니다.  “블랙베리 프로슈머 서비스”의 예는 “RIM”의 
‘블랙베리 인터넷 서비스(BlackBerry Internet Service)’로, 가입자로 하여금 (a)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에 푸시(push) 방식으로 이메일을 전달하기 위하여 특정 ISP와 기타 
제3자의 이메일계정을 통합하고, (b)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을 위하여 장치에 기반한 
이메일주소를 생성하며, (c) 특정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의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는 “블랙베리 프로슈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귀하”의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베리 서버 소프트웨어”란 컴퓨터에 설치된 하나의 사본을 통하여 한 번에 여러 개의 
“휴대단말기 제품” 또는 해당하는 경우 개인용 컴퓨터가 접속할 수 있도록 고안된 “RIM”의 
독점적인 서버 소프트웨어(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 코드로 간주되는 지를 불문하고, 서버 
라우팅 프로토콜 식별자(SRP ID), SRP 인증키 및 “RIM”이 특정 서버 소프트웨어 사본과 
함께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기타 모든 식별자를 포함하는 “RIM”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콘텐츠 및 데이터와 “제3자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일부를 말합니다.  



“블랙베리 서버 소프트웨어”의 예로는, 특정 기업 어플리케이션 서버(예를 들어, 이메일 
서버)와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동되도록 활성화된 
“휴대단말기 제품”을 통합하고 그들을 연결시키는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버(BlackBerry 
Enterprise Server),” 그리고 “휴대단말기 제품”이 사무용 전화기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블랙베리 모바일 보이스 시스템(BlackBerry Mobile Voice)’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습니다. 
 
“블랙베리 솔루션”이란 “소프트웨어” 및 그와 함께 사용되는 “RIM 제품,” “블랙베리 서버 
소프트웨어,”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 “블랙베리 PC 소프트웨어” 및/또는 “RIM 
서비스(들)” 중 최소한 어느 하나를 말하며,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포함합니다.   
 
“콘텐츠”란 데이터, 텍스트, 음악, 소리, 벨소리, 사진, 그래픽, 동영상, 메시지, 태그 또는 기타 
디지털 자료나 디지털 정보를 말합니다.  
 
“문서”란 모든 안전 지침을 포함하여, “RIM”이 “소프트웨어,” “RIM 제품”이나 “RIM 서비스”의 
특정 유형 및 버전을 위하여 작성하고 제공한, 행동강령, 지침 또는 사용규칙을 포함한 해당 
설치 안내서 및 기타 표준 최종 사용자 문서를 말합니다.  최종 사용자 및 관리자 문서는 또한 
http://docs.blackberry.com를 방문하거나, 또는 “RIM”(legalinfo@rim.com)에 요청함으로써 
이용 가능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문서”는 “RIM”이 아닌 어떠한 자가 작성하거나 
수정한 설치 안내서 또는 최종 사용자 문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대단말기 제품”이란 (a)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제품,” 또는 (b) “제3자 휴대단말기 제품”을 
말합니다.  
 
“인-앱 제품”이란 “귀하”가 “RIME 스토어”를 통해 취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제3자 
소프트웨어”의 복제를 통해  “블랙베리 결재 서비스”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판매된 디지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키오스크”란 “RIME 스토어”에 있는 부서(department)를 말합니다.  
 
“머천트 오브 레코드(Merchant of Record) 또는 “MoR”이란 지급 유형, 법역 및 키오스크에 
따라 구별되는, 구매 시에 확인되는 구매처리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마이 월드(My World)”란 “귀하”가 “RIME 스토어”를 통해 취득한 특정 “소프트웨어” 및 
“제3자 아이템”을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에서 삭제하거나 재설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제공상품”이란 “인-앱 제품” 및 사용 가능한 “RIM 제품”, “소프트웨어”, “RIM 서비스”, “제3자 
아이템”, “제3자 서비스”를 포함하여 “RIME 스토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아이템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공상품 판매자”란 “RIME 스토어”를 통해 배포하기 위해 제공상품을 공급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유료 RIM 서비스”란 “귀하” 또는 “승인 받은 사용자”가 제공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하고 
RIM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RIM 서비스”를 말합니다.    



 
“RIM 주변장치”란 마이크로SD 카드나 “RIM 제품”과 함께 작동하도록 고안된 기타 확장 
메모리 및 헤드셋을 포함하는, “RIM” 브랜드의 부속품이나 기타 상품을 말합니다.  
 
“RIM 제품”이란 모든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제품”과 “RIM 주변장치” 중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RIM 서비스(들)”이란 http://www.blackberry.com/legal/rimservices 에서 “RIM 서비스”로 
식별되는 서비스들을 포함하여 “RIM” 또는 그 대리인, 또는 “RIM” 계열사에 의해 귀하에게 
사용 가능하게 되는 서비스로서 명시적으로 구별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RIM과 
제3자와의 공동브랜드라는 사실 자체로 이를 “RIM 서비스”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RIME 스토어”란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스토어(BlackBerry Enterprise Store)” 이외에 
“제공상품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공상품”을 공급하는 “RIME” 또는 
“RIME” 계열사의 독점적 디지털 상점을 말합니다. 단,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언급하자면 
“RIME 스토어”는 글로벌 솔루션스, 인크.(Global Solutions, Inc.)에 의해 운영되는 디지털 
상점(www.shopblackberry.com)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RIME 스토어 제공상품”이란 “RIME 스토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제공상품”을 말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란 제9(e)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프트웨어”란, 형식, 매체, 방식을 불문하고, 본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거나 
이후에 설치 또는 사용되는 모든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 “블랙베리 PC 
소프트웨어”나 “블랙베리 서버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란 용어는, “제3자 
소프트웨어”나 “제3자 아이템”이 “RIM” 이나 “RIM” 대리인에 의해 또는 “RIME 스토어” 또는 
“블랙베리 결재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타 경로를 통해 배포되는지 여부 또는 “제3자 
소프트웨어”나 “제3자 아이템”이 “소프트웨어” 및/또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이나 “제3자 
휴대단말기 제품”의 일부를 동반하거나, 함께 제공 또는 작동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 소프트웨어”나 “제3자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자 구성요소”란 “RIM”이 “RIM” 소프트웨어 제품에 통합시키거나 “RIM” 하드웨어 제품인 
경우 펌웨어에 통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RIM” 브랜드를 
사용하여 “RIM”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를 말하며, 
“제3자 소프트웨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자 콘텐츠”란 제3자의 독점적인 “콘텐츠”를 말합니다.  
 
“제3자 휴대단말기 제품”이란 “블랙베리 장치”를 제외한, “RIM”이 그 작동을 위하여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나 그 일부를 고안하고 승인한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가 “RIM” 기반시설에 접속하도록 의도되는 경우, “RIM”이 제3자의 무선장치가 
“RIM”의 기반시설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귀하”의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휴대용 장치를 포함한 모든 장치를 
말합니다. 
 



“제3자 아이템”이란  “제3자 콘텐츠” 및 “제3자 제품”을 말합니다. 
 
“제3자 하드웨어”란 “휴대단말기 제품,” 컴퓨터, 장비, 주변장치 및 “RIM 제품”이 아닌 기타 
모든 하드웨어 제품을 말합니다.  
 
“제3자 제품”이란 “제3자 하드웨어,” “제3자 소프트웨어” 및 “RIM 제품”이 아닌 기타 모든 
상업용 제품들을 말합니다.  
 
“제3자 서비스”란, “에어타임 서비스”, 제3자 “MoR” 또는 “지급처리자(payment processor)”가 
제공한 서비스 및 “RIM”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모든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자 소프트웨어”란 “RIME 스토어”와 같이 “RIM 제품”, “소프트웨어”, 또는 “RIM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거나, 해당 “RIM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상에서 또는 그를 통하여 제공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자의 독점적인 독립형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이란, “소프트웨어”와, “RIM 제품,” “블랙베리 서버 소프트웨어,”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 “블랙베리 PC 소프트웨어” 및/또는 “RIM 서비스” 중에서 
귀하가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귀하가 취득, 설치, 활성화하거나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아이템을 
말하며,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포함합니다.  “제3자 아이템”과 “제3자 서비스”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귀하의 콘텐츠”란 “귀하” 나 그 “승인 받은 사용자”가 “RIM 서비스”나 “제3자 서비스”에 
공급하거나 사용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2. 소프트웨어 및 문서에 관한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될 
뿐이며, 판매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하의 라이선스는 해당 이용료의 
지급 시 부여됩니다.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귀하”는 “귀하”와 그 “승인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을 허용하는 개인적이고, 취소가능하고, 비배타적이며, 이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 받게 
됩니다: 
 

(a) “소프트웨어”가 “블랙베리 서버 소프트웨어”인 경우: 
(i) “RIM”이나 그 대리점에게 이용료가 지급된 “소프트웨어”의 사본 수(가상 

사본을 포함합니다)를 설치 및 사용(또한 “RIM”이나 그 대리점에게 
“소프트웨어”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RIM”이나 그 대리점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수의 사본을 설치 및 사용); 그리고 

(ii) 해당하는 경우, “RIM”이나 그 대리점에게 이용료가 지급된 “휴대단말기 
제품”이나 개인용 컴퓨터의 수(예를 들어,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위해 구매된 고객 접속 라이선스(“CAL”)의 수)만큼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용(또한 “휴대단말기 제품”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하여 어떠한 이용료도 “RIM”이나 그 대리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RIM”이나 그 대리점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휴대단말기 제품이나 
개인용 컴퓨터의 수만큼 사용을 허용). 또한,  

 



(b) “소프트웨어”가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나 “블랙베리 PC 소프트웨어”인 
경우: 
(i) 하드웨어에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된 해당 “소프트웨어”의 한(1)개의 

사본을 사용; 또는, 
(ii)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RIM”이나 그 대리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이용료에 상응하는 수의 설치 가능한 하드웨어 단위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RIM”이나 그 대리점에게 대상 “소프트웨어”를 
위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RIM”이나 그 대리점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수까지의 사본을 설치하고 사용). 

 
“귀하”가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무료 시험판(free trial)의 일부로서 “소프트웨어”(및 여하한 관련 
“CAL”)를 취득한 경우, 상기의 라이선스 권리는 “귀하”가 필수 이용료를 지급한 시간 동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RIM”이나 그 대리점이 승인한 시간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경우에,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 자신을 위한 내부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만, 그리고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로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거나 “RI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만약 “승인 받은 사용자”가 다른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로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즉, “RIM”의 독점적인 제품,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블랙베리 솔루션”으로서, “귀하” 또는 “귀하”를 대리하는 제3자가 취득,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귀하”가 그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나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사는 없는 경우; “기타 
블랙베리 솔루션”) 그러한 사용은 본 라이선스 계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귀하”는 “승인 받은 
사용자”로 하여금 “기타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로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기업인 경우, 
“귀하”의 직원이 그 또는 그녀의 개인적인 “블랙베리 프로슈머 서비스”나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고객 “소프트웨어”와 함께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고, “귀하”가 해당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나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사는 없는 경우, “귀하”가 “승인 받은 사용자”와 
함께 그 또는 그녀가 기타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로서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또는 
그녀의 개인 자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승인 받은 사용자”와 함께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용은 법인으로서 “귀하”와 체결한 본 “계약”에 의해 규율을 받지 아니하며 귀하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유사하게 “귀하”가 현재 유효한 ‘호스티드 BES 사용 
계약(Hosted BES Acces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면, “귀하”의 소비자들은 그들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로서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BBSLA”를 
체결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본 “계약” 및 이를 통하여 부여된 라이선스는 (A) “소프트웨어”나 “제3자 
소프트웨어”의 추후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 (B) “휴대단말기 제품”의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기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 (C) 새로운 또는 수정된 모든 “RIM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그에 관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자동적으로 점검할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귀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3자 아이템”, “제3자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제외한 특정 “RIM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나 “제3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이나 그 일부를 “귀하”에게 제공하도록 “귀하”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소프트웨어,” 
“제3자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또는 업데이트를 전송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도록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환경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이로써 “RIM”이 
귀하의 사용을 위하여 수시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그러나 
“RIM”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계약”에 따라 “RIM”이 “귀하”에게 제공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는 경우에 따라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 “블랙베리 PC 
소프트웨어”, “블랙베리 서버 소프트웨어”, “RIM 서비스” 또는 “제3자 소프트웨어”로 간주됩니다. 
 
베타 제품(Beta Products).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접속한 모든 “서비스”가 비상업용 
제품(pre-commercial), 평가품(evaluation), “알파” 또는 “베타” 소프트웨어(각각 “베타 소프트웨어” 및 
“베타 서비스”)로 구별되는 경우, “귀하”의 “베타 소프트웨어” 사용이나 “베타 서비스” 접속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라이선스 권리는 “RIM”이 승인한 기간(“테스트 기간”)동안에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베타 소프트웨어”, “베타 서비스” 및 “베타 소프트웨어”(“베타 
하드웨어”, “베타 소프트웨어” 및 “베타 서비스”와 함께 “베타 제품”이라 합니다)의 사용을 위하여 
“RIM”에 의해 제공된 “RIM 제품”과 관련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고 “RIM”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또한 “베타 소프트웨어”나 기타 “베타 제품”이 “RIM”에 의해 
상업적으로 출시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나 “베타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베타 제품”의 상업용 
버전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RIM” 개발자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IM”의 단독 재량으로 언제라도 연장 또는 종료될 수 있는 
“테스트 기간”의 만료 시 라이선스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귀하”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다면, 가능한 경우, “RIM”은 “테스트 기간” 에 변동 사항에 관하여 “귀하”에게 사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테스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RIM”이 “베타 
제품”에 특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제품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귀하”는 해당 기술 조치를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시도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베타 제품”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데 대한 보답으로 “귀하”는 “테스트 기간” 
동안에 경험하는 오류나 결함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포함하여 “RIM”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RIM”으로부터 어떠한 유형의 보상이나 변제 없이 “RIM”에게 “베타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아래 “피드백”이라는 제목의 조항이 해당 “피드백”에 적용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RIM”은 
“귀하”로 하여금 특별히 특정 “베타 제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는 해당 조사를 작성하기로 동의합니다.   
 
복제권. “귀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RIM 서비스”을 일부로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포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RIM”이 상기 행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본 “계약”, 해당 “RIM 서비스”를 위한 문서, 또는 “귀하”와 “RIM” 또는 
“RIM” 계열사 사이의 개별적인 서면 약정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된 범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RIM 서비스”을 일부로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재생산하거나 사본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조에 있어 “복사” 또는 “재생산”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가 “문서”의 규정에 따라 “문서”에 기재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업계의 표준적인 
관행에 따라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나 시스템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백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설명 및 지시사항의 복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 자신의 개인적 또는 
내부적 사용과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사용과 관련된 목적이 아닌 이상, 어떠한 “문서”나 그 
일부도 복사할 수 없습니다.  

 
3. 블랙베리 솔루션 사용 규칙.  “귀하”는 자신 및 “승인 받은 사용자”가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a)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는, 본 “계약,” 모든 관련 법 및 규정과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이나 그 일부를 위한 관련 “문서”에 따라,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및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b) “귀하”는 그 자신을 위하여 또는 회사나 기타 인, 미성년자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권리 및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귀하”의 나이는 성년이 지났고,  
 

(c) “RIM 서비스” 사용을 위해 등록하거나 “RIME 스토어”를 통해 주문하거나 또는 
“블랙베리 결재 서비스”를 통해 거래를 완성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RIM”에게 제공된 모든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귀하”나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RIM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계정을 유지하는 한, 
“귀하”는 해당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업데이트합니다.    
 

(d)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는, “귀하” 또는 “승인 받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합리적인 표준인에게 기대되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후,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이나 그 일부를, “RIM”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귀하”나 기타 다른 최종 
사용자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여하한 일부를 포함하여 “RIM”이나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하는 여하한 자가 사용하는 일체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네트워크콘텐츠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저하시키거나 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또는 “RIM,” “RIM 그룹,”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나 그들의 각 소비자, 
기반시설,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타의 방법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별적 또는 기타 ”제3자 아이템”이나 “제3자 서비스”와 함께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하”는 “RIM”이 상기 활동을 
“귀하”에게 통지할 경우 해당 활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합니다. 
 

(e)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이나 그 일부를 
사용하여, 부적절하거나, 모독적, 위협적, 모욕적, 명예훼손적, 비방적, 외설적, 
불법적 또는 기만적인 성격의 콘텐츠를 전송, 게재, 게시, 배포 또는 유포하지 
않습니다.  
 

(f)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는, 법이나 계약에 따라 또는 여하한 의무를 
위반하여 또는 사생활권이나 프라이버시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 도박이나  여하한 
지적재산권 및/또는 제3자의 기타 독점적인 권리를침해, 위반 또는 유용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를 포함하여 “귀하”가 수집, 저장 또는 사용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한 
정보나 자료를 업로드, 수집, 저장, 게시, 전송, 전달 또는 사용하는 것(“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복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복사하고 공유하거나 불법적으로 어떠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및 보호장치를 회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하거나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g)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는 (i)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웜(worm), 백도어(backdoor), 셧-다운 매커니즘(shutdown mechanism), 
악성코드(malicious code), 스니퍼(sniffer), 보트(bot), 드롭 데드 메커니즘(drop dead 



mechanism), 스파이웨어(spyware) 또는 (ii) (A) 여하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시스템 또는 데이터의 실행에 불리한 영향을 가지거나 (B) 사용 불가능하게 하거나, 
오류를 일으키거나 손상시키거나 또는 (C) 무단 접근을 야기 또는 가능하게 하거나 
승인된 접근을 거부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는 그렇게 의도된 기타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멀웨어(“Malware”)를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를 업로드, 게시, 
이메일 전송이나 전송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블랙베리 솔루션”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가 “블랙베리 솔루션”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여하한 
“멀웨어”가 존재함을 알게 되는 경우, “귀하”는 즉시 이를 “RIM”에게 통지합니다.)     
 

(h)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는 “RIM”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RIM 
서비스”의 일부로서 귀하에게 사용 가능하게 된 “소프트웨어”, 여하한 “콘텐츠” 또는 
그 일부 또는 “RIM 서비스”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하의 자격을 기타 인에게 
판매, 임대 또는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으며 미리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른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시도하지 않습니다. 

 
(i)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는 해킹, 비밀번호 찾기 또는 기타의 방식을 

통해 “RIM 서비스”, 기타 계정, 컴퓨터 시스템이나 “RIM 서비스”와 관련된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며 해당 “RIM 서비스”가 의도적으로 
“귀하”에게 가능하게 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RIM 서비스”를 통해 사용 
가능하게 된 자료나 정보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j)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는 여하한 자나 법인으로 가장하거나 여하한 자 
또는 법인과 “귀하” 또는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제휴하였다는 점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왜곡하기 위해 또는 피싱 및 스푸핑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오해를 
유발할 목적으로 허위 신원을 만들기 위해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이나 그 일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k)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는, “RIM”이 본 “계약”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함에 있어, “RIM”과 협조하고 “RIM”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며, “RIM”이나 
“RIM”이 지정한 외부 조사자에게 “RIM 제품,” “RIM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었던 장소 및 컴퓨터와 모든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는 이로써 (i) 형사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사할 경우 법집행 
당국과, (ii) 본 “계약”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할 경우 제3자들과, (iii)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통신망 또는 컴퓨터 시설들의 시스템 
관리자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RIM”에게 부여합니다. “RIM”은 이러한 협조의 
일환으로, “귀하” 또는 그 “승인 받은 사용자”의 사용자명, IP 주소나 기타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선택적 제3자 아이템 및 제3자 서비스.  “귀하”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함께 
운영하기로 선택한 “제3자 아이템” 및 “제3자 서비스”(컴퓨터 시스템, 인터넷 연결, 무선 네트워크, 
데스크탑 암호화구현 및 “에어타임 서비스”를 포함합니다)가 “문서”에 명시된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이 요구하는 처리 속도, 메모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및 전용 인터넷 접속 사용을 
포함하여 “RIM”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함께 해당 “제3자 아이템” 



및/또는 “제3자 서비스”를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 해당 “제3자 
아이템” 및 “제3자 서비스”의 사용에 관한 여하한 라이선스, 조건, 법, 규정 및/또는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어타임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영상채팅, 이메일 및 핸드폰 
통화를 위해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요구됩니다. “에어타임 서비스” 사용료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되며 “귀하”는 “귀하”와 “RIM” 사이에서 “귀하”가 
해당 사용을 통해 발생한 일체의 “에어타임 서비스” 사용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동의합니다. 
만약 “귀하”가 “귀하”의 지역에서 어떠한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가 “블랙베리 솔루션”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희망할 경우, “RIM”(leglinofo@rim.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귀하의 데스크톱 기반 암호 구현(S/MIME 버전 3.0 (또는 후속 버전) 또는 PGP 등 RFC 
2440 기준에 기초한 조치 등)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귀하”의 “블랙베리 휴대단말기”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RIM”은 “제3자 아이템”인 데스크톱 암호 구현을 공급하지 않으며 
제22조의 일반적인 권리의 포기를 제한하지 않고 “RIM” 또는 그 계열사는 “귀하”의 데스크톱 암호 
구현과 관련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추가 조건.  
 
 (a) “귀하”는 추가 조건에 동의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i. “제3자 구성요소” (예를 들어, 오픈 소스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그리고 특정 
“RIM 서비스”나 “RIM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또는 “RIM 제품”이나 “RIM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RIM”과; 

ii. “RIME 스토어”를 통해 제3자 “제공상품”을 취득하거나 “제3자”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3자 아이템”이나 “제3자 서비스”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해 제3자와; 

iii. “RIME 스토어”를 통한 구매 또는 “블랙베리 결재 서비스”를 사용한 인-앱 
제품 구매를 하기 위해 MoR과; 

  iv. “에어타임 서비스”를 위해 “에어타임 서비스 제공자”와. 
 
(b) “귀하”는 제 3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을 준수할 책임을 가지며 “RIM”은 “귀하”가 제 3자와 

거래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여하한 종류의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콘텐츠”, 아이템,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가 
“RIM”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RIM”(legalinfo@rim.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인터넷을 통해 또는 “제 3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 3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귀하”가 거래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인도 및 지급 조건, 사용조건,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조건, 제품 반품 능력, 개인보호 조건, 개인정보 설정 및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귀하”의 개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포함한 해당 웹사이트 관련 조건, 
“귀하”가 접근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제 3 자 서비스”나 “제 3 자 아이템”과 관련된 
조건을 “귀하”가 알고 있는지 유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와 제 3자 사이의 그러한 추가 조건이 “RIM”을 구속하지 않으며 

추가 의무나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의무를 “RIM”에게 부과하지 않으며 “귀하”와 
“RIM” 간 본 “계약”에 따른 “제 3자 아이템”과 “제 3자 서비스” 관련 조건은 여전히 해당 
품목에 적용됩니다.  

 
(d)  “제 3 자 구성요소”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되는 

권리보다 더 폭넓게 해당 “제 3자 구성요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 복사, 배포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귀하”에게 제공하는 추가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귀하”는 
이러한 확장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권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RIME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제 3자 소프트웨어”나 “제 3자 서비스”(제 9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를 
제외하고 “RIM”이 “귀하”에게 사용 가능하게 한 “제 3 자 소프트웨어”나 “제 3 자 
서비스”(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포함합니다)와 관련하여, “제 3 자 소프트웨어”나 
“제 3 자 서비스”가 별도의 라이선스나 서비스 조건을 함께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사용은 (해당하는 경우) 마치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나 “RIM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 “계약”의 조건에 의하여 규율을 
받습니다. 단, 해당 “제 3자 소프트웨어”나 “제 3자 서비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 
보증, 진술 및 보장 없이 “RIM”에 의해 “있는 그대로(AS IS)” 및 “이용 가능한 대로(AS 
AVAILABLE)” “귀하”에게 제공되며 “귀하”와 “RIM” 사이에 “소프트웨어”가 아닌 “제 3자 
소프트웨어”나 “제 3자 서비스”에 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책임의 제한 및 면제, 권리의 
포기 및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블랙베리 휴대단말기”에 설치된 “제 3 자 
소프트웨어”는 “RIM”에 의해 “귀하”의 편의를 위해 “귀하”에게 제공되며 “귀하”가 다른 
조건으로 “제 3 자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귀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합니다.  

 
6.  RIM 서비스. 
 
(a)  “RIM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지. “귀하”는 “RIM”이 “귀하”에 대한 책임 없이 언제라도 

“귀하”에게 통지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RIM 서비스”를 변경, 정지, 중단, 
제거, 제한,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단, “RIM”이 영구적으로 
“RIM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RIM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하”의 라이선스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및 “귀하”가 해당 “RIM 서비스”를 특정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대금을 지불하고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는 당시 해당 “RIM 서비스”에 
대한 환급 정책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귀하”가 해당 “RIM 서비스”를 위해 “RIM”에게 
지불한 금액 일체 또는 그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급은 “귀하”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며 “RIM”이 “RIM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귀하”에 대한 “RIM”의 단독 책임이 됩니다.  

 
(b)  유지. 상기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RIM”은 소프트웨어 오류를 고치고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진단하며 “RIM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RIM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중지시키거나 작동을 중지할 권리를 보유하며 “귀하”는 “RIM”이 단독 재량으로 
이를 시행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7.  귀하의 양도 및 기타 콘텐츠. 
 
(a)  피드백. “귀하”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에 대하여 “RIM”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IM”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귀하”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귀하”가 “RIM”에게 제공한 모든 피드백, 코멘트, 
제안, 아이디어, 컨셉 및 수정사항(총칭하여 “피드백”)을 “RIM”이 소유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귀하는 “귀하”의 해당 내용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이해관계 일체를 “RIM”에게 
양도합니다. “귀하”는 제 3 자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피드백”을 “RIM”에게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RIM”이 “피드백”을 소유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RIM”이 관련 지적재산권 및/또는 비밀정보를 등록 및/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문서에 서명하고 “RIM”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기타 행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RIM” 
에게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동의합니다.  

 
(b)  최종사용자 컨텐츠, 제 3자 아이템. “RIM” 이 아니라 “귀하”가 “귀하”의 “콘텐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RIM” 은 “블랙베리 솔루션”이나 “블랙베리 솔루션”과 함께 
사용되는 “제 3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최종사용자에 의해 “귀하”에게 사용 가능하게 된 
“콘텐츠” 또는 기타 “제 3 자 아이템”을 통제하지 아니하며 제 22 조 일반적인 권리의 
포기에 더하여 “RIM” 은 그러한 “제 3자 아이템”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품질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RIM” 은 “RIM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관행 및 제한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장될 수 있는 “콘텐츠”의 분량, 
“콘텐츠”나 메시지/토론게시판이 “RIM 서비스”(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포함합니다)에 
보유될 수 있는 최대기간 및/또는 “귀하”가 여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사용 또는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개인적 사용만을 위한 “RIM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리고 “RIM 서비스”에 적용되는 특정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RIM” 
또는 그 계열사에 의해 사용 가능하게 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 정한 
제한들은 해당 “RIM 서비스”를 위한 “문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RIM”이 추후에 이를 변경할 때 수시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는 “RIM”이 “콘텐츠”의 분실, 삭제, 무단 접속 또는 저장 실패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가지지 아니하며 만약 “귀하”가 필요한 권리 또는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경우 “귀하”는 특정 “콘텐츠”의 복제본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 “콘텐츠”의 
백업 사본을 대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c)  귀하의 콘텐츠. 본 “계약” 또는 그 부속합의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귀하”의 “콘텐츠”의 어떠한 소유권도 “RIM”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귀하”나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나 “RIM 서비스”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다른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귀하”는 
“RIM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해당 “콘텐츠”를 사용, 배포, 재생산, 
변경 및 조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전 세계적, 
영구적, 확정적, 이동 가능한, 비배타적인 라이선스를 로열티 없이 “RIM”에게 부여하며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RIM 서비스”의 다른 부분을 위해서 사용 
가능하게 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귀하”는 “RIM 서비스”와 함께 “귀하”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해당 “콘텐츠”를 사용, 배포, 재생산, 변경, 조정, 공개적으로 실시 및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이고 비배타적인 라이선스를 로열티 없이 “RIM”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귀하”는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귀하”가 “RIM”에게 해당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장하고 약정합니다.  

 
(d)  불온한 콘텐츠 및 제 3 자 아이템. “귀하”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또는 “제 3 자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불쾌하고, 저속하거나 
불온한 또는 “귀하”나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그렇다고 간주하는 “콘텐츠” 및 
“제 3자 아이템”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RIM” 과 그 지명인은 자신들의 단독 
재량으로 “제 3자 아이템”을 미리 차단 또는 거절하거나 또는 “RIM 서비스”로부터 제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행위가 의무는 아닙니다).  

 



(e)  시청규제 및 성인 통제.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또는 “제 3자 서비스”는 “귀하”가 특정 
“콘텐츠”, “RIM 서비스”, “제 3자 서비스”나 “제 3자들”을 차단하거나 여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을 “귀하”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고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RIM”은 해당 설정들이 오류가 없거나 
모든 관련 “콘텐츠”, “RIM 서비스”, “제 3자 서비스”나 “제 3자들”을 차단할 것이라는 점 
또는 해당 설정들을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에 접근하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또는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RIM 서비스”, “제 3 자 서비스”나 
“제 3 자 아이템”을 듣거나 보거나 접속하도록 허락한다면, 해당 “소프트웨어”, “RIM 
서비스”, “제 3자 서비스”나 “제 3자 아이템”이 “귀하”의 자녀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이며 “귀하”는 해당 사용이나 접속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재정적 비용 
또는 기타 책임을 포함하여 “귀하”의 자녀의 “소프트웨어”, “RIM 서비스”, “제 3 자 
서비스”나 “제 3자 아이템”의 접속 및 사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f)  소프트웨어 및 제 3 자 아이템 제거.  “귀하”는 법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나 “제 3 자 아이템”이 “귀하” 및/또는 기타 사용자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를 포함한 여하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방해하거나 그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RIM”이 “RIME 
스토어” 또는 “마이 월드(My World)”를 포함한 “RIM 서비스”로부터 “소프트웨어” 또는 
“제 3 자 아이템”을 수시로 제거할 수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나 “제 3 자 아이템”을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으로부터 기한 없이 제거하거나 “귀하”에게 통지하지 않고 
언제라도 “귀하”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 6(a)조에 따라 “귀하”는 이러한 경우에 “RIM”에게 어떠한 상환청구권(recourse)도 
가지지 않는다는데 동의합니다.  

 
(g)  추가 취소권.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RIM”은 단독 재량으로 언제라도 

“귀하”에게 통지하지 않고 여하한 이유로 “휴대단말기 제품”에 이미 설치된 해당 자료의 
작동을 사용 금지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나 “제 3자 아이템”을 변경, 
중지, 제거, 사용 금지, 제한, 차단 또는 “귀하”의 접근을 종료시키거나 “귀하의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제품”으로부터 제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제 6(a)조에 따라 “귀하”는 
이러한 경우에 “RIM”에게 어떠한 상환청구권(recourse)도 가지지 않는다는데 동의합니다.  

 
8.  기술 사용 관련 안전 정보. 
 
(a)  신체적 증상. 드문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 같은 기술에서 종종 발견되는 

섬광등 및 패턴에 대한 노출로 인해 발작이나 일시적인 시력 상실을 경험합니다. “귀하”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기술을 사용하면서 구역질, 불수의 운동, 아린감, 
저린감, 시각적 문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면 “귀하”는 동일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귀하”의 의사와 상담하고 그러한 증상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 
해당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근육, 관절 또는 눈의 피로를 포함한 
불편함이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테크놀로지의 장기적인 사용을 
피하셔야 하며 잠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하”의 자녀들의 테크놀로지  
사용을 주의 깊게 감시하셔야 합니다.  

 



(b)  비상 서비스.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의 화상통화 기능은 
일반전화교환망(PSTN)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귀하”의 일반 휴대용이나 고정회선 
전화기의 대체품으로 고안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블랙베리 모바일 보이스 소프트웨어 (“MVS”)나 “소프트웨어”의 영상대화 기능이 
“귀하”의 전통적인 고정회선 또는 무선 핸드폰의 대체품으로 고안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911”, “112”, “999”, “000” 또는 사용자를 공공안전응답지점이나 현지 
전자통신법에 따른 유사 비상 서비스와 연결할 목적으로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비상 서비스로의 전화는 영상대화 
기능이나 MVS 를 통해 처리되지 않으며 무선이동서비스가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가능한 경우에 한해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제품”으로부터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MVS나 “소프트웨어”의 영상대화기능과는 다른 추가 기능들이 “비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MVS 나 “소프트웨어”의 영상대화기능을 통해 
“비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 
사망 또는 피해에 대하여 “RIM 그룹” 소속 회사들, 그들 각각의 임원, 이사 및 직원들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9.  RIME 스토어(들). “귀하” 및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RIME 스토어(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음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a)  제공상품에 대한 조건의 적용범위. 제 9 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예외로 하고, 

“소프트웨어”, “RIM 제품”, “제 3자 아이템”, “RIM 서비스” 및 “제 3자 서비스”에 적용되는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조건은 이에 상응하는 “제공상품”의 유형들에 적용됩니다. RIME은 
“귀하”의 법역을 위하여 모든 “RIM 그룹” 소속 회사의 전자상거래를 하며 이에 따라 
“RIME 스토어 제공상품”의 배포와 “인-앱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RIM”으로 언급된 경우, 이는 “RIME”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됩니다.  

 
(b)  변경. “RIME”은 사용 가능한 제공상품, 제공상품에 대한 설명 및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단독재량으로 사전 통지 없이 “RIME 스토어”를 업데이트하거나 변경 
또는 조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단, 그러한 변경은 장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c)  제공상품 위치. 제공상품이 “RIME 스토어”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RIME 스토어”를 

통해 모든 법역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IME”은 자신의 단독재량으로 
여하한 법역이나 지리적 영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특정 제공상품을 
제외시키거나 제공을 제한할 권리와 함께 그러한 제외 또는 제한을 위하여 “귀하”의 법역 
또는 지리적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캐리어 및/또는 장치와 관련된 기술 및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상기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제공상품은 해당 “판매자(Vendor) 
조건”(아래에서 정의됩니다)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거나 달리 지정된 법역에서만 
다운로드, 설치 및/또는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인-앱 제품”은 “인-앱 제품”이 사용 가능한 
“RIME 스토어 제공상품”이 “귀하”에게 사용 가능한 법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d)  미성년자. 제공상품은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격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성명 
또는 계정으로 미성년자가 “RIME 스토어”를 이용하고 “인-앱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e)  서비스 공급자. “RIME”은 주문처리(fulfillment) 및 “RIME 스토어” 및 “블랙베리 결재 
서비스”를 위한 기타 서비스를 관리, 운용 및 제공하기 위해 “RIM 그룹” 소속 회사들의 
기타 구성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서비스 공급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f)  제 3 자 MoR. “RIME”은 “RIME 스토어”를 “귀하”와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사용가능하게 되도록 만들지만 모든 “RIME 스토어”, “키오스크” 또는 모든 “인-앱 제품”의 
매입을 위한 “MoR”은 될 수 없습니다.  “RIME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경우나 “인-앱 
제품”의 구매 시에 확인되는 제 3 자 MoR 가 “귀하”에게 “제 3 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조건과 더불어 제 3 자 MoR 은 “귀하”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페이팔, 
인크(Paypal, Inc.)와 같은 특정 결재 처리 시스템이 있는 계정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g)  판매자 조건. 서비스 대상인 “제공상품”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귀하”의 권리를 

포함하여 “RIME 스토어”를 통해 “귀하”에게 배포된 “제공상품”을 사용할 “귀하”의 권리는 
“제공상품”에 포함된 최종 사용자 계약 조건(“판매자 조건”)에 의해 구속을 받습니다. 
“제공상품 판매자”가 “제공상품”과 관련하여 “판매자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해당하는 경우) 마치 “제공상품”이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RIM 서비스” 인 것처럼 “귀하”의 해당 “제공상품” 사용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계약 조건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다음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i) “제공상품 판매자”는 해당하는 경우, 실시허락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며 ii) 제공상품은 명시적 또는 암시적 조건, 보증, 진술 및 보장없이 
“RIME” 또는 그 계열사에 의해 “있는 그대로(AS IS)” 및 “이용 가능한 대로(AS 
AVAILABLE)” “귀하”에게 제공되고 iii) “귀하”와 “RIME” 사이에 “소프트웨어” 또는 “RIM 
서비스”가 아니라 제 3자 “제공상품”의 해당 유형에 본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 제한 및 
면책 조항과 환불 조항이 적용됩니다.  

 
(h)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개인사용을 위한 제공상품 및 재판매 금지. 특정 제공상품을 위한 

여하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귀하”가 개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상품을 
취득하며, 판매 또는 재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귀하”는 “휴대단말기 제품”에서 
운용되는 “RIM”의 독점적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만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인 
“제공상품”을 다운로드, 설치 및/또는 사용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진술합니다.  

 
(i)  제한된 지원. “RIME 스토어”와 관련하여, “RIME 스토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제 3 자 

아이템”과 “제 3 자 서비스”는 다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a) “소프트웨어” 및 
“제 3자 아이템” 다운로드 문제와 관련하여 제한된 지원 서비스; 및 (b) “RIME 스토어”에 
접근하고 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귀하”가 직면할 수 있는 기술 문제를 위한 최전방 지원서비스. 현재 사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를 위한 해당 “RIME 스토어”에 관해서는 지원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  유료 업그레이드. 경우에 따라, “RIM”은 장치에 설치되거나 “RIME 서비스”를 통해 

“귀하”에게 사용 가능한 “RIM 서비스”의 기본 버전이나 시한이 정해진 버전 또는 
“소프트웨어” 품목을 만들 수 있으며 추가적인 기능을 취득하거나 최초 시험기간 이후에 
“RIM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RIM 서비스”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버전(또는 “RIM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가입)을 구매하도록 
요구합니다.   



 
(k)  “제 3 자 아이템” 또는 “제 3 자 서비스”에 대한 MoR 과 RIME 책임. 제 3 자 MoR 과 

RIME 은 “RIME 스토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제 3 자 아이템”이나 “제 3 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상품 판매자”는 그들의 
“제공상품”에 대한 보증과 지원에 있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는 (해당하는 경우) 
“제공상품 판매자”의 상품에 대한 보증혜택을 받습니다. 보증은 “제공상품 판매자들” 
사이에 또한 심지어 특정 “제공상품 판매자”의 법역 사이에서도 서로 다릅니다. “귀하”는 
특정 “제공상품”에 대하여 “제공상품 판매자”가 어떤 지원을 하는 지와 지원 및 보증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알기 위해 “제공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관련 문서나 “판매자 조건”을 
참고하셔야만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달리 합의되거나 요구되지 않는 한, “제공상품”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보증은 “귀하”가 사용자이며 해당 “제공상품”의 재판매자가 아니라는 
이해를 기반으로만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법에 따라 또는 (해당하는 경우) 특정 “제 3자 
아이템”이나 “제 3 자 서비스”을 위한 MoR 의 환불정책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MoR 또는 자신의 계정으로 또는 MoR 을 위한 “서비스 공급자”로서 
행위하는 “RIME”은 “RIME 스토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제 3 자 아이템”이나 “제 3 자 
서비스”를 위한 운영 지원이나 기술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l)  환불 또는 보증권리. 본 “계약”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법역에서 적용되는 법에 

따라 “제공상품”을 위한 추가적인 환불 또는 보증권리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RIME”은 
해당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구제수단을 제공하며, 허용되는 경우, “RIM”은 하나 이상의 
대안적 “RIM 제품”, “소프트웨어”, “RIM 서비스”, “제 3자 아이템” 또는 “제 3자 서비스”의 
제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  인-앱 제품 및 블랙베리 결제 서비스. “블랙베리 결제서비스”는 “제공상품 판매자”가 

“제 3 자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로부터 “귀하”에게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 
가능하게 하도록 합니다. “귀하”는 제 3 자 “인-앱 제품”이 “RIME 서버”에 저장되지 
아니하며 “RIME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귀하”의 “인-앱 
제품” 주문을 이행하고 “인-앱 제품”을 “귀하”에게 인도하는데 있어서 책임이 있는 것은 
“RIME”이 아니라 “인-앱 제품”의 “제공상품 판매자”라는 데 동의합니다.  

 
10.  마이 월드(My World). “귀하”가 “RIM 서비스”나 “제 3자 서비스”를 통해 “소프트웨어”나 

“제 3 자 아이템”를 다운로드 하게 되면, 해당 자료에 대한 여하한 손실, 파괴나 손해는 
“귀하”의 책임이 되며 “RIME” 또는 그 계열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이 월드(My 
World) 저장소는 “귀하”가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상의 특정 “소프트웨어” 및 “제 3자 
아이템”을 삭제하고 재설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해당 시점에 존재하는 마이 월드에 
대한 규칙에 더 자세한 내용이 명시됩니다. “귀하”는 마이 월드(My World)의 규칙 및 
특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해당 시점의 규칙에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11. 지적재산권.  “귀하” 또는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 중 어느 누구도 본 “계약”을 통하여 
“RIM”이나 그 계열사 및 본 “계약”에 따른 “RIM 서비스”의 일부로서 그들 각각의 공급자가 사용 
가능하게 한 “콘텐츠”를 포함하여 “블랙베리 솔루션” 또는 그 일부, 또는 이와 관련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일체의 기밀정보 또는 영업비밀상의 권리를 포함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소유권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귀하”는 또한 본 계약에서 또는 관련 



“문서”에서, 또는 “귀하”가 “RIM”과 체결할 수 있는 서면 계약에 따른 상호 합의를 통하여,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부여가 된 권리 이외에, “귀하”의 “블랙 베리 솔루션” 또는 그 일부, 또는 이와 관련한 
또는 “RIM 서비스”를 통해 “귀하”에게 사용 가능하게 된 “콘텐츠”와 관련한 여하한 라이선스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RIM 제품(들)”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 및/또는 점유권(해당 경우)도 본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아니하며 “베타 하드웨어”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귀하”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권리는 유보됩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소프트웨어”에 부여된 특허 라이선스는 
독립적으로 또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관련하여 “제3자 서비스” 또는 “제3자 아이템”의 
사용을 포함하거나 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 채,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가 발급된 결과 그러한 “제3자 서비스” 또는 “제3자 아이템”의 공급자가 “제3자 서비스” 
또는 “제3자 아이템”을 “블랙베리 솔루션”의 전체 또는 일부와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RIM” 특허에 따라 허용되었음을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만든 “소프트웨어”와 여하한 사본은 “귀하”에게 라이선스만이 부여 되고 판매 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여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소프트웨어,” 모든 “문서”, “RIM 서비스”의 
일부로서 “RIM”이나 그 계열사가 “귀하”에게 제공한 “콘텐츠” 및 여하한 사이트(들)는 캐나다, 미국 
및 국제 저작권, 특허권 관련 법규와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엄격한 민사 및 형사상 불이익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는 본 “계약”의 어떠한 부분도 
“RIM”이나 “콘텐츠” 제공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독점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RIM”과 “RIM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제공자가 가질 수 있는 구제책을 포함하는 여하한 권리에 
대한 상환 청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에 동의합니다.  
 
12. 수출, 수입 및 사용 제한과 미국 정부 라이선스.   
 

(a) “귀하”는 “RIM 제품” 및 “소프트웨어”가 암호화 기술을 포함할 수 있으며 관련 정부 
당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수입, 사용, 이전, 재수출되지 
아니함에 합의합니다. “귀하”는 이에 (A) “귀하”가 관련 법에 따라 “RIM 제품(들)” 및 
“소프트웨어”를 수령할 자격이 있는 점, (B) “귀하”는 화학, 생물학 또는 핵무기 또는 
미사일 전달 시스템 또는 해당 무기 또는 이에 대한 미사일 전달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 또는 기기의 개발, 생산, 처리, 유지, 저장, 발견, 확인 또는 보급에 “RIM 
제품”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여하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 전매 또는 수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C) “귀하”는 
“승인 받은 사용자”가 전술한 제한에 따라 “RIM 제품(들)”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진술합니다.  여하한 법, 규정, 정책 또는 
제3자와의 합의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미국 정부의 기관인 경우, 
소프트웨어에 관한 “귀하”의 권리는, “귀하”와 “RIM”간에 체결되어 “RIM”의 
최고운영자 또는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 합의에서 “RIM”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에 명시된 권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보안, 계정 및 패스워드. “귀하”는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과 해당 제품이 운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적합한 안전조치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동의합니다. 상기를 제한하지 않고, “귀하”는 강력 패스워드를 선택하고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관련하여 개설된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된 패스워드를 포함하여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이나 그 일부에 접근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패스워드의 보안과 비밀을 유지하기로 



동의합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의 패스워드를 사용하면서 또는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재정적 비용이나 기타 책임을 포함하여 “귀하”의 계정이나 계정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동의합니다. “귀하”는 “RIM 고객 지원센터(연락처 
www.blackberry.com/support)”에 연락함으로써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에 대한 
패스워드를 포함하여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전체 또는 일부의 여하한 무단 사용에 대하여 
“RIM”에게 즉시 통지하기로 동의합니다.  “RIM”은 해당 통지를 수령한 후에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상기에 
규정된 대로 “RIM”에게 통지하더라도 “귀하”가 “귀하”의 패스워드를 사용하면서 또는 “귀하”의 
계정이나 계정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합니다.  
 
14.  장치 변경 또는 분실/도난 장치; 백업/와이프 데이터(Wipe Data) 
 
(a)  분실/도난 장치. “귀하”가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이 도난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는 현지 사법당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및 “귀하”가 장치 위치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와이프 기능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블랙베리 프로텍트(BlackBerry 
Protect)와 같은 “RIM 서비스”와 함께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을 등록한 경우, “귀하”는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을 위치추적, 또는 원격으로 제거 또는 잠금조치하기 위해서 
해당 “RIM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 22 조의 일반적인 
권리의 포기를 제한하지 않고 “RIM”과 그 계열사는 요청 시에 “귀하”의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의 “에어타임 서비스” 적용범위,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의 상태 및 시스템 
자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i) 위치 데이터나 해당 위치 서비스를 통해 접근 가능한 기타 
데이터의 사용가능성, 정확도, 완전성, 확실성, 적시성 또는 (ii) 해당 서비스의 원격 제거, 
원격 잠금 또는 기타 기능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리라는 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b)  백업(Back-up)/와이프 데이터(Wipe Data). “귀하”가 필요한 권리 또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은 경우에 그러하듯이, 해당 데이터는 “RIM”에 의해 또는 “RIM”의 대리인에 
의해 저장되거나 백업되지 않으므로 “RIM”은 “귀하”가 모든 이메일, “콘텐츠” 및 “귀하”가 
취득한 “제 3자 소프트웨어” 및/또는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에 설치된 기타 데이터의 
정기적인 백업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귀하”가 (BBSLA 에 의해 허용되는)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을 여하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귀하”가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으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모든 확장가능한 메모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데이터는 해당 “휴대단말기 
제품”을 취득한 사람에게 사용 가능합니다.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이 지워지고 이전된 
후에 “귀하”에게 반환되는 경우, “귀하”는 “휴대단말기 제품”에 원래 포함되지 않았던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해야 합니다.    

 
(c)  분리 장치. “블랙베리 프로텍트” 및 “블랙베리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몇몇 “RIM 서비스”는 

“귀하”가 해당 “RIM 서비스”로부터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을 분리하도록 허용합니다.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이 분실, 또는 도난되는 경우, “귀하”가 여하한 사유로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귀하”가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이 해당 “RIM 
서비스”와 더 이상 연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해당 “RIM 서비스”로부터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을 분리하는데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15. 기밀성 및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금지.  “귀하”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을 (a) “RIM” 
및/또는 “RIM 그룹”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하였고, (b) “베타 제품”을 포함하여 “RIM 
제품”, “RIM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관련 “CAL”이 “RIM,” “RIM 그룹” 및 그 해당 공급자의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기밀 정보를 포함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베타 
제품”에 있어서 기밀 정보는 외관, ‘룩 앤드 필(look and feel)’, 실적, 사양,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특징 및 기능을 포함하며 해당 정보는 “RIM”이 공개적으로 공개할 때까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귀하”나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에 의해 논의되거나 보여질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계약이 
“귀하”가 “RIM”, 그 계열사 또는 그 배포자로부터 “소프트웨어”, “RIM 서비스”, “제3자 아이템’ 또는 
“제3자 서비스”를 위한 여하한 소스 코드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RIM”이 “귀하”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 또는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및/또는 CAL, “RIM 서비스”, “제3자 아이템’ 또는 “제3자 
서비스”을 변경, 수정, 조정하거나, 이에 대한 파생적인 창작물을 작성하거나, 변형, 훼손 또는 
리버스엔지니어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시도하지 아니하며, 여하한 기타 당사자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묵인하거나, 승인하거나 조장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의 목적상, “리버스엔지니어링한다”는 의미에는, 데이터,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코드로 
기술적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프로그램에 포함되거나 함께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여하한 기타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서비스 또는 하드웨어를 리버스엔지니어링, 변형, 
분해, 디컴파일(decompile)하거나, 해독 또는 해체하는 일체의 행위(‘RAM/ROM 또는 영구 
저장장치의 덤핑(dumping),’ ‘케이블 또는 무선 링크 스니핑(sniffing),’ 또는 ‘블랙 박스’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합니다), 또는 인간이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여하한 정보,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거나 전환하는 방법 또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16. 계약기간.  본 “계약”은 “귀하”가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겠다고 합의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에 명시된 조항(상기 전문에 명시된 경우를 말합니다)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지속합니다.  
 
17. 구제 및 종료.   
 
본 “계약”에서 정한 기타 “RIM” 권리 또는 구제방식에 더하여: 
 

(a) 만약 “귀하” 또는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RIM”이나 
그 대리인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해당 조치에는 “콘텐츠”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제거, 
인터넷 전송의 차단 또는 일부 차단 및/또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관련하여 사용된 “제3자 아이템”의 즉각적인 
중지 또는 종료가 포함됩니다. 

 
(b) 본 “계약” 또는 법이 제공한 모든 기타 권리 및 구제책과 더불어, “RIM”은 (i) “귀하”가 

지급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본 “계약”이나 부속합의서 또는 “귀하”가 “RIM”이나 “RIM” 계열사와 체결한 
유효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본 “계약” 및 “귀하” 또는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여하한 부분에 
대하여 “귀하” 및 “RIM”간에 체결한 여하한 기타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시키거나/종료시키고, 및/또는 (ii)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관련하여 “귀하” 
또는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에 대한 여하한 “RIM 서비스(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RIM”에게 정확한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RIM”은 “귀하”에게 종료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c)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가 “귀하”로 하여금 특정 “제3자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고안되는 경우, 및 그러한 “제3자 서비스”가 여하한 
사유로 “귀하”에게 더 이상 사용 가능하게 되지 않는 경우, “RIM”은 해당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하”의 라이선스를 언제라도 “귀하”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통지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으나 이를 종료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단, 실행 가능한 경우, “RIM”은 “귀하”에게 종료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상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귀하”가 해당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RIM”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RIM”의 당시 환급 정책에 
규정된 대로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를 위해 “RIM”에게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은 해당 
라이선스의 종료 시 “귀하”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되며“RIM”은 오로지 “귀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d) 더불어, 사법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의하여 여하한 형태로 공포된 법, 규제, 규정 
또는 결정에 따라 “RIM”이 “RIM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또는 정부기관 또는 부서로부터의 통지에서 “RIM”이 “RIM 서비스”의 일부 또는 
모두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함을 명시한 경우, RIM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즉시 “귀하” 또는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 중 
어떠한 내용도 “RIM”으로 하여금 관련 법, 규칙, 규제 또는 제한에 불복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여하한 법원의 사법심사 또는 상소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가능한 경우, “RIM”은 “유료 RIM 서비스”의 종료 또는 중지에 
대하여 삼십(3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합니다.    

 
(e) 본 “계약”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RIM”은 “귀하” 또는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이나 본 “계약”에서 부여한 여하한 
권리나 의무의 종료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f) 본 “계약”에 따른 “RIM”의 종료는 “RIM”이 “귀하”의 법역에서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동의, 승인 또는 결의를 취득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g) “귀하”가 “RIM”의 기밀 정보,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소유권을 위반하거나, 

유용하거나 또는 달리 침해하는 경우(총칭하여 “IP 위반”), 대한민국의 법원이 해당 
“IP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한 금지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리려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IP 위반”의 기간 동안 미화 5,000달러/1일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여 “귀하”로부터 수령할 권리를 가짐에 동의합니다.  

 
18. 종료의 효력.  본 “계약”의 종료 또는 “RIM 서비스”가 “귀하”에게 제공됨에 따라,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귀하”의 가입 기간, 무료 사용 기간, 또는 “RIM 서비스”가 만료된 경우, 또는 



“베타 제품”에 대한 “시험 기간”이 만료 또는 종료된 경우 (a) “귀하”는 즉시 “소프트웨어”와 “RIM 
서비스”의 모든 사용을 중지하고, 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가 만료 또는 종료된 
“소프트웨어”의 아이템, “RIM 서비스”의 경우, “RIM 서비스”의 제공이 만료 또는 종료된 
“소프트웨어”의 아이템의 사용을 중지하고 “귀하” 및/또는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해당 “소프트웨어” 및 “베타 제품”의 경우에는 모든 “베타 하드웨어”의 모든 사본을 
반환하여야 하고, (b) “RIM”은 “귀하”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및/또는 “RIM 
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 및/또는 “RIM 서비스”로부터의 데이터 전송을 금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RIM” 계정의 종료에 따라, “귀하”는 “귀하”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해당 계정과 관련한 여하한 파일, 프로그램, 데이터, 이메일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RIM”에게 부여합니다. “귀하”는 해당 “소프트웨어”, “RIM 서비스” 및 “제3자 아이템”과 
관련하여 “귀하”의 승인 받은 지급방식에 청구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종료일까지(종료일 포함) 
지불되어야 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RIM”이 본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 “귀하”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집행 과정에서 “RIM”이 사용하거나 
“RIM”에게 발생한 모든 수수료(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인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합니다) 및 관련 
비용을 RIM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성격상, 해당 
“소프트웨어”가 “귀하”가 소유한 하드웨어(“휴대단말기 제품”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에 이미 
통합되어 있어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데스크톱 또는 서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가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추가 복제물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침을 위하여 “RIM”(legalinfo@rim.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9. 면책/책임.  “귀하”는 (a)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또는 그 일부와 관련한 여하한 
기기(“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제품”을 제외합니다), 시스템 또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또는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특허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또는 소유권의 위반, 또는 (b) ”귀하”의 본 
“계약”이나 본 “계약” 부속합의서 위반과 관련하여, “RIM,” “RIM 그룹”, RIM의 계열사, 임원, 이사, 
직원 및 독립적인 피사용인, 공급업자, 승계인, 대리인, 대리점업자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합니다) 및 양수인(각각 “RIM 면책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손실, 비용 또는 
경비(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인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합니다)로부터 “RIM 면책당사자”를 면책하고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RIM 면책당사자”의 요청 시 “귀하”의 비용으로 “RIM 면책당사자”에게 
제기되는 제3자 청구나 소송을 방어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서 “RIM”에게 부여된 구제책은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법상 또는 형평에 따라 부여된 다른 구제책을 배제하도록 의도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렇게 해석되지도 아니하므로, 모든 구제책은 중복적으로 인정됩니다.   
 
20. 제한적 보증. 
 

(a) 소프트웨어 
(i) “귀하”에게 “소프트웨어”가 배달된 후 구십(90)일의 기간 내에, “RIM” 또는 

“RIM”의 대리점이 전달한 “소프트웨어”가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과 결합하여 특정 유형과 버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문서”에 “RIM”이 설명한 대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아이템”을 위한 표준 최종사용자 문서(“제품사양서”)에 
기술되어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RIM”은 전적인 권한과 
재량으로 해당 문제를 시정하거나 또는 대안(대안이나 해결책은 “귀하”에 
대한 전화 또는 이메일 고객 지원을 통하거나, “RIM” 웹사이트나 “RIM”이 
귀하에게 통지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패치(fix)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RIM”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거나, 
또는 “귀하”에게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매체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포장내용물이 “귀하”의 정상적인 보증 반환 절차에 따라 구매 영수증과 함께 
“보증기간” 내에 (“귀하”가 “제품”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RIM”의 
대리점 또는 구매 장소를 통하여) “RIM”에게 반환되는 경우 “귀하”가 
일회적으로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환불하여 드릴 것입니다. 

(ii)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제공되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및 “베타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AS IS)’로 무료 제공됩니다.  

(iii) “귀하”가 추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는 귀하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받은 날로부터 상기 규정한 구십(90)일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iv) “소프트웨어”가, (A) 본 “계약”에서 명시한 의무와 모순되는 방법의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B) 기타 하드웨어(결함을 가진 “제3자 휴대단말기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포함합니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또는 
통신 시스템(결함을 가진 “블랙베리 장치”는 해당 “RIM 제품”에 대한 보증 
및/또는 지원계약의 규율을 받습니다)과 관련한 오작동 또는 기타 문제점, 
(C) 사고, 재난, 정전기 방전(electrostatic discharge), 화재, 홍수, 번개, 물 
또는 바람 또는 본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에서 기인하는 
오류의 수정과 같이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매체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 또는 “RIM”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 등의 사유로, 제품사양서에 명시된 
기능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RIM”의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보증은 신규 “휴대단말기 제품”의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중고 혹은 수선된 휴대단말기 제품에 내재된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i) 애프터 마켓(after market)에서 무상으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의 추가 
아이템 또는 무료 “블랙베리 서버 소프트웨어”는 보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휴대단말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에 설치한 후 구십(90)일 
이내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아이템이 “문서”에 따라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RIM”에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RIM”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하여 주어야 합니다(대안이나 
해결책은 “귀하”에 대한 전화 또는 이메일 고객 지원을 통하거나, “RIM” 
웹사이트나 “RIM”이 귀하에게 통지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패치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RIM”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vii)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3자 아이템” 또는 “제3자 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경우, “RIM”은 해당 아이템과 서비스의 기능 또는 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귀하”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는 
대안을 제공할 수 없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RIM”은 “제3자 
아이템”이나 “제3자 서비스”를 보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보증을 위하여 해당 “제3자 아이템”이나 “제3자 서비스”의 아이템과 서비스의 
공급자에 의지해야 합니다. 보증은 공급자 간에 서로 다르며 심지어 특정 



공급자에게 있어서 법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는 특정 아이템이나 그 
서비스에 있어서 공급자가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 지 그리고 해당 지원과 
보증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나 공급자 조건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viii) 본 조는 “소프트웨어” 및 본 “계약”에 규정된 “소프트웨어”의 결함, 오류 또는 
문제 또는 보증의 위반에 대한 “RIM”의 유일한 의무와 귀하의 유일한 
구제책을 규정합니다.  

 
(b) 제품(들).  “RIM 제품(들)”의 제한적 보증(“제한적 제품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한적 제품보증”은 본 “계약”의 조건하에서 판매된 
모든 “RIM 제품”의 배타적인 보증을 구성하며, “RIM 제품”과 “제한적 제품보증”의 
위반과 관련하여 귀하의 유일한 구제책을 명시합니다.  “베타 하드웨어”는 어떠한 
유형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AS IS”) 제공됩니다. ‘일반조항’이라는 제목의 본 
계약 제29조의 하부 조항인 다음 규정들은 그 준용을 통하여, “제한적 제품보증” 
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경된 상태로, “제한적 제품보증”의 조건으로 
편입됩니다: ‘불이행에 대한 권리 포기(제29(b)조),’ ‘존속(제29(c)조),’ 
‘가분성(제29(e)조),’ ‘언어(제29(f)조)’ 및 ‘완전한 합의(제29(h)조).’  상기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본 “계약”에 대한 “귀하”의 수락을 명시함으로써, “귀하”는 “제한적 
제품보증”을 숙지하고 그 조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적 제품보증”은 원칙적으로 
“RIM”의 신규 제품(들)에만 적용되며, 해당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RIM”의 
수선 제품(들)에도 적용됩니다.  

 
21. 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RIM”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sales@blackberry.com(또는 http://www.blackberry.com/legal/에 기재된 다른 주소) 또는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하는 
제3자(“호스트”)가 있고, “호스트”가 “귀하”를 위하여 “RIM”으로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귀하” 또는 “호스트”는 “RIM”과 “승인 받은 사용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특정 아이템에 대한 별도의 지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귀하”는 “귀하”를 위하여 
호스팅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를 받은 사본의 수를 특정하고 
“SRP ID”와 “CAL”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최신정보를 sales@blackberry.com(또는 
http://www.blackberry.com/legal/에 기재된 다른 주소)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RIM”에게 
수시로 알려야 합니다.  일부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는 “블랙베리 솔루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권리의 포기.  
 

일부 법역의 법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책임의 제한 또는 보장, 조건, 보증, 확약이나 
진술의 배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귀하”가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이나 배제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a) 일반적 보장.   

(i) 법령 또는 관습 또는 거래 과정 또는 상관습에서 발생하였거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나 내구성, 상품성, 판매적격, 비침해, 품질, 또는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조건, 보증, 진술 및 보장을 포함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여하한 
종류의 일체의 조건, 보증, 진술, 확약 또는 보장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포기 및 배제됩니다.   

(ii) 상기 규정에 의하여 배제될 수는 없으나 제한될 수는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묵시적 보장 또는 조건의 경우, 관련 법에서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귀하”가 컴퓨터에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를 처음 설치한 
날로부터 구십(90)일로 그 기간이 제한됩니다.  

 
(b) RIM 서비스(들).    

(i) 관련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RIM 서비스”는 “RIM”의 
여하한 종류의 조건, 보증, 확약, 진술 또는 보장 없이 ‘있는 그대로(AS IS)’ 및 
‘이용 가능한 대로(AS AVAILABLE)’ 사용 가능하게 되거나 제공되며 
제23(b)항을 전제로, “RIM”은 “유료 RIM 서비스”가 아닌 “RIM 서비스”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귀하” 또는 “귀하”에 의하여 또는 “귀하”를 통해 
청구하는 여하한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ii) 관련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RIM”은, “RIM 서비스”의 
안정적인 사용 또는 작동, “RIM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관하여, 또는 
“귀하”가 보내거나 “귀하”에게 전달된 또는 “귀하”나 그 대리인이 저장한 
메시지, 콘텐트 또는 정보가 분실, 삭제 또는 변질이 되지 않거나 손상 없이, 
정확하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전달될 것이라는 어떠한 보장이나 이와 유사한 
어떠한 확약도 하지 않습니다. 

 
(c) 제3자 아이템 및 제3자 서비스, 링크된 사이트.   

(i) 관련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서비스” 및 “제3자 
아이템”은 “RIM”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RIM은 특정 “제3자 아이템” 또는 
“제3자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고, “귀하”의 “제3자 서비스” 및 “제3자 
아이템”의 선정, 사용, 접근 또는 실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ii) (A) “귀하”가 어떠한 방법으로 “제3자 아이템” 및/또는 “제3자 서비스”에 
대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지, 즉, 개별적으로, 또는 “RIM”이나 “귀하”의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를 통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B)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여하한 
“제3자 아이템” 또는 “제3자 서비스”(“에어타임 서비스”를 포함합니다)가 
요구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또는 (C)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브라우저 또는 ‘RIME 스토어’를 통하거나, 특정 “제3자 
서비스” 및/또는 “제3자 아이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의 애프터 마켓 다운로드를 통하거나,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상의 아이콘 또는 즐겨찾기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 “제3자 
아이템” 또는 제3자의 웹사이트 및 또는 기타 “제3자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하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나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거나 “RIM” 또는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휴대단말기 
제품”을 통하여 그러한 “제3자 아이템” 및 “제3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접근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기 조항은 적용됩니다.  

(iii)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블랙베리 솔루션”과 관련하여 “RIM”이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귀하”가 사용하게 되는 모든 “제3자 아이템”과 
“제3자 서비스”는, 여하한 종류의 조건, 보증, 확약, 진술 또는 보장 없이, ‘있는 
그대로(AS IS)’ 및 ‘이용 가능한 대로(AS AVAILABLE)’ 제공되며, “RIM”은 
(A) 그러한 “제3자 아이템”이나 “제3자 서비스”, 또는 이들에 대한 이용을 
가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고안된 “소프트웨어” 부분의 정확성, 전송, 적시성 
또는 지속적인 제공 여부; (B) “제3자 아이템” 또는 “제3자 서비스”의 실행 
또는 실행불가 여부; (C)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자 아이템” 또는 “제3자 서비스” 사이의 서비스 호환성; 또는 (D) 
“귀하”의 데이터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3자 
아이템”이나 “제3자 서비스”와 관련한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포함하는, 
“제3자 아이템” 또는 “제3자 서비스”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귀하” 또는 
“귀하”에 의하거나 “귀하”를 통하여 청구하는 타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iv)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여하한 바이러스 또는 위협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하거나, 모욕적이거나 또는 불법적인 “제3자 서비스,” “제3자 아이템,”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여하한 “제3자 아이템,” “제3자 서비스” 
또는 그 전송에 대하여, “RIM”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제3자 아이템” 또는 “제3자 서비스”와 관련한 상기의 책임에 
따른 “귀하”의 모든 청구는 해당 제3자를 상대로 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중대 임무 시의 사용.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이나 그 여하한 일부는, 원자력 시설, 

항공기 항법장치, 통신시스템, 항공교통관제, 및 생명유지, 무기 시스템, 항공기용 
구명 무선기, 또는 기타 비상 서비스의 운영을 포함하는, 강화된 안전 장치나 성능을 
필요로 하는 환경, 위험한 환경 또는 중대 임무에서의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귀하”는 (i) 사용 또는 서비스 장애;  (ii) 데이터 전송 장애 또는 오류; 또는 (iii) 데이터 
분실이나 변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시스템을 
유지할 것을 진술 및 보장하며, 즉시 여하한 손실 및 피해를 완화시키고, RIM에게 
그러한 사항을 보고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 23(a)조의 손해의 일반적인 권리의 포기를 제한하지 않고, “RIM”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손해의 예견 유무를 막론하고 및 “RIM”이 해당 손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무 결정적 어플리케이션(Mission Critical 
Application)에 대하여 또는 유해 환경이나 강력한 안전 장치(fail-safe controls) 
또는 성과를 요구하는 환경에서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나 그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 베타 제품(Beta Products). 베타 제품은 일반 대중의 사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귀하”의 법역의 정부나 기타 당국에 의해 공포된 규칙이나 기준에 맞는 
것으로 인증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RIM”은 해당 승인 또는 인증의 취득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승인이 취득될 때까지 베타 제품이 
판매나 임대를 위해 제공,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하며 판매나 임대를 위해 
제공되거나 판매 또는 임대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베타 제품은 “귀하”가 베타 
제품의 성과에 의존하는 생산적인 또는 기타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타 제품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RIM 제품”의 비상업용(pre-
commercial) 출시 버전이며 상업용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여지거나 시행될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해당 자료와 함께 
사용되는 데이터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합니다.  또한, 베타 제품은 아직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위한 특징, 기능이나 
APIS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베타 제품 또는 그 일부가 장래에 
“RIM”에 의해 발표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는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진 후 사용 가능하게 될 수 있으며 “RIM”은 그러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베타 제품 또는 그 일부를 “귀하”에게 발표하거나 사용 
가능하게 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베타 제품,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하”가 
수행한 모든 테스트, 평가 및 개발이 전적으로 “귀하”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3. 책임의 제한.   
 

일부 국가들은 소비자와의 계약에서의 결과손해, 간접손해 또는 기타 손해의 제한 또는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귀하”가 소비자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본 조의 제한 또는 
배제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그리고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구체책에 따라, “RIM”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과적, 징벌적, 부수적, 간접적이거나 
특수한, 도덕적, 또는 가중적 피해, 사업 이익 또는 수입의 손실로 인한 피해, 기대 절감 
목표의 달성 실패, 사업 중단, 사업정보의 손실, 사업 기회의 상실 또는 데이터의 변질 
또는 손실, 데이터 안전 위반, 데이터 전송 또는 수신의 실패,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관련하여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관련 문제, 또는 “RIM”이외의 다른 자에 
의한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이나 그 일부에 대한 변경이나 변경 시도의 결과로 
인한 문제, 다운타임 비용(downtime costs),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또는 그 일부 
또는 “제3자 서비스”  또는 “제3자 아이템”의 사용 손실, 대체품 비용, 상쇄 비용, 시설 
또는 서비스 비용, 자본 비용 또는 해당 피해가 예측 가능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설사 “RIM”이 그러한 피해의 가능성을 경고하였을지라도,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 실행 또는 실행불가를 포함하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기타 금전상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b)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RIM”의 총 보상은 (i) 

“귀하”가 청구의 원인으로 삼은 “RIM 제품(들)” (ii)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 (iii) “유료 RIM 서비스”의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한 금액과 (ii) 미화 
오(5)달러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RIM”이 본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에 따라, “RIM”은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고장, 지연 또는 
불이행의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니다.  

 
(d)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RIM”의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경우 “귀하”에 

대한 “RIM”의 책임을 본 조에 규정된 범위로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단, “RIM”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보상금은 “귀하” 나 다른 자의 원인제공 범위 내에서 감액됩니다.  

 



(e)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대로만 상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이 계약법적인 것인지, 
불법행위법적인 것인지, 법령에 따른 것인지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 이상의 여하한 성격의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f)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본 “계약”의 제한, 배제 및 권리 포기는, (i) 

“귀하”의 청구원인, 요구 또는 소송의 성격이, 예를 들어, 과실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무과실책임인지, 법령위반인지, 계약책임인지 또는 기타 법적 
원리에 의한 책임인지를 불문하고, 관계없이 적용되며, (ii) 본 “계약’의 중요한 목적 
또는 본 “계약”에 포함된 여하한 구제책의 근본적 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존속하며, (iii) 본 “계약”에 규정된 면책 의무 또는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지적재산의 유용이나 침해, 또는 본 “계약”의 ‘ 블랙베리 솔루션 사용 규칙(제3조),’ 
‘소프트웨어 및 문서에 관한 라이선스(제2조),’ ‘지적재산권”(제11조),’ ‘수출, 수입 및 
사용 제한과 미국 정부 라이선스(제12조)’  ‘기밀성 및 리버스엔지니어링 금지’(제15조) 
및 ‘사용자 데이터(제25조)’ 규정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g) “RIM 그룹” 소속 회사의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도매업자, 공급자(제공상품 

판매자는 제외합니다), 서비스 공급자, 독립 피사용인, 승계인 또는 양수인 또는 “RIM 
그룹” 또는 회사들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h) “귀하”는 본 “계약”에 규정된 권리 포기, 배제 및 제한이 당사자들간 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그러한 권리 포기, 배제 및 제한이 없다면 (i) 본 “계약” 상의 수수료 
및 기타 조건은 상당 부분 다를 수 있고, 또한 (ii) 본 “계약” 하의 RIM의 
“소프트웨어”와 “RIM 서비스” 제공 능력과 “귀하”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능력 
및/또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을 통해 “제3자 아이템”과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중 “소프트웨어” 와 “RIM 서비스”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RIM”이 제공하는 서면 합의 또는 보장을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24.  정보 수집, 이용, 처리, 이전, 저장 및 공개(총칭하여, “처리”)에 대한 동의.    
 
“RIM 그룹” 소속 회사 및 그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RIM”의 
“개인정보보호정책”(본 “계약”의 참조 문서로 본 “계약”에 포함됩니다)에 따라 취급되며 해당 
정책은 www.blackberry.com/legal에서 보실 수 있으며 legalinfo@ri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는 경우 제공됩니다.  
 

(a) 개인정보. “귀하”가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또는 그 일부), “RIM 서비스” 또는 
관련 “에어타임서비스”를 설치 및/또는 사용할 때, “RIM 그룹” 소속 회사와 그 
서비스 공급자, “귀하의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함께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제 3자는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귀하”와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총칭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블랙베리 ID, 계정 크리덴셜(credentials) 및 설정, “휴대단말기 제품” 
정보 (예를 들어, 휴대단말기 제품 PIN이나 기타 장치 식별명), “휴대단말기 제품” 



위치 정보 (아래에서 정의됩니다),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 정보 및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기능 및 “RIM 서비스”나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사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귀하”는 
“RIM 그룹” 소속 회사들이 “귀하”로부터 직접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나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함께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제 3자로부터 이를 취득할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b) 목적. “RIM”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RIM 그룹” 소속 회사 및 
그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으며 처리 목적은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i) “귀하”의 필요 및 선호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고 
“귀하”에게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ii)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귀하”와의 의사교환을 포함하여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 (iii) “RIM 그룹” 소속 회사의 사업 및 
영업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목적; 및 (iv) 법적 및 규제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이에 더하여, “RIM”은 “소프트웨어”나 기타 “RIM” 제품 및 서비스, 
“제 3 자 소프트웨어” “제 3 자 콘텐츠”나 “제 3 자 서비스” 및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또는 엡데이트를 사용 가능하게 하거나 업그레이드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통지를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c) “클라우드-기반” 서비스. “귀하”가 “클라우드 기반” 전자통신 또는 서비스를 등록 
또는 사용하거나 “RIM 그룹’ 소속 회사나 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원격 
접속, 저장 또는 백업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RIM 그룹” 소속 회사는 “귀하”가 
“RIM”과 체결한 계약(들)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귀하”가 
기입, 제공하거나 해당 서비스와 결합된 정보(예를 들어, 별칭 및 사진, 상태 알림, 
접속 리스트나 그룹 정보, 달력, 또는 업무 파일 및 미디어 파일과 같은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귀하”는 “귀하”가 해당 데이터를 
“RIM”에게 제공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동의를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블랙베리 앱월드(AppWorld)와 마이 월드(My World) 또는 유사한 
서비스가 사용되는 경우, “RIM 그룹” 소속 회사는 “소프트웨어”, “RIM 서비스”, 
“제 3 자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및/또는 “제 3 자 서비스”가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에 다운로드 되고 사용됩니다.  

 
(d) 사회적 기능. “소프트웨어”의 특정 “RIM 서비스”나 특징은 “귀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귀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개인들과 연결되도록 
허용하며 “RIM”에 의해 사용 가능하게 되는, 사회적 기능이 통합된 “RIM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또는 “제 3자 소프트웨어”, “제 3자 서비스”와 “귀하”와의 
경험을 개선 또는 향상하도록 허용하는 “사회적”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그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될 수 있으며 다른 
개인들이 귀하의 프로필, 별칭, 디스플레이 사진, 상태 알림, 멤버십 상태, 및 기타 
식별자나 정보를 보고 코멘트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RIM”의 “블랙베리 메신저 소셜 플랫폼(BlackBerry Messenger Social 
Platform)”에 통합된 “RIM 서비스”나 “제 3 자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귀하”는 
다음 내용에 동의합니다: (i) “귀하”의 “블랙베리 메신저” 접속자는 “귀하”가 “RIM 
서비스”나 “제 3 자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ii) “귀하”의 



“블랙베리 메신저” 접속자는 “귀하”의 프로필과 “귀하”가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RIM 서비스”나 “제 3 자 소프트웨어”에 따른 게임, 
음악이나 기타 미디어 파일 등)를 소비하고 있는지 또는 “귀하”나 다른 사람들이 
남기는 코멘트와 마찬가지로 “귀하”가 “RIM 서비스”나 “제 3 자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부로서 해당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볼 
수 있습니다; (iii) “귀하”가 “귀하”의 접속자나 “귀하”가 다운로드 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에 대하여 코멘트를 남기거나 접속자가 “RIM 서비스”나 “제 3 자 
서비스”의 사용의 일부로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소비할 때, “귀하”에 대한 
정보(“귀하”의 코멘트, 사용자 프로필명 및 디스플레이 사진 등)가 해당 개인의 
다른 접속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iv) “RIM 서비스”나 “제 3 자 
서비스”는 “귀하”의 선호도 또는 “RIM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추천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을 하는 자동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RIM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설정을 조정하는 
이용 가능한 옵션을 위해 “RIM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의 설정 옵션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 제 3 자 서비스와의 통합. “귀하”가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제 3 자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연결하기로 선택한다면 (예를 들어, 제 3 자 이메일 
서비스나 제 3자가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킹 또는 기타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귀하”가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귀하”는 “RIM”에게 “귀하”를 대리하여 “귀하”의 개인적 
및/또는 내부적 목적으로 해당 “제 3 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 3 자 서비스”에 접근하고 “제 3 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귀하”의 크리덴셜(credentials)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처리”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귀하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인증표시, 제 3자 이메일 서비스나 “귀하”가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통합한 
기타 계정(들)과 관련된 기타 크리덴셜(credentials); (ii) “귀하”의 “소프트웨어” 
계정 프로필 정보 (예를 들어, 블랙베리 ID, “귀하”의 디스플레이 사진, 별칭, 개인 
메시지, 이용 가능 상태, 국가, 시간대, 고유 장치 식별명 등); (iii) 장치 접속자 
정보; (iv) “귀하”가 어떠한 제 3 자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와 “귀하”의 
“소프트웨어” 계정을 접속하고 있는 지에 대한 표시; 및 (iii) “귀하”가 “귀하”의 
“소프트웨어” 계정을 접속하고 있는 제 3자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사용의 
결과로 나타난 세션 데이터 (예를 들어, “귀하”의 “소프트웨어” 계정 프로필 
박스에 표시되는 연결된 제 3자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귀하”가 얻은 가장 
높은 점수, 또는 “소프트웨어” 인스턴트 메시지 기능에 의해 가능하게 된 연결된 
제 3 자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내에서 “귀하”가 수행한 인스턴트 메시지 
대화의 결과로 나타난 인스턴트 메시지 데이터 등). “귀하”는 또한 “RIM”이 활성화, 
빌링(billing), 공급, 유지 및 불활성화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관련 “제 3자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귀하”가 “귀하”의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제품”에서 또는 이과 관련하여 “제 3 자 서비스”와 “제 3 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 3 자들은 “귀하의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제품”에 저장된 
데이터(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를 열람, 접속, 수출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속된 제 3자 서비스는 “RIM”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귀하”의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나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함께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제 3 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귀하”의 사용은 



그러한 제 3 자의 관련 계약(들)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의해 규율 받으며 
“귀하”는 “제 3자 서비스”와 “제 3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귀하”는 더 많은 것에 대해 알기 위해, 또한 해당하는 경우 
“제 3자 서비스”와 “제 3자 소프트웨어”에 부여된 허가와 가능한 통제를 조정하기 
위해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의 옵션과 도움말(help menu)을 확인해야 합니다.  

 
(f) 쿠키(cookies) 및 유사 기술. “RIM 그룹” 소속 회사는 “귀하”가 “귀하”와 “RIM”을 
둘 다 보호하고, “RIM 서비스”를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귀하”의 경험에 맞게 
조정하고 또는 애널리틱스들이 당사로 하여금 사용자들이 “RIM 서비스”와 
“블랙베리 솔루션”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고 그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쿠키” (귀하의 컴퓨터나 “휴대단말기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의 
조각들)나 익명으로 된 정보를 사용하는 유사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즈 쿠키 삭제나 차단 방식에 관하여는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 
브라우저”의 설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g) 지원 및 품질 보증. “귀하”가 지원과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의 수리를 위해 

“RIM”에 연락하거나 이메일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RIM”이 제공한 로깅 
툴(logging tool)을 통해 “RIM”에게 진단메시지(diagnostics)이나 다른 기술 정보를 
보내는 경우, “귀하”는 “RIM 그룹”의 소속 회사가 “휴대단말기 제품” PIN 번호, 
하드웨어 ID 및 모델 번호, 메모리 상태, 운영 시스템 및 환경 정보, 배터리 상태, 
와이파이, 라디오 또는 무선 신호 및 접속,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목록,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 사용 정보, 프로세스 러닝 및 장치 구성, 시스템 
이벤트 및 진단메시지 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귀하의 “블랙베리” 제품 조건에 
관한 기타 정보와 같은 기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문제 
해결(troubleshooting), 고객 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RIM”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른 “RIM”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분석의 결과로 제 3자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RIM”은 문제해결(troubleshooting) 절차의 일부로서 특정 진단 또는 기술 정보를 
제 3자 판매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귀하”는 “RIM”과 그 서비스 공급자와의 
전화가 교육, 품질 보증, 고객 서비스 및 참고 목적으로 녹음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h) 위치 데이터. “RIM 그룹” 소속 회사는 GPS나 (사용 가능한 경우) 유사한 위성 
서비스 또는 크라우드 소싱 와이파이 접속점 및 기지국(cell tower) 위치를 
사용하는 위치 정보에 기반한 특정 기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나 “블랙베리 솔루션”의 특정 기능은 “귀하”로 
하여금 “귀하”의 위치를 귀하의 접속자(들)과 공유하고,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음향을 재생하고 또는 
원격으로 잠그거나 제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 
적용범위,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 조건과, 요청 시점에, 시스템 자원에 의해 
구속 받습니다).  기타 “블랙베리 솔루션” 기능 또는 제품은 또한 “귀하”가 
사용하는 “RIM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개선하기 위해 익명의 경로 및 방향성 
정보(예: 블랙베리 트래픽(BlackBerry Traffic))나 위치검색 질의사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가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을 사용하거나 데이터 서비스 및 위치 기반 기능을 가능하게 할 때 



“휴대단말기 제품” 위치 정보 (GPS 정보, 캐리어 ID, 타워 ID, 와이파이 접속점의 
기본 서비스 세트 식별자(Basic Service Set Identifier (“BSSID”) 및 가시적인 
와이파이 접속점이나 기지국의 신호강도를 포함합니다)가 “RIM 그룹” 소속 회사, 
“에어타임 서비스 공급자” 및/또는 “제 3 자 아이템”이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RIM 그룹” 소속 회사는 개인적으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으며 “RIM 그룹” 소속 회사나 그 대리인이 
제공한 위치 기반 서비스 또는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함께 사용되는 
“제 3 자 서비스”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를 “귀하”에게 제공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RIM 그룹” 소속 회사는 
종합되었거나 위치 민감 광고 기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익명으로 된 데이터를 
창출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에 탑재된 위치 기능을 
끄거나 조정하는 방법 또는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하”의 “휴대단말기 
제품”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제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의 옵션이나 도움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제 3자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귀하”는 “제 3자 서비스”에 
의한 위치 데이터 사용에 관한 제 3자 조건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의해 규율 
받게 되며 “귀하”는 “귀하”의 위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점에 
동의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i) 국가간 이전. “귀하”는 “블랙베리 솔루션”과 “RIM 서비스”(“클라우드 기반”, 원격 
접속, 저장 또는 백업 기능을 포함합니다)를 제공하기 위해서, “RIM 그룹” 소속 
회사가 경우에 따라 캐나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또는 “RIM 그룹” 소속 
회사(리서치 인 모션 리미티드(Research In Motion Limited), 리서치 인 모션 
코퍼레이션(Research In Motion Corporation), 리서치 인 모션 프랑스 
에스.에이.에스(Research In Motion France S.A.S), 리서치 인 모션 벨기에 
비브이비에이(Research In Motion Belgium BVBA), 리서치 인 모션 유케이 
리미티드(Research In Motion UK Limited), 리서치 인 모션 에이치케이 
리미티드(Research In Motion HK Limited), 리서치 인 모션 싱가포르 피티이. 
리미티드(Research In Motion Singapore Pte. Limited), 림 모바일 
싸이&테크(차이나) 씨오., 엘티디. (LIM Mobile Sci&Tech (China) Co., Ltd.) 
및/또는 리서치 인 모션 네덜란드 비.브이(Research In Motion Netherlands 
B.V.를 포함하며 “RIM 그룹” 소속 회사에 대한 연락처는 www.rim.com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운용되는 설비가 소재되어 있는 다른 
국가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위치하는 법역 내외에서 “RIM 그룹” 소속 회사나 그 
대리인에 의해 운용되는 서버 상의 개인정보와 의사교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사용자”들이 유럽경제지역 또는 
해당 법역 또는 지역 이외의 곳으로 개인 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취득해야 하는 법역에 거주하는 경우, “귀하”는 그러한 “처리”에 동의하며 
“귀하”가 관련법에 따라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동의를 “귀하”의 
“사용자”로부터 취득하였음을 보증합니다.  

 
25. 사용자 데이터. 제 24조에 의해 승인된 공개에 더하여 “귀하”와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는 
“RIM 그룹” 소속 회사가 “귀하”나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에게 통지 하지 않고 “RIM 그룹” 소속 
회사와 그 서비스 공급자, 기타 파트너 및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해 
“RIM”에게 사용 가능하게 된 개인정보, 의사교환 내용,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기능 사용 및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관한 
정보(“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여 “귀하”나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 및 
저장하고 이를 외국 및 국내 정부 기관을 포함한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i) 
법적 절차나 집행 정부 요청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바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 (ii) 본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 3자에게 협조하기 위한 목적; 또는 (iii) 본 “계약”을 시행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컴퓨터 설비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협력하기 위한 목적.  
“귀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RIM 그룹” 소속 회사에게 공개하기 위해 그리고 위에 명시된 대로 
“RIM 그룹” 소속 회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사용, 처리, 전송 및/또는 공개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모든 필요한 동의를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로부터 취득하였음을 보장합니다.  
 
26.  양도 및 위임.  “RIM”은 “귀하”에 대한 통지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RIM”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을 전부 혹은 일부 양도할 수 없으며(이러한 
동의는 “RIM”의 재량으로 보류될 수 있고, 조건부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RIM”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여하한 양도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RIM”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하도급업자 또는 재하도급업자에 의하여 본 “계약”에 따른 전부 혹은 일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7. 통지.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 또는 그 밖의 
통신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인편, 특송업체 또는 우편요금이 선납된 수령통지요청 등기 우편을 
통하여 “귀하”가 “RIM”에 제공한 청구 주소로 “귀하”에게 전달되거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파크 
1 시너지 빌딩 2층, 우편번호 609917, 싱가포르 공화국에 위치한 “RIM” 수신인: 
총괄이사(Managing Director) 앞으로 전달되고, “RIME”의 경우, 
http://www.blackberry.com/legal/rime로, 각각의 경우,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 필립 스트리트 

295, 우편번호 N2L 3W8의 주소로 “RIM”의 ‘최고법률책임자(Chief Legal Officer)’에게 하나의 
사본(통지로 간주되지는 아니합니다)이 전달되는 경우에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술한 사항에 더하여, “RIM”은 재량으로 “귀하”에게 본 “계약”에 따른 여하한 통지를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이메일 통지는, “귀하”가 “RIM”에게 제공한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로 전송한 때, “귀하”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http://www.blackberry.com/legal/에 확실하게 게시하면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8. 불가항력.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사자”도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에 
있는 이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본 규정은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행하는 지불 의무의 불이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29. 일반조항. 
 

(a) 제3수익자.  RIM의 계열사 및 RIM과 그 계열사의 이사, 임직원은 본 “계약”의 
제8(b)조 “기술 사용 관련 안전 정보”, 제19조 “면책/책임”, 제23조 “책임의 제한” 및 
제22조 “권리의 포기” 조항의 목적상 제3수익자로 간주됩니다.  “RIM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공급자들은 제3조 “블랙베리 솔루션 사용 규칙”과 제11조 
“지적재산권”에 규정된 “콘텐츠’ 사용에 관한 보호와 규제의 제3자 수익자입니다. 
본 조항에서 달리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상 조항들은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제3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b) 불이행에 대한 권리 포기.  권리의 포기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당사자”의 수권 
서명인에 의하여 문서로 작성되고 서명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자도 미실행, 
실행의 지체 혹은 그 밖의 법상, 형평상 원칙에 근거하여 본 “계약”에 따른 여하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박탈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본 “계약”의 여하한 
조항에 대한 권리 포기 혹은 위반은 그 밖의 다른 상황에서 그 조항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 존속.  본 “계약”의 이행 후에도 존속하도록 본 “계약”에서 문맥 및 맥락에 의하여 

의도된 규정, 조건 및 보장은, 이행의 완료나 면책 조항을 포함한 본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후에도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d)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은 국제사법에 관한 법을 제외하고는 싱가포르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당사자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정(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적용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는 완전히 배제되는 점에 동의합니다.  “당사자들”이 
선의의 협의를 거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아니한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 차이와 분쟁, 또는 본 “계약”의 위반에 대하여는 우선 
“당사자들”의 경영진에게 보고됩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경영진의 대표자들을 
통하여, “귀하”가 개인인 경우에는 “귀하”를 통하여, 해당 분쟁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지 삼십(30)일 이내에 회의를 가지고, “귀하”의 법역의 법에서 달리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의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해당 의견 차이 
또는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의견 차이 또는 분쟁은 본 조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당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의 
중재규칙(이하 “SIAC 규칙”)에 의거하여 싱가포르에서 수행되는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됩니다.  중재판정부는 “SIAC”의 의장에 의하여 
선임된 일(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중재 언어는 영어입니다.  상기 조항이 
“귀하”의 법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 중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i) 
“귀하”의 법역에서 개최되고, (ii)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규칙(“ICC 규칙”)에 
의거하여 해결되고, (iii) “ICC 규칙”에 따라 선임되고 선임된 지 삼십(3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일(1)인의 중재인이 심리하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재인을 선임합니다.  각 
“당사자”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분쟁이나 또는 “귀하” 이외의 자가 연루된 어떠한 분쟁도 
“RIM”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결합 또는 병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은 집행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 모든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RIM” 은 (i) 경우에 따라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또는 그 일부를 “귀하”가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RIM”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ii) 본 “계약”의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 사용 규칙(제3조),’ ‘소프트웨어 
및 문서에 관한 라이선스(제2조),’ ‘지적재산권(제11조),’ ‘수출, 수입 및 사용 제한과 
미국 정부 라이선스(제12조),’ ‘보안(제13조),’ ‘기밀성 및 
리버스엔지니어링(제15조),’ ‘종료의 효력(제18조)’에 대한 “귀하”의 위반 또는 장래 
예상되는 위반과 관련된 청구 또는 분쟁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구하는 소송 등 
법원에 법이나 형평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관할, ‘불편한 법정(forum non conveniens)’ 또는 유사한 이유에 근거한 
모든 이의를 취소 불가능하게 포기하고, 우편이나 또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 송달에 취소할 수 없는 동의를 하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에 관하여 싱가포르에 위치한 법원의 관할권에 취소할 수 
없는 동의와 승인을 합니다.  “당사자들”은 특히 본 “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해결될 경우, 해당 분쟁을 배심심리로 해결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 
배심심리를 구할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e) 분리가능성.  본 “계약”의 어느 절, 조항, 규정이나 문장 혹은 그 일부분(“부분”)이 

해당 재판기관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부분”은 (i)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합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 또는 (ii) 
다른 법역에서의 해당 “부분”의 합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당 “부분”은 본 “계약”이 유효하고 집행가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f) 언어.  본 “계약”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 영문본과 해당 번역본 

간에 의미상 차이 또는 상충이 있는 범위 내에서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귀하”의 
법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과 관련한 답변, 
발표, 제출, 신고, 변론, 구두변론, 진술, 구두진술 및 명령 혹은 판결을 포함하는 
일체의 의견차이, 분쟁, 조정, 중재 또는 소송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g) 불일치.  본 “계약”과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모든 부분의 포장 혹은 부속품에 

제공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는 최종사용자 계약서(본 “계약”을 제외합니다)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의 규정이 해당 불일치 사항에 적용됩니다.  
본 “계약”과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는 업데이트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는 최종 사용자 계약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는 최종 사용자 계약서들의 규정이 해당 불일치 
사항에 있어 우선 적용됩니다.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모든 부분의 포장에 
제공된 여하한 자료와 해당 “RIM 제품” 혹은 “소프트웨어”의 아이템에 대한 “문서”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문서”의 조항이 해당 불일치 사항에 적용됩니다.  

 
(h) 완전한 합의.  본 “계약”(본 “계약” 부칙의 목적상, 해당 부칙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부칙의 조건을 포함합니다)은 본 “계약”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에 기재된 것 이외에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규정, 합의, 의사소통, 진술, 보장, 
약정, 부대 계약 또는 협정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다른 부분의 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간 다른 계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이전의 혹은 현재의, 서면 또는 구두의 규정, 합의, 의사소통, 진술, 보장, 약정, 부대 
계약 또는 협정 일체를 대체하며, 나아가 “귀하”는 본 “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때에 
상기에 열거한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하여 “RIM”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RIM”은 또한 “귀하”에게 
이메일(상기 “통지” 조항에서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로 변경에 관한 합당한 통지를 
하거나 http://www.blackberry.com/legal에 변경 통지를 게시함으로써, 장래 거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거나 법의 변화나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를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여(본 “계약”의 집행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변경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본 “계약”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며, “귀하”는 해당 사이트에서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변경 통지를 받은 후 
육십(60)일 이상 “소프트웨어” 및/또는 “RIM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변경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변경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육십(60)일 이내에 
변경에 따른 “귀하”의 대안을 legalinfo@rim.com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법의 준수.  “귀하”는 본 “계약” 또는 관련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하여 

“귀하”의 법역의 적용 법 혹은 정부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라이선스, 등록 및 
승인을 “귀하”의 비용으로 취득하고 보유하여야 합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귀하”는 관련 법에 의해 요구되는 상업적 암호 혹은 그 밖의 안전 장치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의 수입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관할 정부당국의 라이선스, 등록 및 
승인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여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설치 및 사용에 있어서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RIM”이 “귀하”가 상기 의무를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 및 보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기를 제한하지 않고, 특정 “RIM 서비스” 및 “제 3 자 
서비스”가 전세계에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RIM”이나 관련 제 3 자가 
해당 “RIM 서비스” 및 “제 3 자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다고 표시한 국가 이외의 
위치에서 “RIM 서비스”나 “제 3자 서비스”를 접속하기로 한 경우, “귀하”는 “귀하” 
자신의 주도로서 그렇게 한 것이며 해당 “RIM 서비스”나 “제 3자 서비스” 및 관련 
“콘텐츠”, “제 3 자 아이템”이나 “소프트웨어”의 수출, 수입, 사용, 전송 및/또는 
교환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데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RIM”은 “RIM 서비스”와 연관되거나 “RIM 서비스”(예를 들어, 
“RIME 스토어”를 통한 또는 “블랙베리 결재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된 서비스)를 
통해 사용 가능한 모든 “소프트웨어”와 “제 3 자 아이템”이 모든 위치에서 
적절하거나 사용 가능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으며 “귀하”는 “귀하”와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인 위치에서 “소프트웨어”나 “제 3 자 
아이템”을 다운로드 하거나 접속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합니다.  상기를 제한하지 않고, 피어투피어식, 화상 또는 인터넷 기반 기능이 
“귀하”의 법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또는 “귀하”나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가 규정된 연령 이하이기 때문에 또는 “비상 서비스” 관련 법으로 인해 
관련법이 “귀하”나 “승인 받은 사용자”의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의 
화상대화 또는 MVS 기능과 같은 화상통화 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귀하”나 
“귀하의 승인 받은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기능 또는 제품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비상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대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j)    확장된 의미. “포함하다” 또는 “~와 같은”이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와 “~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0. 계약의 통합.  (a) “블랙베리 PC 소프트웨어,” “블랙베리 서버 소프트웨어,” 및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가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로 사용될 경우 이에 적용되는 
일관된 조건, (b)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가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로 
사용될 경우 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명료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귀하”가 해당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방법과는 무관하게, “귀하”가 상기한 바대로 본 
“계약”의 조건을 수락함에 따라, “귀하”는 I) “소프트웨어”나 “RIM 서비스”를 위해 “귀하”와 
이전에 체결한 “블랙베리 최종 사용자/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및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및 이전에 체결한 그 밖의 “블랙베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블랙베리 솔루션 라이선스 계약”, 및 “블랙베리 프로슈머 서비스 계약” 을 본 “계약”이 대체하고 
이에 우선하며 II) BBSLA의 본 버전이 다음 부속합의서 및 추가 조건을 대체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블랙베리 앱 월드 및 블랙베리 결재 서비스 부속합의서, 블랙베리 ID 조건, BBM 음악 
부속합의서, 블랙베리 보호 부속합의서, 블랙베리 여행 부속합의서, 영상대화 소프트웨어 추가 
조건, 블랙베리 메신저 소프트웨어 추가 조건.  단,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의 일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해당 계약들과 
부속합의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합니다.  
 
“귀하”가 “귀하의 블랙베리 솔루션”과 관련하여 “RIM”과 체결한 계약, 부속합의서 혹은 문서에서 
“블랙베리 최종 사용자/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블랙베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및 “블랙베리 솔루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모든 인용은 본 “블랙베리 솔루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인용으로 간주됩니다(단, 본 
조항에서 이전에 체결한 계약 및 “블랙베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려는 
것과 같이 문맥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인용의 경우, 그러한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인용은 
본 “블랙베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인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이전에 체결한 “블랙베리 최종 사용자/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및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및 “RIM”이 “귀하”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에 따라 체결한 그 
밖의 “블랙베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및 “블랙베리 솔루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여하한 
변경 혹은 추가는 본 “계약”에 대한 변경 혹은 추가로 간주됩니다.  
 
본 “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은 legalinfo@rim.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