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웹 사 이 트 편 집 자
HERMES INTERNATIONAL 유한회사 (자본금 53 840 400,12 유로, 파리 사업자 등록 번호: 572
076 396, 등기 소재지: 24, rue du Faubourg Saint-Honoré – 75008, Paris)
SIRET: 572 076 396 00017
전화: +33 (0)1 40 17 49 20
에르메스코리아 유한회사 (등기 소재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0-26 우편번호
135-895. 사업자 등록 번호: 120-81-71453
연락처: customerservice.kr@hermes.com
발행 책임자: Axel Dumas and Emile Hermès Sarl
한승헌 (Alex Han)
아트 디렉팅: We are Anonymous
2. 웹 사 이 트 호 스 팅
OXALIDE (등기 소재지: 25, boulevard de Strasbourg 75010 Paris, 전화: +33 (0)1 75 771 666)는 웹
사이트 호스팅을 보장합니다.
일반 사용 약관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 사용 시에 본 사용 약관(이하 “약관”)이 적용됩니다.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본 약관을 숙독, 이해, 승인했음
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HERMÈS
INTERNATIONAL은
언제라도
본
약관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의 이용 시 적용되는 약관 조항은 사용자에게도 적용 가
능합니다.
유효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적 재산
(드로잉, 디자인, 모델,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사운드 트랙, 텍스트, 로고, 상표 등)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자료는 HERMÈS INTERNATIONAL 또는
그 자회사의 독점 자산입니다. 귀사는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에 게재된 전부 또
는 일부 자료에 대해 어떠한 방식이나 과정을 거쳐서도 이를 재생산, 배포, 발행, 전송, 파생 상품
제작, 수정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등록 여부를 떠나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에 게재된 마차 장비 상표인 “Hermès”
상표와 모든 기타 Hermès 관련 상표 및 로고와 도메인명 “maisondosanpark.hermes.com”은
HERMÈS INTERNATIONAL의 독점 자산으로 유지됩니다. 어떠한 목적이건 HERMÈS
INTERNATIONAL으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들 상표를 재생산, 배포, 수정 또
는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사는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에 게재된 저작권 (droit d'auteur), 상표 또는 기타

재산 공시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이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Hermes.com 웹사이트에 게재
된 웹 페이지 사본 1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웹 페이지 사본에 대한 모든 저작권
(droit d'auteur)과 기타 권리 공시는 Hermes.com에 귀속됩니다.
링크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는 HERMÈS INTERNATIONAL이 발행하거나 관리하지 않
는 제 3업체의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편의에 따라 제공되며, 이것이
해당 웹사이트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컨텐츠,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보증
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HERMÈS
INTERNATIONAL이
명시적으로
서면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승인한

경우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Share (공유)’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는 공유에 제공된 컨텐츠를 상업 용도의 사이트나 웹 페이지 및/또는 기타 디지털 지원에 대한
일체의 상업적 사용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개인적 맥락에서만 사용할 것을 확인하고 승인하게 됩
니다.
책임의 제한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의 사용이나 사용 능력 부재에 기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HERMÈS INTERNATIONAL은 사용자나 제 3자에 의한 재산 손실이나 기타 간접적 손실을 포함하
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일체의 간접적, 우발적, 특수적 또는 결과적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
다. 이러한 책임의 제한은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보증 부인
HERMÈS INTERNATIONAL은 하기 내용을 보증 또는 대변하지 않습니다.
§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가 바이러스 감염, 데이터 겹쳐쓰기 프로그램, 트
로이 목마 또는 기타 위험 자료로부터 안전함
§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거나, 완벽하거나 최
신임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에는 기술적 부정확성이나 기타 결함이 있을 수 있으며
HERMÈS
INTERNATIONAL은
해당
결함의
교정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와 해당 컨텐츠는 “있는 그대로” 및 “사용 가능한대로” 제
공됩니다. HERMÈS INTERNATIONAL은 maisondosanpark.hermes.com 웹사이트의 사용 조건이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용도에 따른 웹사이트의 타당성 및 품질 또는 모든 법정 규정의 준수와 관
련된 일체의 암묵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이러한 책임의 제한은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준거법 및 관할권
본 약관은 2008년 6월 17일 기준 프랑스 법률 Regulation No. EC 593/2008에 의거 관리 및 해석
됩니다. 본 약관은 영어로 초안 작성됩니다. 영문판 약관과 한글판 약관이 불일치할 경우 영문판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분쟁 발생 시 2000년 12월 22일 기준 Regulation No. EC 44/200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자의 소재지 관할 법정이나 프랑스 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HERMÈS INTERNATIONAL은 사용자의 소재지 관할 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ERMÈS INTERNATIONAL은 자사의 상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경고나 명령을 받아낼
권리를 보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