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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안내 

여러분이 만약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리스팅을 등록할 경우 여러분의 리스팅이 취소되거나, 혹은 계정 정지 혹은 셀러 

자격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러는 본인이 아마존에서 판매하려는 상품이 적법하며 판매 혹은 

재판매 권한을 인정 받은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품 상세 페이지나 등록된 상품이 금지된 상품이거나, 잠재적으로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마존은 별도의 사전 공지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아마존에게 있습니다. 아마존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의 통지와 삭제 

절차(notice-and-takedown process)를 따르고 있으며, 만약 반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셀러가 있을 경우 이의 

셀러로서의 판매 자격을 정지합니다.   

금지된 리스팅의 예시  

 가품 혹은 모조품: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정품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복제, 재생산, 혹은 제조된 

상품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마크란 단어, 심볼(기호), 색상, 소리,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해당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트레이드마크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 서비스와 구분되게 해 주고 해당 

상품의 원산지(혹은 원 제조사)를 알려줍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표시된 이름, 디자인 역시 잠재적으로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셀러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리스팅은 다른 상품 혹은 서비스의 트레이드마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상품 혹은 서비스의 트레이드마크 사용을 위해 적절한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은 셀러에게 있습니다.  

 카피라이트(저작권): 저작권이란 원 저작물의 표현 (책, 음악, 예술품, 사진 등)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사용을 위해 적절한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은 셀러에게 있습니다.  

 특허: 셀러는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해당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정부가 특허권자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이는 타인이 해당 상품을 제작하고 

이용하거나 수입, 판매, 혹은 특허와 관련된 재산(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특허권을 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의 소유자로서, 정부가 해당 집이 여러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타인이 여러분의 집을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특허권자들의 특허 역시 정부가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특허품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고 판매할 수 없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혹은 공식 라이선스가 없는 상품: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들은 정식 유통되기 위한 

상품으로서 인증 혹은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과서 판매에 관한 아마존의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이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은 수집용 책 관련 요구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복제된 미디어 상품: 원작자 혹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더빙, 복제, 재 녹음, 저장된 미디어 상품 (책, 영화, CD, TV 

프로그램 시리즈,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등)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0386280/ref=ag_200386280_cont_20136107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0339950/ref=ag_200339950_cont_20136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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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안내 

o 책: 불법 복제된 책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o 음반: 해적판 음반, 허가되지 않은 라이브 콘서트 녹화본, 허가되지 않은 녹취음악 파일, 허가되지 않은 음반 

관련 상품 등의 판매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o 영화: 어떤 형태로든 허가되지 않은 영화 복사본은 모두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 발매 혹은 미 개봉 

영화, 영화 스크린 녹화파일, 예고편 트레일러, 출간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영화 대본 (ISBN 이 없는 서적류), 

전자 프레스 키트, 기타 허가되지 않은 소품의 판매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o 사진: 허가되지 않은 사진의 복사본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o 라디오 프로그램 및 콘서트: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콘서트의 허가되지 않은 녹음 파일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o 소프트웨어: 어떠한 형태로든 재 복사 혹은 복제된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용 버전, 

OEM 버전, 백업본, 판촉용 버전, 베타버전(사전배포 버전), 허가되지 않은 무료 소프트웨어/공유 소프트웨어 

버전 등의 판매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판매 관련된 내용은 본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o TV 프로그램: 허가되지 않은 TV 프로그램 (유료 프로그램 포함)과 미 방영본, 허가되지 않은 방송 대본, 

허가되지 않은 방송 소도구, 방영 중인 TV 화면을 촬영한 상품 역시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o 비디오 게임: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모든 비디오 게임은 반드시 정식 유통을 위해 제작된 상품이어야 합니다. 

복제한 비디오 게임 파일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드칩(Mod chip; DVD 국가 코드를 해제해주는 칩), 

실버 디스크, 비디오 게임 이뮬레이터, Sega 부트 디스크, 게임 인헨서, 허가되지 않은 비디오 게임 

컴필레이션, 허가되지 않은 번들 비디오 게임, 허가되지 않은 액세서리 모두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맷을 변경한 미디어: 미디어 상품의 원래 포맷을 다른 포맷으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NTSC 의 영화 필름을 Pal 로 변경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레이저 디스크를 비디오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CD-ROM 을 카세트 테이프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그 외의 어떠한 형태로든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판촉용 미디어: 미디어 상품 중 판촉용 버전으로 제작된 모든 미디어들 – 책 (미리 보기 버전), 음반, 비디오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판촉용으로 배포된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유통이나 판매를 위해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예외의 경우가 궁금하실 경우 collectible books requirements 를 참고하세요.) 

 퍼블리시티권: 여러분이 판매하려는 모든 상품과 리스팅이 타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상품이나 리스팅에 유명인사의 사진이나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경우 해당 이미지 및 이름 사용에 대한 적절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는 유명인사의 

상품 추천(광고)이나 유명인사가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를 보인 것을 포스터, 마우스패드, 시계, 이미지 광고 등의 

마케팅용 자료에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본 내용은 사용자 편의 목적 상 국문으로 번역/제공됩니다.  Amazon 의 정책에 따라,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영문 사이트 및 셀러 센트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셀러 센트럴 원문 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0386270/ref=ag_200386270_cont_20136107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0339950/ref=ag_200339950_cont_201361070
https://services.amazon.com/
https://sellercentral.amazon.com/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36107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361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