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owflake Acceptable Use Policy 

Snowflake 이용 목적 제한 방침 

  

Use of the Service and any Snowflake Offerings are subject to this Acceptable Use Policy. Capitalized terms have the meaning 

stated in the applicable agreement between Customer and Snowflake. 

본건 서비스 및 Snowflake 제공 서비스의 사용은 본 이용 목적 제한 방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의된 용어는 고객과 

Snowflake 간에 체결된 관련 계약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Customer agrees not to, and not to allow third parties to, use the Service: 

다음의 경우, 고객은 본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며, 제 3자가 본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1. to store, transmit, or make available (a) content that is infringing, libelous, unlawful, tortious, or in violation of third-

party rights, (b) content or technology that harms, interferes with, or limits the normal operation of the Service or 

Snowflake Offerings, including monitoring traffic or data, or (c) viruses, malware, or other malicious code;  

(a) 침해적이거나, 비방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불법행위이거나,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b) 트래픽 

또는 데이터 모니터링 등 본건 서비스 또는 Snowflake 제공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 방해 또는 

제한하는 콘텐츠 또는 기술, (c) 바이러스, 말웨어(malware) 또는 기타 악성코드를, 저장, 전송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for illegal, threatening, or offensive uses, or for similarly objectionable purposes, such as propagating hate or violence 

or causing harm to others or to our reputation;  

불법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사용이나, 혐오 또는 폭력을 조장하거나 타인 또는 당사의 평판에 해를 입히는 

등 이와 유사하게 불쾌감을 주는 목적을 위한 경우, 

3. to transact in, or facilitate activities related to, misappropriating another individual’s ident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mproperly obtained credit card information and/or account credentials;  

부당하게 획득한 신용카드 정보 및/또는 계정 자격증명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는 경우, 

4. to engage in cryptocurrency mining or similar activities except as expressly authorized under the Agreement; 

본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암호화폐 채굴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5. to attempt to gain unauthorized access to the Service or any Snowflake Offerings or any related systems, including 

those of Snowflake’s subcontractors and other customers or users;  

본건 서비스 또는 Snowflake 제공 서비스 또는 Snowflake의 하도급자 및 기타 고객 또는 사용자의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6. to permit direct or indirect access to or use of the Service or any Snowflake Offerings in a way that violates the 

Agreement or use any Offerings to access or use any intellectual property in or related to the Service or any Snowflake 

Offerings except as permitted under the Agreement; 

본건 계약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본건 서비스 또는 Snowflake 제공 

서비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근 또는 사용을 허용하거나, 본건 서비스 또는 Snowflake 제공 서비스 내 또는 

그와 관련된 지식재산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7. to copy the Service or any Snowflake Offerings, or any part, feature, function or user interface thereof except as 

expressly allowed for Client Software under the Agreement; or  
본건 계약에 따라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위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서비스 또는 

Snowflake 제공 서비스 또는 그 일부, 특징, 기능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복제하는 경우, 또는 

8.  to build similar or competitive products or services. 

유사하거나 경쟁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경우. 

  

Customer may conduct benchmark tests of the Service (each, a “Test”). Other than with respect to Test involving Previews, 

which may not be disclosed externally, Customer may externally disclose a Test or otherwise cause the results of a Test to be 

externally disclosed if it includes as part of the disclosure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replicate the Test.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n the Agreement,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the Agreement and this AUP, this AUP shall 

govern.  This AUP may be updated by Snowflake from time to time upon reasonable notice (which may be provided through the 



 
Service or by posting an updated version of this AUP). Any violation of this AUP may result in the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your access to and use of the Service or any Snowflake Offerings. 

고객은 본건 서비스의 벤치마크 테스트(각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공개될 수 없는 프리뷰를 수반하는 

테스트를 제외하고, 고객은 공개되는 정보의 일부로서 테스트를 반복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테스트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테스트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방침에 사용되었으나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본건 계약 또는 경우에 따라 관련 문서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본건 계약의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약과 본 방침이 상충하는 경우, 본 방침이 우선합니다. 본 방침은 합리적인 통지가 있는 

경우(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또는 본 방침의 업데이트 버전을 게시하여 제공될 수 있음) Snowflake에 의하여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본건 서비스 또는 Snowflake 제공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접근 및 

사용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The language of this AUP is English and Korean.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English and Korean text, the English 

shall govern. 

본 방침의 언어는 영어 및 한국어로 합니다. 영문본과 국문본이 상충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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