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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 
 
 
본 승인서(이하 “승인서”)는 (이하에서 정의하는) 라이선스 콘텐츠 및 귀하를 포함한 특수효과 

디자이너들이 [#makeupeffectchallenge] 효과 제작에 도전하는 홍보성 대회인 

[#makeupeffectchallenge] (이하 “본 챌린지”)에 관하여 TikTok Pte. Ltd. (이하 “틱톡”) 및 귀하 

사이에 체결됩니다. 이하에서 틱톡 및 귀하는 “당사자” 또는 총칭하여 “당사자들”로 표시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이 틱톡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기간 및 지역 
 

a. 라이선스 기간: 영구적. (이하 “본 기간”) 
b. 라이선스 지역: 전세계. (이하 “본 지역”)   

 
2. 본 플랫폼 
 

“틱톡”, “틱톡 라이트”, “틱톡 이팩트 하우스”, “캡컷”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틱톡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3. 라이선스 콘텐츠 
 

a. 효과 아이콘, 평면 효과, 3-D 애니메이션 효과, 귀하가 제작한 음악에서 발췌한 

음악 효과 등(이하 “본 효과”)에 귀하가 사용하기 위하여 귀하가 제작한 로고, VI, 
만화 캐릭터, 그래프, 3D 모델, 디자인, 폰트, 그림 등(이하 “본 표시”).  

b. (존재하는 경우) 귀하가 틱톡에 제공한 본 효과를 포함하는 비디오(이하 “데모 

비디오”). 
c. 본 효과 또는 데모 비디오와 연관된 귀하 또는 제 3 자의 이름, 목소리, 

유사성/초상화, 이미지 또는 기타 인물 자료(이하 “본 인적 자료”). 
d. (존재하는 경우) 음반 및 (가사, 멜로디 등) 작곡 등 본 효과, 데모 비디오 또는 본 

인적 자료에 구현된 음악(이하 “음악”). 
 

4. 권리의 부여. 
 

일반적으로, 귀하는 틱톡에게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중과의 소통, 각색, 권리 

부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존재하는 경우) 삽입된 음악 작품, 그래픽 

작품, 인물 자료 및 상표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비독점적이고 

양도 가능하며 (여러 단계를 포함한) 재실시 가능한 무상의 권리를 부여하며, 

다음의 행위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i. 라이선스 콘텐츠를 본 플랫폼을 통하여 복사하고 보관하며, 본 효과 및 

음악을 이용자들로 하여금 청취 및/또는 시청하여 본 효과 및 음악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형태로 플랫폼을 통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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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용자들이 본 플랫폼을 통하여 라이선스 콘텐츠 또는 음악의 발췌를 

비디오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위;  
 

iii. 사용자들이 라이선스 콘텐츠를 포함시켜 제작한 비디오의 재생된 내용을 

본 플랫폼을 통하여 수령하고, 라이선스 콘텐츠를 포함시킨 비디오를 

그들의 기기(또는 저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본 플랫폼, 이메일 또는 

메시지 서비스 및/또는 기타 제 3 자 소셜 미디어 플랫폼(예를 들어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트위터, 바인, 왓츠앱, 카카오톡, 

웨이보, 위챗, QQ, Kik, 핀트레스트, VK, 구글+, 유튜브 등)을 통하여 

라이선스 콘텐츠를 포함시킨 비디오를 제한되거나 공개된 관중에게 

첨부파일이나 틱톡 또는 틱톡의 계열사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틱톡 

또는 틱톡의 계열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컴퓨터 서버가 호스트 하는 

링크의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는 행위; 
 

iv. 본 플랫폼을 통하여 메타데이터, 본 인적 자료 및 음악 및/또는 라이선스 

콘텐츠에 대응하여 연관된 예술품을 복제, 개시 또는 활용하는 행위;  
 

v. 본 플랫폼의 사용자 증진을 위하여 라이선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 
라이선스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비디오(이하 “프로모션 

비디오”)를 행사, 광고, 마케팅 및/또는 본 플랫폼과 틱톡의 브랜드, 상표를 

위하여 제공하고, 프로모션 비디오를 모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의 

소통 수단을 통하여 배포하고 발표하는 행위; 
 

vi.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라이선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 귀하는 (이하에서 

정의하는) 상업적 사용에 따라 틱톡에게 본 플랫폼에서 라이선스 콘텐츠를 

사용 또는 활용하고, 상업적 사용의 가능성을 본 플랫폼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시장에 제공하고 판촉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상업적 사용”이란 본 

지역 내의 1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의 모든 플랫폼에서 라이선스 콘텐츠를 

광고 및/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스폰서십을 수반한 현재까지 

알려지거나 이에 따라 개발된 모든 형태의 사용 또는 활용을 의미합니다; 
 

vii. 틱톡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으며 틱톡 또는 그의 계열사가 개시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본 챌린지에 대하여 요구되는 후속 활동에 필요한 라이선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 
 

viii. 위의 모든 행위를 가능하게 하도록 필요한 모든 복제본을 만드는 행위. 
 

5. 로열티.  
 
로열티는 면제됩니다. 

 
6. 진술 및 보증 

 



[Confidential Document] Effects Version 20220426 

 3 

귀하는 귀하가 본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한 (출판권, 복제권, 퍼블리시티권 및 상표 관련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이에 따른 라이선스 콘텐츠에 관하여 틱톡 및 그의 계열사가 고소, 

수사, 분쟁, 행정 처분, 소송 또는 중재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귀하가 재량에 따라 해당 

사안을 해결하고, 그에 관한 비용 및 지출을 부담하며, 틱톡 및 그의 계열사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7. 해지 

 
귀하는 본 기간 동안 라이선스 콘텐츠로 제작한 모든 비디오는 본 기간의 종료 또는 만료 

이후에도 본 플랫폼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 기간의 종료 또는 만료 이후의 관련 

비디오들에 대한 사용자의 보유, 사용 또는 배포에 관하여 틱톡 및 그의 계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8. 설명 
 

a. 귀하는 계열사가 그의 제품 또는 플랫폼 요구사항에 관하여 계열사가 그의 계열사, 

승계인 또는 승인한 제 3 자(이하 총칭하여 “본 승계인”)를 지정하거나 그로 하여금 

귀하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확인 없이 본 플랫폼을 지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b. 귀하는 본 기간 동안 본 지역에서 틱톡에 대한 음악 및/또는 라이선스 콘텐츠의 

지속적인 이용허락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i) 음악 및/또는 라이선스 콘텐츠의 관련 권리가 제 3 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ii) 어떠한 사유로 음악 및/또는 라이선스 콘텐츠의 관련 권리를 

잃거나, 제한되거나, 포기되는 경우 틱톡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