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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사랑컴퓨터와 Xmanager Enterprise 정품 사용자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라이선스 계약 
사용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본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프트웨어 복제, 전송 및 배포 
㈜넷사랑컴퓨터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소프트웨어와 그 문서를 웹사이트나, 호스팅 서버,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을 예외 없이 금지합니다.  

다른 제품과 함께 본 소프트웨어와 그 문서를 배포 시 ㈜넷사랑컴퓨터의 사전 승인 없이 지불,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를 예외 없이 금지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동의서에 위반되도록 이용하게 하는, 제 3자가 생산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키생성 프로그램, 시스템의 시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 또는 사용권한            

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프로그램 

일반 라이선스 

등록된 하나의 라이선스로 동일인이 사용하는 3개의 장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서로 다른             

장비에서 사용할 수 없고 설치한 장비 중 어느 하나의 장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톱컴퓨터와보조로사용하는노트북컴퓨터에설치할수있지만두곳모두에서동시에사용할수               

없습니다.  

또는 등록된 하나의 라이선스는 한 대의 장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장비는다수의사용자가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용될 수는 없는 장비여야 합니다. 일단 설치되면 등록된 프로그램은 이 장비에              

고정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등록된 Xmanager Enterprise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워크스테이션들이이소프트웨어에대한개별라이선스를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개의 다른 장비가 네트워크에서 Xmanager Enterprise에 접속한다면, 각각의            

장비는 자신의 Xmanager Enterprise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용자가 Xmanager           

Enterprise를 서로 다른 시간에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두 경우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시에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는 라이선스에 등록된 사용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 

이 프로그램을 임의의 시간 동안 동시에 사용하는 사용자 수는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의수량은이라이선스로이프로그램을사용하는모든사용자수의 2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라이선스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목록이 관리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용권 및 저작권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이 소프트웨어를 ㈜넷사랑컴퓨터 혹은 ㈜넷사랑컴퓨터의 공식 대리점 등           

정당한 유통 경로로부터 구매한 사용자에게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사용권자는 이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타인에게 어떤 목적으로도           

 

 

 



재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사용권을 타인에게무상으로양도할경우양도자는이소프트웨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모든 부속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넷사랑컴퓨터가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는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다만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다른 공급자에 의해 개발되었을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저작권은 그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이용 
㈜넷사랑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 개인을 식별할 수있는 사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정보에는 IP 주소, 고유 ID 그리고 제품 번호와 라이선스 종류가 포함됩니다. 수집되는모든정보는단지               

잠재 수요 생성에 도움을 주거나 마케팅 목적의 지원을 위해서 또는 당사의 라이선스 정책의 준수를              

확인하거나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사는 어떠한 정보도 제 3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나 흔히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거나 제삼자를 통해서           

수집된 다른 정보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모든정보는저희서버에저장되며허가받지않은접속을막기                

위해 암호화됩니다. 

보증 
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사용될 수있으므로이소프트웨어의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넷사랑컴퓨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Xmanager®는 ㈜넷사랑컴퓨터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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