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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 GLOBAL WARRANTY POLICY 
 

1. 신청 및 유효기간 

이 보증 정책 및 당사의 이용 약관 
(https://www.fossanalytics.com/en/news-articles/policies/terms-and-

polices 에 명시됨)("약관")은  특정 주문과 함께 구성됩니다. FOSS 가 

주문을 확인했을 때 송장 발행 FOSS 회사와 주문을 제출하는 고객 간의 

계약입니다. 본 약관은 다음의 구매, 임대 또는 라이선스에 

적용됩니다.(i) FOSS 의 장비, 예비 부품 및 소모품(총칭하여 "제품"), (ii) 

FOSS 의 디지털 서비스 세트("디지털 서비스")(http: 

//www.fossanalytics.com/digital-services-documents), (iii) FOSS 의 예방 

유지보수 및 임시 서비스("서비스") (www.fossanalytics.com/PMA 에 

명시된 대로("서비스 사양"), 및 (iv) FOSS 의 토탈 솔루션(예: 

SmartCareTM)("토탈 솔루션") 

(http://www.fossanalytics.com/en/support/smartcare 에 명시된 대로). 
 

이 약관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여기에 설명된 주제에 대한 

귀하와 FOSS 간의 완전한 합의입니다. 
 

2. 소개 

이 보증 정책은 FOSS 장비, 부품, 소모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적용되며 2022 년 6 월 1 일부터 유효합니다. 이 보증은 보증 기간의 

전체 시간 동안 장비를 따릅니다. 
 

3. 기기 보증 

FOSS 는 기기가 FOSS 의 공개 사양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재료 및 

제작 기술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새 기기: 설치일로부터 365 일 또는 청구일로부터 425 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리퍼브 기기: 인보이스 날짜로부터 180 일 동안. 
 

FOSS 가 보증에 따라 기기를 수리하는 경우 FOSS 의 재량에 따라 관련 

부품을 새 부품이나 재생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수리 또는 

교체된 기기 또는 부품은 위에 명시된 원래 기기 보증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장되지만 수리 또는 교체가 원래 보증 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4. 부품 보증 

위의 내용 외에도 FOSS 는 FOSS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설치한 부품이 FOSS 의 공개 사양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재료 및 제조 기술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구매한 새 부품: 설치일로부터 365 일 또는 청구일로부터 425 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구매한 리퍼브 부품: 청구서 날짜로부터 180 일 동안. 
 

FOSS 가 보증에 따라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련 부품은 

FOSS 의 재량에 따라 새 부품이나 리퍼브 부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수리 또는 교체된 부품은 위에 명시된 원래 부품 보증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장되지만 수리 또는 교체가 원래 보증 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5. 소모품에 대한 보증 

FOSS 는 (i) 명시된 "만료일" 또는 (ii) 청구서 날짜로부터 90 일 중 가장 

늦은 날짜까지 소모품이 FOSS 의 공개 사양을 따르고 제조 기술 및 

재료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6.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서비스 보증 

FOSS 는 표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서비스(Digital Service)가 청구서 

날짜로부터 365 일 동안 FOSS 의 공개 사양 및 수반되는 사용자 문서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행됨을 보증합니다. 맞춤형 소프트웨어 또는 타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서비스의 베타 및 시험판 버전은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 FOSS 와 고객 간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보증은 이 소프트웨어 보증보다 우선합니다. 
 

7. 보증 서비스 

보증 대상 기기 및 부품의 경우: FOSS 는 해당 보증 기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기기의 경우: FOSS 는 서비스 시간과 

재료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OSS 는 모든 서비스가 업계 표준에 따라 전문적이고 숙련된 방식으로 

수행될 것임을 보증합니다. 보증 서비스는 1) 고객의 위치, 2) FOSS 지원 

자가 교체 또는 3) FOSS 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FOSS 서비스 위치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8. 보증 예외 

여기에서 FOSS 의 보증은 다음으로 인한 고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정상적인 마모, 사고, 오용 또는 FOSS 의 문서 또는 업계 관행에 

따르지 않는 기타 사용 (ii) 고객이 FOSS 문서 또는 업계 관행을 준수하는 

전원, 공기, 공급 장치, 보관 조건 또는 운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iii) FOSS 의 문서 및 지침에 있는 유지 관리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iv) 

FOSS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수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v) 보증된 제품 또는 그 일부가 FOSS 에서 제조, 

배포 또는 승인하지 않은 기기, 부품, 공급품 또는 소모품과 함께 사용 

중이거나 접촉하는 경우; 또는 (vi) FOSS 가 승인하지 않은 보증 제품에 

대한 모든 수정. 
 

9. 보증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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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증 정책에는 이 보증 정책 위반에 대한 고객의 배타적인 구제책과 

FOSS 의 유일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른 모든 보증을 대신합니다. 이 보증 

정책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서면으로 작성되고 승인된 FOSS 영업 

담당자가 계약으로 실행하지 않는 한 FOSS 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