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 동영상 저작권 관련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귀하는 IBO로서, 또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비즈니스 소유자로서,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독립 사업(IB)과 무관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 사업
내에서의 이와 동일한 활동을 하는 권한은 좀 더 제한을 받기 마련입니다. 다른 IBO와의 교류는
귀하의 독립 사업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정보는 미국과 캐나다의
관련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 가능한 사항과 금지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IBOAI와 ASCAP, BMI 및 SESAC과의 라이선스 협약으로 모임과 활동 시, 귀하는 해당
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브 밴드에게 같은 음악을 연주시킬 수 있습니다. IBOAI와
ASCAP, BMI 및 SESAC가 맺은 라이선스 협약에 적용되는 음악은 누구도 녹음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서, CD, DVD에 음악을 누군가(IBO, 잠재고객, 고객 등)에게 판매 또는 배포하기
위한 MP3 다운로드 또는 기타 소셜미디어 용으로 녹음하지 마십시오.



소개용 음악(introductory music)의 사용은 녹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제공
가능합니다.



모임 또는 행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재생 중인 음악이 끝날 때까지 녹화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연설자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음악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연설자는 모임 또는 행사에 앞서 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프리젠테이션
시간에 어떤 식으로든 다른 아티스트의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할 수 없습니다.



1대1 미팅을 포함해 어떤 모임에서든 상영하는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 동영상에
음악을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은 어떤 형태의 어떤 동영상에서든 언제 어떤 식으로든 동기화(synchronized)할 수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동영상은 동영상을 상영하는 다이아몬드의 재산이고 소유 중인 경우에
한해 상영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 소유가 아닌 동기부여 동영상(motivational video)은

상업적 용도로 구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상업적 용도에 맞게 적절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영해서는 안됩니다.
동영상 또는 음원이 담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오디오 또는 동영상
녹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IBO, 프로스펙트 또는 고객에게 이메일로 또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로 녹음된 음악을 전송하거나 전달하지 마십시오.



동영상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 라이선싱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유튜브(YouTube)
동영상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동영상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동영상 재생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양한 소스로부터 저작권 라이선싱을 획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YouTube)로부터 허가를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메일, 문자 또는 다른 형식으로 IBO, 프로스펙트 또는 고객에게 유튜브(YouTube)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전달하지 마십시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 유튜브(YouTube) 동영상을 게시하지
마십시오.



정보 세션(Info Session)/비즈니스 오픈 미팅(Open Business Meeting), 월간
세미나(Monthly Seminar)/영향 세션(Impact Session)/BDS, 제품 교육(Product Education)
미팅 또는 주요 컨퍼런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임에서 어떤 청중도
스마트폰을 포함해 녹음(녹화) 기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행사의 어떤 부분도 녹음 또는
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이벤트 용 티켓과 전단지에 항상 인쇄되어야 합니다.

음악/동영상 구입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보려면 (음악 저작권 가이드)를 방문하십시오.
언제라도 이 지침은 IBO가 다른 IBO들과 함께 사용합니다. 프로스펙트 또는 고객들에게는 IBO의
Amway 비즈니스에서 상업적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법정 손해 배상금은 건 당 15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의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 필요한 경우, IBOAI 웹사이트에 있는 완전한 음악 및 동영상
저작권 가이드라인(COMPLETE MUSIC AND & VIDEO COPYRIGHT GUIDELINES)을
정기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본 문서/정보는 일반적인 교육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본 사항은 IBOAI®의 합법적인 조언
제공으로 해석하거나 그런 용도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미국 또는 캐나다의 저작권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