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IN™ 라이선스 계약서
허용 사항 및 금지 사항 

상표 부록 

본 라이선스 계약("계약")은 Zumba Fitness, LLC("Zumba")와 귀하("강사) 간에 체결되며 

Zumba Instructor Network("ZIN") 등록일("신규 강사 유효일") 또는 강사가 상기일 이전에 

ZIN 회원이 된 경우  년 1/1/2014 부터 유효합니다. Zumba 와 강사는 단수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로 지칭됩니다."  

Zumba 는 Zumba IP(하기 정의)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댄스 피트니스 분야 관련 교육 

서비스와 연관해서 Zumba IP 를 사용합니다("서비스"). 강사는 공식 Zumba 강사 교육 

과정을 수료했으며 ZIN 회원이 되고 Zumba IP 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만 

ZIN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 조직, 회사 또는 헬스장 등은 ZIN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 하기 상호 약정 및 강사의 ZIN 프로그램 등록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1. 정의. 본 계약의 목적상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초기 계약 기간 및 계약 기간. 초기 계약 기간은 Zumba 측에서 지정하며 신규 강사 

유효일부터 시작합니다. 초기 계약 기간 정보는 zumba.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계약 기간 후부터 본 계약은 Zumba 가 계약을 종료하거나 강사가 Zumba 의 해지 정책에 

의거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자동 연장됩니다("계약 기간"). 

1.2. Zumba 마크. 부록 A 에 수록된 로고와 같은 특정 상표 등록된 로고뿐 아니라 

Zumba®, Zumba Fitness®, Join the Party™, Feel The Music™, Party in Pink™ 등 

Zumba 소유의 상표 및/또는 Zumba 소유의 서비스 마크를 의미합니다. 

1.3. Zumba 전문 마크. 부록 B 에 수록된 로고와 같은 특정 전문 상표뿐 아니라 Zumba 

Gold®, Zumba® Toning, Aqua Zumba®, Zumba® Kids, Zumba® Kids, Jr., Zumba® 

Gold-Toning, Zumba Sentao®, Zumba® in the Circuit 등 Zumba 소유의 전문 단어로 

구성된 상표 및/또는 서비스 마크를 의미합니다. 

1.4. 마크. Zumba 마크 및 Zumba 전문 마크를 의미합니다. 

1.5. Zumba 저작권. 마크와 연관된, 미국 저작권법과 Berne 조약에 의거한 독창적인 

문학, 드라마, 음악, 예술 작품 등을 의미합니다. Zumba 저작권은 유효하고 지속적이며 

완전한 효력이 있습니다. 



1.6 Zumba IP.마크와 Zumba 저작권을 의미합니다. 

1.7. ZIN 마크. ZIN™ 및/또는 ZIN™ 또는 "Zumba Instructor Network"를 포함하는 특정 

단어와 로고 상표 및/또는 서비스 마크를 의미합니다. 

1.8. Zumba 관련인. Zumba 의 관련회사, 자회사, 관련 회사, 직원, 이사, 임원, 대리인, 

판매업체 및 공급업체를 의미합니다. 

2. 라이선스 부여. 본 계약상의 조항에 의거해서 Zumba 는 강사에게 (i) Zumba 마크를 

사용해서 강사의 수업과 승인된 행사를 홍보하고 강의하며 ZIN 마크를 강사가 ZIN 

회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라이선스") (ii) 전문가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에 전문 분야와 관련된 Zumba 전문 마크(“Specialty Mark License”)를 사용할 수 있는(예: 

Zumba Gold® 교육 과정 이수 후에 강사는 Zumba Gold® 수업을 홍보하고 강의할수 있음)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불가능하고 취소가능한 보증되지 않은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2.1. 지역 . 미국 정부의 무역 금지 대상 국가와 본 계약상의 권리 행사가 법규, 규정 또는 

법력을 위반하는 경우 라이선스와 전문 마크 라이선스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zumba.com 을 방문해 주십시오. 

2.2. 제휴 . Zumba IP 의 사용은 본 계약에 의거하며 본 계약에 의거해서 라이선스를 

부여받지 않은 브랜드, 조직 또는 회사 및/또는 개인과의 암묵적 관계를 포함한 제삼자와의 

관계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강사가 Zumba IP 와 관련해서 제삼자의 이름, 로고 또는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강사는 Zumba 측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사는 Zumba 의 마크에 종속되서 사용되고 해당 헬스장 또는 시설에서 

사용이 허가된 경우 헬스장 또는 시설의 업체명, 상호 및/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비하. 강사는 Zumba 측에서 Zumba 를 희석시키고 비하하며 Zumba IP, Zumba 

브랜드 또는 Zumba IP 와 Zumba 브랜드와 관련된 선의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언급 또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강사는 상기와 같은 표현 또는 자료의 제거, 삭제 또는 철수를 

포함해서 신속하게 Zumba 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4. Zumba IP 소유권. Zumba 는 Zumba IP 와 관련된 모든 권리 등을 소유하며 강사는 

Zumba 의 이러한 소유권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강사는 Zumba 를 대신하여 

Zumba 의 이익을 위해 Zumba IP 를 사용합니다. 상기 규정과 관련해서 Zumba 는 Zumba 

수업의 녹화, 기록, 스트리밍, 업로드 또는 복사와 관련된 저작권을 포함한 강사가 가르치는 

Zumba 수업 또는 행사와 관련된 모든 라이브 퍼포먼스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본 계약상의 

어떤 조항도 본 계약상에 허가된 Zumba IP 사용권을 제외한 Zumba IP 관련 권리, 소유권 

또는 Zumba IP 관련 권한을 강사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강사는 Zumba 의 Zumba IP 

소유권, Zumba IP 의 효력 또는 권리, 또는 본 계약의 효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강사는 "Zumba" 또는 마크, 또는 파생된 기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 서비스 상표, 로고, 



저작권, 상호 또는 업체명을 등록하거나 등록하려고 시도하거나 제삼자의 이러한 시도를 

지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수료. 강사는 Zumba 측에서 정하는 회원 수수료("수수료")를 계약 기간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Zumba 는 수수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Zumba 는 수금 방법, 

지급 방법, 웹사이트상의 컨텐츠 또는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청구 방법의 설정, 개정, 

변경 또는 수정 권한을 보유합니다. 강사는 zumba.com 을 통한 변경 사항 통보 방법에 

동의합니다. 강사가 본 계약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Zumba 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계약 위반입니다. 

3.1. 제삼자 지급. Zumba 는 제삼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받습니다(예: 헬스장). 강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제삼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상관 없이 수수료의 마감일 전 

납부는 강사의 책임입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삼자는 언제든지 수수료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수수료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적기 납부 책임은 강사가 지게 

됩니다. Zumba 는 강사측에 제삼자의 수수료 지급 취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Zumba 는 강사측의 본 계약 해지를 포함한 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2. 제삼자의 ZIN 자료 사용. 본 계약은 강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제삼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상관 없이 당사자들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강사에게 

제공되는 모든 ZIN 자료는 Zumba 와 강사의 자산입니다.  상기 자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며 강사료를 지급하는 측이 상기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Zumba 측에서 강사의 Zumba 수업 또는 허가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헬스장 및 기타 시설은 이러한 헬스장 및 기타 시설을 위해서 

Zumba 측에서 작성한 마케팅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제삼자의 IP 권리. 강사는 Zumba 의 사전 승인 없이 강사의 Zumba 수업을 

홍보하는 자료에 제삼자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크에 

종속되고 Zumba 수업이 진행되는 헬스장 또는 시설측의 허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헬스장명 

또는 시설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마크의 적정 사용. 강사는 (i) 마크의 색체, 글체, 스타일, 비율 및 기타 요소의 준수를 

포함해서 부록 A 와 부록 B 에 의거해서 마크를 사용해야 하며 (ii)Zumba 의 브랜드 사용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iii) 각 마크의 사용과 관련해서 적절한 상표 기호(® 또는 ™)를 

사용해야 하며 (iv) Zumba IP 와 관련된 Zumba 측의 모든 지시사항, 요청사항 및/또는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v) Zumba 가 제공하는 최신 마크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1. 사용권 획득  문구. 강사는 마크가 부착된 인쇄 또는 전자 문서에 "사용권 획득"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Zumba®, [기타  마크, 즉 , Zumba Gold® 삽입] 및 Zumba Fitness 로고는 

Zumba Fitness, LLC 의 상표이며 사용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4.2. 품질  기준 . 마크를 사용하는 강사의 마케팅과 서비스의 속성과 수준은 (i) 강사 코스 

및 매뉴얼 (ii) zumba.com (iii) Zumba 브랜드 사용 지침서 및 (vi) 본 계약서에 설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강사는 Zumba 측이 강사의 마케팅과 서비스의 속성 및 수준에 

대한 Zumba 의 통제 시행에 협조하고 강사의 Zumba 수업 또는 승인된 행사 참관을 

허용하며 신속하게 Zumba 의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본 계약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Zumba 측에 제공해야 합니다.  

4.3. 법규 준수. 강사는 강사가 Zumba 수업 및 승인된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가 소재한 

국가, 주 및 지역의 모든 관련 법규,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마케팅, 광고 또는 강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적정한 정부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러한 인허가 목록에 

아동 강습 관련 정부 인허가가 포함됩니다. 

4.4. 홍보물 . 강사는 강사의 Zumba 수업 또는 승인된 행사의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전단지, 포스터, 이메일 및 기타 인쇄물에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사용권 

획득"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4.5. 이메일 주소. 강사는 "Zumba" 또는 강사가 사용권을 획득한 Zumba 의 전문 마크를 

강사의 Zumba 수업과 승인받은 Zumba 관련 활동을 홍보하고 위해서 강사의 이메일 주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6. 도메인명 . 강사는 "Zumba" 또는 사용권을 획득한 전문 마크를 강사의 Zumba 수업, 

승인된 관련 행사, Zumba 의상 및 악세사리 홍보용 웹사이트의 도메인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Zumba Gold® 수업 강습 자격증을 획득하고 이름이 "Jennifer"인 강사의 

Zumba 수업 및 승인된 관련 Zumba 활동을 홍보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명으로 

zumbagoldbyjennifer.com 을 사용할 수 있음). 강사는 다른 마크를 포함하는 도메인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명의 등록 및/또는 용도는 다음 조항을 포함한 본 계약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경쟁  서비스/상품. 강사는 Zumba 마크를 포함하는 도메인명을 사용하는 

도메인상에서 Zumba 수업, 승인된 행사 및 승인된 관련 Zumba 상품과 활동의 홍보 목적을 

제외하고 어떤 서비스나 상품도 판매, 판매 제시 또는 홍보할 수 없습니다. 

(b) 도메인명의 양도 . Zumba 측이 마크를 포함한 강사가 등록하거나 운영하는 도메인의 

도메인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소유하고자 할 경우 강사는 Zumba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상기 도메인명을 Zumba 측에 양도해야 합니다. Zumba 측은 강사가 도메인 

등록을 위해서 지출한 증빙된 비용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Zumba 측은 강사의 웹사이트 

제작비, 마케팅 자료 제작비 또는 도메인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환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c) ZIN 회원 식별 . 강사는 인명부에 마크를 포함한 도메인명의 사용자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사는 도메인명 등록 정보에 강사 번호 또는 프로필 링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강사는 도메인명 등록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d) 국가명을 포함하는 도메인명 . “Zumba”와 국가명(예: zumbaaustralia.com or 

zumba-brazil.co.br)을 등록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강사는 등록하기 전에 Zumba 측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7. 인터넷  사용. 강사는 본 계약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강사의 

Zumba 수업 및 승인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포함한 웹사이트에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상표 고지. 강사는 강사의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용권 획득"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사이트에 사용되는 모든 마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b) Zumba.com 링크. 강사는 홈페이지상에 확연하게 zumba.com 링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c) 음악. 강사는 강사 사이트에 Zumba 음악 및 향후 발표되는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적절한 인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종류의 음악을 

강사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d) 소유권. 강사는 실명을 홈페이지에 기재함으로써 본인이 해당 사이트의 소유자임을 

밝혀야 합니다. 추가로 강사는 홈페이지의 ZIN 프로필에 다음과 같은 링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본 사이트는 사용 허가권을 획득한 ZIN™ 회원인 [이름 삽입]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저의 ZIN 프로필을 확인하십시오. [링크 삽입.] 

(e) 광고/키워드. 강사는 마크를 광고, 유료 검색, 키워드 또는 "후원자 링크" 설정 목적의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 소셜  미디어 제목. 강사는 마크를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페이지의 제목에 본인의 

성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룹 페이지의 경우 모든 강사들은 ZIN 회원이어야 하며 해당 

페이지에 신상명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본 절은 행사 관련 소셜 미디어에 적용됩니다. 

2011 년 12 월 15 일 이전에 제작된 강사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본 절의 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와 같이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About Me Section"에 zumba.com 에 

기재된 강사의 실명과 강사의 프로필 링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본 

계약상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8. 라디오 , 텔레비전 및 뉴스 보도 . 강사는 Zumba 의 사전 승인 없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상에서 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사는 생방송 또는 인쇄물 뉴스 보도 또는 

주요 뉴스 제공업체 또는 출판사를 통해서 강사의 "Zumba 수업 또는 승인된 행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홍보의 경우 강사는 뉴스 제공업체 또는 출판사측에 Zumba 의 브랜드 



사용 지침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라이브 뉴스의 경우 Zumba 의 사전 승인 없이 10 분 

이상 Zumba 수업, 승인받은 행사 또는 Zumba 운동 내용을 수록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경우 강사는 Zumba 측에 pr@zumba.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강사가 보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강사는 보도 이후에 신속하게 Zumba 측에 통보하고 가능하면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9. Zumba 정품 판매. 강사는 강사의 Zumba 수업 또는 승인된 행사에 종속하는 경우 

Zumba 또는 공인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Zumba 상품의 재판매와 관련해서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Zumba 정품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상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사는 상품을 구입한 지역 

밖에서 Zumba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예: 미국에서 구매한 상품은 미국내에서만 판매 

가능).  

4.10. 자선 모금 활동/기타  행사. Zumba 측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강사는 자선 활동 

또는 기타 가치있는 목적을 위한 모금 활동과 연관해서 Zumba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는 Zumba® Class Fundraiser, Zumbathon® Charity Event, Zumbathon® 

Event 등의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강사가 Zumba 측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러한 한정된 

행사와 관련해서 마크로 간주합니다. Zumbathon 마크를 사용하는 활동은 해당 법규에 

의거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강사는 해당 행사와 관련된 모금의 취급 및 적절한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Zumba 는 Zumba 의 재량으로 본 계약 또는 Zumba 의 사업 목적 또는 이익에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모금 활동과 관련해서 강사가 Zmbathon 마크 및/또는 기타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강사는 자선 목적 여부에 상관 없이 

Zumba 의 Fitness-Concert™ 상표를 어떤 행사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사는 

Zumbathon 마크를 포함한 마크를 사용해서 자선 행사 또는 기타 행사를 주관하려면 

zumba.com 을 통해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11. 무역  박람회/대학 강의. Zumba 의 사전 허가를 취득한 경우 강사는 무역 박람회 

또는 대학 학점이 부여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은 14 일 이전에 

zumba.com 을 통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강사가 상기와 같은 무역 박람회 또는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강사의 이름이 홍보물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른 수업 강사가 ZIN 회원이 

아닌 경우 강사는 마크를 사용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마크와 Zumba IP 의 제한적 사용.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해서 Zumba IP 를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본인의 Zumba 수업 또는 

승인된 행사를 제외한 워크숍, 교육, 지시, 안무 강습 또는 기타 활동에 절대로 Zumba IP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사는 Zumba 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헬스장, 체육 시설, 업체 또는 상호의 지칭 용도로 Zumba IP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Zumba 는 Zumba IP 상에서 Zumba 의 권리를 위반하는 강사에 의해 인터넷에 올려지거나 

사용되는 컨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5.1. 마크 수정 금지. 강사는 본 계약상의 조항에 의거해서 마크를 사용해야 하며 마크를 

수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예: 강사는 (i) 수업을 예를 들어서“Zumba Core”, “Zumba 

Glutes” 또는 "Zumba Warrior"로 지칭할 수 없으며 (ii) 마크의 철자를 “Zumbarific” 또는 

“Zumba-mania”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5.2. 마크를 업체명  또는 상호에 사용 금지. 강사는 예를 들어서 "Zumba Club", 

"Zumba Studio" 또는 "Zumba Fitness Center"와 같이 마크를 업체명 또는 상호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5.3. 마크를 동사 또는 명사로 사용 금지. 강사는 "I love to Zumba", "Zumba 를 하는 

경우 중독이 됩니다" 또는 "제가 운영하는 헬스장은 Zumba 를 제공합니다" 등으로 마크를 

명사 또는 동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사는 예를 들어서 "저는 Zumba®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Zumba® 수업을 한번 수강하면 중독됩니다" 또는 "제가 운영하는 헬스장은 

Zumba® 수업을 제공합니다"와 같이 마크를 형용사로 사용해야 합니다. 

5.4. 마크를 소식지 또는 간행물의 제목으로 사용 금지. 강사를 마크를 전체로든 

부분으로든 인쇄 또는 전자 소식지 또는 간행물의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5. 상품. 강사는 Zumba IP 또는 마크와 유사한 이름, 디자인 또는 로고를 사용해서 의상, 

악세사리, CD, DVD 또는 홍보물을 생산, 제작, 판매 제의,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강사는 강사의 개인적 용도로 Zumba 상품을 수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 또는 용도 변경은 예를 들어서 공식 Zumba 상품을 절삭하거나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정 및 용도 변경이 허용되더라도, 

Zumba 상품 또는 상품 일부를 마크 부착 여부에 상관 없이 비 Zumba 상품이나 제품에 

적용하거나 통합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금지됩니다. 강사는 수정되거나 용도 변경된 Zumba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5.6. ZIN 자료. 강사는 환영 키트 또는 그 내용물, 교육 매뉴얼, CD와 DVD 및 메가 믹스 

CD 등과 같은 ZIN 자료를 복사, 복제, 판매, 유통, 업로드, 스트리밍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강사는 ZIN DVD를 수업의 일환으로 상영하거나 강사 본인의 수업 

시간에 Zumba 비디오를 공개적으로 상영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강사는 강사의 ZIN 물품을 보유하거나 파기시키거나 Zumba 측에 반환해야 합니다. 

5.7. 비디오/녹화 . 강사는 Zumba 수업을 녹화, 기록, 비디오 스트리밍, DVD 제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Zumba/Zin 안무 또는 음악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Zumba 의 

비디오, CD 및 DVD는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서 완전히 보호되며 Zumba 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 복제, 전시, 배포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8. 휴대 기기 응용 프로그램. 강사는 응용 프로그램의 제목, 아이콘, 컨텐츠를 포함한 

휴대 기기 응용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Zumba IP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9. 프로그램명 . 강사는 강사 자격증이 있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해당 프로그램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Zumba 프로그램명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프로그램명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예: Aqua Zumba®는 “Pool Zumba”로 지칭할 수 없으며 Aqua Zumba® 

수업은 Aqua Zumba® 프로그램 전문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만 가르칠 수 있음).  

6. 종료. Zumba 는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유 불문하고 즉시 본 

계약과 해당 강사의 ZIN 회원권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료된 경우 

수수료의 미사용분은 강사에게 반환됩니다. 

6.1. 위반에 의한 계약 종료. Zumba 는 강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강사의 행위에 

의해서 Zumba IP, Zumba 브랜드 또는 Zumba IP 와 Zumba 브랜드와 관련된 선의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Zumba 는 

Zumba 의 재량으로 강사에게 계약 종료 이전에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위반에 의한 계약 종료의 경우 미사용 수수료는 강사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6.2. 종료 효과.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강사는 즉시 (i) 강사가 사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Zumba IP 의 사용을 중지하고 (ii) ZIN 자료와 관련된 본 계약을 

준수하며 (iii) 마크를 사용하는 모든 도메인명을 Zumba 측에 양도합니다. Zumba IP 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Zumba IP 와 관련된 모든 선의는 Zumba 의 전용 자산입니다.  

7. 강사에 의한 해지. 강사는 Zumba 측에서 설정한 조건과 과정에 의거해서 초기 계약 

기간 이후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사가 초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강사는 Zumba 가 책정한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Zumba 의 "해지" 정책은 zumba.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제삼자의 침해. 강사는 제삼자가 Zumba IP 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Zumba 측에 통보해야 합니다. Zumba 는 Zumba IP 와 관련된 소송을 포함한 관련 조치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며 해당 조치와 관련된 배상금 등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강사는 Zumba IP 관련 권리의 집행 및 보호를 위해서 Zumba 와 협조하는 데 동의합니다.  

9. 해석  및 집행. 본 계약은 미국법과 플로리다주법에 의거해서 해석됩니다.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소송은 플로리다주의 Broward County 에 위치한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상기 법원에서 속인적 관할 또는 재판지로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상기 소송의 승소측은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배심원 판결에 대한 권리를 명백하게 

포기합니다. 본 조항에 의거한 법원의 판결은 강사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10. 계약의 수용 및 수정. 본 계약에 의거한 수수료 지금 및/또는 본 계약의 수용에 

필요한 클릭 절차를 완료한 경우 본 계약은 서명 효과가 있으며 강사의 계약 조건 수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강사는 본 계약 내용을 읽었으며 계약 내용 전체에 동의하며 Zumba 는 

자체 재량으로 본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상기와 같은 



변경은 Zumba 가 zumba.com 에 변경 통보 또는 신규 계약을 기재함으로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 사항은 본 계약에 통합되며 본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Zumba 는 모든 

변경 사항의 시행 이전에 강사에게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Zumba 측이 변경 사항을 zumba.com 에 올리는 경우 상기와 같은 변경 

사항은 실제 통보 여부와 상관 없이 시행 가능합니다. 강사가 변경된 계약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일한 해결 방법은 본 계약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본 계약의 변경 사항을 

zumba.com 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1. 당사자들간의 관계. 당사자들간의 관계는 라이센서와 사용권자간의 관계입니다. 본 

계약상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들간의 파트너십, 합작회사, 에이전시, 판매사원 또는 종업원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Zumba 는 강사에 대해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강사는 Zumba 를 대신해서 제안 또는 의견을 수용할 권리가 없으며 

Zumba 를 대신해서 또는 Zumba 를 어떤 형식으로든 구속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강사는 본 계약상에 제시된 관계에 상충되거나 당사자들간의 관계 본질과 관련해서 

제삼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오도하는 언급을 하거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2. 책임 부인 및 책임의 한도 . Zumba 는 ZIN, Zumba 서비스 또는 Zumba 관련 제품과 

관련해서 어떠한 특정 목표 부합 보증, 상품성 보증 또는 비침해 보증 등을 포함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Zumba 또는 Zumba 관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해법, 계약법, 무과실 책임 및 기타 법적 이론상 공인된 Zumba 대표가 손해 

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손해 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알 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도 강사 또는 제삼자에게 이익 멸실 손해, 선의 상실, 자료 상실, 실업, 

결과 정확성, 컴퓨터 고장 등을 포함해서 본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간접, 직접, 부수적 

또는 결과적 멸실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Zumba 는 Zumba 의 웹사이트가 

운영 중단이 없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Zumba 는 

상업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오류 또는 중단을 정정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이러한 

중단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Zumba 는 손해배상 

청구일 이전의 6 개월 기간에 강사가 지급한 수수료 이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3. 배상. 강사는 (i) 강사의 범죄적 및/또는 부주의 (iii) 강사의 본 계약 위반 또는 (iii) 

강사의 행위 또는 누락에 의해서 제삼자가 제기하는 청구, 요구, 소송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 책임, 손실 및 비용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포함)과 관련해서 Zumba 및 Zumba 

관련인측에 배상하고 Zumba 및 Zumba 관련인을 방어하며 Zumba 및 Zumba 관련인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14. 서비스 속성. Zumba 수업 또는 행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Zumba 측이 건강과 피트니스와 관련해서 Zumba 교육 과정, Zumba 자료 또는 Zumba 

웹사이트를 통해서 강사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교육 보강 자료이며 의사의 진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강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또는 서비스 제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의료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에게 진찰을 받도록 권유합니다. 강사는 강사가 강의하는 국가, 주 및 

지역의 아동 강습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규,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Zumba 와 

Zumba 관련인은 강사가 Zumba 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또는 기타 자료에 의거해서 

취하는 행동 또는 무행동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Zumba 는 Zumba 의 웹사이트 및 기타 자료에 완전하고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Zumba 와 Zumba 관련인은 그러한 정보의 

정확도, 완성도 또는 적시성과 관련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강사는 강사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상해, 

사망, 손실, 손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또는 결과에 대해서 Zumba 및 Zumba 관련인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강사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강사가 관련 

의료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집니다. Zumba 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강사, 강사의 학생 

등의 의료비, 상해 또는 손해 발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5. 통보. 본 계약에 의거한 통보, 요청, 요구, 또는 기타 의사소통은 계약 당사자에게

다음의 연락처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상의 모든 통보 또는 요청은 배달 증명 우편, 

반신 수령증, 택배 회사 또는 이메일로 전달해야 합니다. 

Zumba 에게 송부하는 경우: Chief Legal Officer, Zumba Fitness, LLC, 800 Silks Run, 

Suite 2310, Hallandale, FL 33009 이메일:legal.compliance@zumba.com 

강사에게 송부하는 경우: ZIN 등록 또는 프로필 페이지상의 이메일 주소. 

16. 권리 비포기 및 권리 보유. Zumba 측이 본 계약상의 특정 조항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동일한 조항 또는 본 계약상의 다른 조항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Zumba 는 본 계약상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된 질문을 제출하려면 zumba.com 에서 Contact Us 페이지를 방문해서 “Legal 

Compliance”를 선택합니다. 

17.  강습생 개인정보 공유.  이 약관은 ZIN Studio™를 통해 강사의 온라인 클래스에 등록

하고 Zumba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귀하(강사)와 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강습

생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강습생 개인정보’)에 적용됩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약

관의 목적과 관련하는 2018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2016년 4월 27일 유럽 의회와 유럽 위원회에서 발효한 [EU 규정 2016/679](GDPR), 그 

외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유출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한 법률을 의미함) 목

적에 따라, 강사는 강사와 Zumba가 각각 강습생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

자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강사는 Zumba와 함께 공동 개인정보 관리자로서 강습생 개인정보

를 처리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을 것을 인정합니다. 강사는 모든 현행 개인정보 보

호법(GDPR 포함)에 따라 관련 의무를 모두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강사 자신의 준수에 대해 

개별적·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적·독립적으로 책임

을 집니다.



강사는 Zumba® 클래스와 관련한 연락 목적으로만 강습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처

리는 모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이 약관에 따라 강사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강

사는 강습생 개인정보의 처리, 사용, 이전, 삭제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강습생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사용, 이전, 삭제와 관련한 요

청을 강사에게 보낸 경우, 강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요청을 즉시 수락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 외에도, 강사는 GDPR 제16조(정정권)와 제17조(삭제권), 제18조

(처리 제한권)에 따라 강습생이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요청을 즉시 수락할 

것에 동의합니다.  강습생이 강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청을 보낸 경우, 강사

는 (ㄱ) 즉시 Zumba에 해당 요청을 통보하고, (ㄴ) Zumba가 해당 요청에 직접 대응할 수 있

도록 강습생을 Zumba와 연결해주며, (ㄷ) Zumba와 합리적으로 협력하여 해당 요청에 대응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강사는 강습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강사는 미

국 상무부가 규정한 유럽연합-미국 및 스위스-미국 간의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와 원칙에

서 요구하는 것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두 규정은 

https://www.privacyshield.gov/EU-US-Framework(“Privacy Shield Principles(프라

이버시 실드 원칙)”)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강습생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

거나 의심되는 데이터 보안 위반(무단 액세스·사용 포함) 행위를 인지한 경우, 강사는 즉시 

Zumba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는 합리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해당 행위로 인한 피

해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를 준수하며, 데

이터 보안 위반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약관에 상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강사는 Zumba로 인해 발생하거나 강사의 데이터 보안 위

반 행위나 이 약관 또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

는 모든 종류의 청구와 조치, 제삼자 청구, 손실, 손해, 비용에 대해 Zumba를 면책하고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Blank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