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소명서
날짜:

관심 요망: PayPal 이용목적 제한 정책
이메일: infringementreport@paypal.com:
PayPal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본인은 지식재산권의 소유자이며, 혹은 특정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해당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입니다(이하 “IP 소유자”).



본인은 다음의 URL이나 본 문서에 첨부한 화면 갈무리 상의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이하 해당
“웹페이지”)에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용으로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나, 해당 IP 소유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나 자료를 달리 포함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URL:

URL:



해당 웹페이지가 침해한 지식재산권(예: “XYZ 저작권”, “ABC 상표(등록 번호: 123456, 등록 일자:
2004.01.01)”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IP 소유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본인은 위에 기재한 방식으로 해당 웹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IP 소유자에 의해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승인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위에 표기한 활동 가운데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를 위한 PayPal 서비스 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은 PayPal 결제 서비스가 해당 웹페이지에서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위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위반에 대해 이처럼
확신을 하는 본질적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어떤 사이트에 버튼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PayPal이 실제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본인은 이 소명서로 인해 해당 웹페이지와 관련한 PayPal 계정 및/또는 PayPal 서비스에 대해
일시 또는 영구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PayPal 계정 제한 조치는 확인된
웹페이지와 관련한 서비스 제한뿐만 아니라 계정 소유자가 비즈니스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PayPal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포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인은 관련 PayPal 계정 소유자에게 이 소명서의 사본을 PayPal이 제공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정 제한 조치 또는 이 소명서에 명시한 침해 콘텐츠의 삭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모든 클레임, 손실, 책임, 비용 및 경비로부터
PayPal을 면책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소명서에 기재한 정보는 사실이며 정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웹페이지와 관련한 모든 PayPal 계정 또는 서비스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본인 연락처 (*필수)
IP 소유자 이름*:
이름 및 직위*:
회사:
주소*:
시/군/구 및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