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침학회 디지털콘텐츠 이용약관 및 동의서

20       년         월          일                     성명 :                             (인)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대한약침학회(이하 "학회")와 학회 회원간에 학회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디지털콘텐츠"라함은 학회 및 관계사, CP(콘텐츠 공급자)가 촬영하거나 제작한 논문, 사진, 동영상, 텍스트 등을 포함하는 모든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여 가공해 놓은 상태의 결과물이다.

2. "서비스"라함은 회원이 학회의 사이트내에서 디지털콘텐츠를 다운로드나 링크를 통해 제3의 사이트나 출력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행위 및 방법을 말하며, "이용승낙"이라함은 콘텐츠를 일정기간 이용 및 게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이용신청 및 방법)

1. 서비스 이용회원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학회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한다.

2. 서비스는 대한약침학회 및 관련 사이트에 게시 또는 사용된 것들에 대해 회원이 직접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그 이외의

별도의 콘텐츠는 가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1. 학회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원의 사용하는 목적, 부수, 기간등의 범위에 따라 권리의 사용을 인가하는

것이며 권리 그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2. 학회의 사이트내에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의 무단 복제, 무단 사용 또는 사전협의 없이 변형,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률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3. 사이트내에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의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의 사용은 회원이 취득해야 한다. 학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사용시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회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금지 및 주의사항)

1. 학회의 이용승낙 없이 무단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전체 혹은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고의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며,

법적인 권리의 침해에 해당되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학회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는 회원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부분삭제, 변경, 가공하여 여타의 사이트나 네트워크 저장소에

저장 할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시 반드시 학회의 저작권을 명기해야한다.

3. 학회의 오프라인 출판물에 대한 스캐닝 혹은 전체사진(내용)을 게시할 경우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4. 서비스는 정회원이상의 회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회원탈퇴, 제명 및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지 또는 휴면상태인 경우,

제공받은 콘텐츠를 더 이상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 없으며, 기존에 게시되거나 서비스되는 콘텐츠도 삭제(제거)해야 한다.

제6조 (기타)

이 약관에서 허락되지 않은 콘텐츠의 사용이나 이 약관 내 조항의 불이행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본 약관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본 약관이 정하는 이외의 각각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을 따른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읽어 보았으며 이를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회 원 명

면허번호

한의원 (병원)

긴급 연락처

콘 텐 츠
사용 용도

- 디지털 콘텐츠 이용약관 동의서 -

대한약침학회장 귀하 ( TEL. 02-2658-9051 / FAX. 02-2658-9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