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씨큐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마이씨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기 전에 자세히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씨큐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계약서”)는 ㈜마이씨큐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귀하와 ㈜마이씨큐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귀하는 ㈜마이씨큐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귀하가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씨큐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이씨큐 소프트웨어 제품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법, 기타 지적재산권 법률 및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1. 정의.
“소프트웨어”란, 파일, 디스크, CD-ROM 등의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MyCQ Server, MyCQ Client Library,
MyCQ Studio 소프트웨어 및 이들과 관련된 문서 또는 전자 문서를 말합니다. "사용" 또는 "사용함"이란,
소프트웨어를 설치, 다운로드, 복사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의 활용을 말합니다. “귀하”란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개인, 회사 또는 기타 단체를 말합니다.

2. 소프트웨어 사용권.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권이 비독점적으로 허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본 사용권
계약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백업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사본을 만들 수 있으나, 사본에 대한 대여, 판매 등의 재 배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 변경, 분해 및 기타 원시코드를 발견하기 위한 시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2.1 평가판 사용권 (Evaluation Edition License)
㈜마이씨큐로부터

평가판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나(1)의

MyCQ

Server

평가판

사용권으로 한(1) 대의 컴퓨터에 MyCQ Server 를 설치하여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 기업판 사용권 (Enterprise Edition License)
㈜마이씨규로부터

기업판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나(1)의

MyCQ

Server

기업판

사용권으로 하나(1)의 CPU 가 장착된 한(1)대의 컴퓨터에 MyCQ Server 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CQ Server 를 둘(2) 이상의 CPU 가 장착된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장착된 CPU 수만큼의
MyCQ Server 기업판 사용권이 필요합니다.

2.2 개발판 사용권 (Developer Edition License)
㈜마이씨큐로부터

개발판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나(1)의

MyCQ

Server

개발판

사용권으로 한(1) 대의 컴퓨터에 MyCQ Server 를 설치하여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 학원판 사용권 (Academy Edition License)
㈜마이씨큐로부터

학원판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나(1)의

MyCQ

Server

학원판

사용권으로 한(1)대의 컴퓨터에 MyCQ Server 를 설치하여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마이씨큐

3. 업그레이드 판에 관한 사용권.
귀하가 업그레이드 사용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 귀하는 업그레이드
하기 이전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갖습니다.

4.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은 ㈜마이씨큐에게 있습니다. 귀하는 본 사용권
계약서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사용권만 있습니다.

5.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보증 제한 규정.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 및 성능과 고객지원 서비스에 따른 모든 위험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버그, 보안 및 성능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오류가 수정될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6.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책임 제한 규정.
㈜마이씨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로 인한 직접, 간접 또는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마이씨큐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 완전 계약; 언어 지배 조건.
본 계약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계약은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귀하와 ㈜마이씨큐간의 전체 계약을 규정하며, 본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본 계약 이전에 작성된 서면 또는 구두의 모든 계약, 양해 및 진술, 광고, 고지
등을 대체합니다.
한국어 계약서와 비 한국어 계약서 내용에 대한 분쟁 사건에서는 한국어 계약서가 지배권을 갖습니다.
*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분쟁 및 법적 분쟁 사건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은
㈜마이씨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주)마이씨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