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추가 약관
2020 년 3 월 16 일 발행. 유효 날짜 : 2020 년 4 월 16 일. 모든 이전 버전을 대체합니다.
본 추가 약관은 귀하가 일반 약관에 정의된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 추가 약관은 언급에 의해
www.adobe.com/go/terms에 있는 Adobe 일반 사용 약관("일반 약관")에 통합됩니다. 언급에 의해 일반 약관에 통합된
다른 추가 약관도 귀하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대문자 용어는
일반 약관에 정의되어 있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정의.

1.1 “관리자”란 귀하의 비즈니스내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1.2 “Admin Console”이란 관리자가 그의 비즈니스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2.

관리자 및 Admin Console.

2.1 관리자는 모든 비즈니스 사용자들의 자격을 관리합니다. 귀하를 대신하여 약관에 동의하는 개인이 최초
관리자로 지정됩니다.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다른 비즈니스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Admin
Console을 관리할 한 명 이상의 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관리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귀하는 그들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2 관리자에게는 귀하의 자격 및 비즈니스 사용자의 콘텐츠 및 비즈니스 프로필에 대한 중요한 권리와 통제권이
있습니다. Admin Console에서 각 관리자는 자격을 관리하고, 비즈니스 사용자를 추가 및 제거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사용자의 프로필에 액세스하고, 비즈니스 사용자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Adobe는 귀하의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관리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3 관리자가 Admin Console에 입력한 모든 비즈니스 사용자는 관리자가 그들에게 구독 또는 라이선스를 할당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dmin Console은 본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리자만
Admin Console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3.

비즈니스 사용자. 귀하는 비즈니스 사용자가 이 약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는 결제 및 발주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사용자의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비즈니스 사용자의 콘텐츠 및 비즈니스 프로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모든 비즈니스 사용자가 모든 ID와 암호를 대외비로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Adobe는
비즈니스 사용자의 콘텐츠 보관 옵션을 통제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라이선스 재할당. 귀하는 추가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한 비즈니스 사용자에서 다른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할당된 라이선스를 공유
라이선스나 비슷한 배포 모델(유동, 임대, 일반 사용자 또는 시프트 라이선스 배포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배포 및 재배포된 라이선스의 수에 대한 메트릭을
수집합니다.

5.

이메일 도메인. 서비스 운용을 위해 귀하가 도메인을 식별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해당 도메인을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지정한 도메인을 귀하가 소유 또는 통제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6.

지원. Adobe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여기에서 지원 세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helpx.adobe.com/support/programs/support-policies-terms-conditions.html.

7.

애플리케이션 사용 정보. 귀하의 비즈니스 사용자는 자신이 당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당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는 비즈니스 사용자의 Adobe 계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사용
정보를 통해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더욱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하면서 제품의 질과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용자가 환경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자세한 설명은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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