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Com Corporation
제한된 보증
이 문서에 설명된 3Com Corporation의 제한된 보증은 3Com 정품 원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며 3Com 제품 사용자 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를 대신합니다.
제품 등록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보증 및 다른 서비스 혜택을 활성화하려면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http://www.3Com.com/esupport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십시오. 다른 혜택 목록은 www.3com.com/products, 제품 범주,
제품 세부사항의 보증과 기타 서비스 탭을 선택하십시오. 혜택은 "구매 시 기타 서비스 혜택" 아래에 나열됩니다.
하드웨어: 3Com은 3Com 또는 공인 3Com 대리점에서 구매한 날로부터 다음 기간 동안 일반적인 사용 및 서비스 기간 동안
본 하드웨어 제품의 자재나 기능에 실질적으로 결함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제한된 수명
제한된 수명이란 고객의 제품 소유 기간입니다. 제품이 생산 중단되는 경우 3Com 제품 보증은 제품 생산 중단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됩니다.
본 명시적 보증에 의거한 3Com의 유일한 책임은 3Com이 자사의 비용을 들여 자사의 선택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결함품을 교체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3Com 제품 또는 부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 책임을 합리적으로 다 하지 못하는 경우 3Com 결함 제품에 대해 지불한 구매가를 고객에게 환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교체된 모든 3Com 제품은 3Com의 자산입니다. 교체품 또는 교체 부품은 새 것 또는 재처리된 것입니다. 3Com은 모든
교체품 또는 수리된 3Com 제품 또는 부품을 발송일로부터 또는 초기 보증 기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두 기간 중 더 긴 기간)
보증합니다.
소프트웨어: 3Com은 아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3Com의 허가를 받은 3Com 소프트웨어 정품이 사용자 문서에서 지시된
대로 사용되는 경우 3Com 또는 공인 대리점에서 구매일로부터 90일 동안 사용자 문서에 기술된 작동을 고객에게 보장합니다.
본 명시적 보증에 의거한 3Com의 유일한 책임은 3Com이 자사의 비용을 들여 자사의 선택에 따라 3Com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가를 환불하거나 상기 기술된 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3Com 소프트웨어로 교체해드리는 것입니다. 적절한 프로그램 및
관련 참고 자료의 선택은 고객 책임입니다.
3Com은 자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 충족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다른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의 연동, 3Com
소프트웨어 제품의 고장 없는 작동, 3Com 소프트웨어 제품의 모든 결함 교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Com 소프트웨어 제품
문서 또는 사양과 호환 가능한 수록된 모든 제3자 제품에 대해 3Com은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 비호환성이 제3자 제품의 오류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3Com에 발행한 사양이나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3Co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침입 및 공격 기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3Com은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본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장비,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가 침입이나 공격에
대해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3COM 제품은 제3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거나 번들로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보증 조항은 제3자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 소프트웨어에 대해 별도의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이 제공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은 해당 계약에 준합니다. 적용되는 모든 보증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을 결정하는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을
참조하십시오.
보증 서비스 승인 취득: 보증 서비스 승인을 취득하려면 해당 보증 기간 내에 공인 3Com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Com 정품 문서를 참조하거나 http://eSupport.3com.com 또는 http://csoweb4.3com.com/contactus/를
방문하십시오. 3Com 또는 공인 대리점의 구매 입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반환 승인(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RMA) 번호가 발행됩니다. 이 번호는 3Com의 서비스 센터에 보낸 패키지 외부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3Com
제품은 안전한 운송을 위해 적절하게 포장되고 선불로 보내야 합니다. 3Com 반환 제품은 보험에 가입되거나 패키지 추적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은 반환품을 3Com에서 수령할 때까지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Com은 품목이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미국 고객이 아닌
경우 이 요건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선불" 조건은 생략되어야 합니다. 명시된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모든 의무적인 법적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3Com은 수리를 위해 3Com에 반환된 모든 3Com 제품에 포함, 저장 또는 통합된 고객의 모든 소프트웨어, 펌웨어, 정보 또는
메모리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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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제외, 보증 책임 면제: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한도까지, 전술한 보증 및 배상은 상업적 보증, 약관 또는 조건, 특정 목적
적합성, 만족스러운 품질, 설명과의 일치성, 비침해성 및 평온향유(명시적으로 부인) 등을 포함하여 법, 법령 또는 기타에
적용을 받거나 실제적인 모든 명시적 또는 암시적 보증 또는 약관보다 우선하며 이를 대신합니다. 3COM은 본 3COM 제품에
대한 제3자의 판매, 설치, 유지보수 또는 사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권한을 인가하지도 않습니다.
3COM은 시험이나 검사를 통해 주장된 3COM 제품의 결함이나 고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러한 결함 또는 고장이 고객
또는 제3자의 오용, 방치, 부적절한 설치, 시험, 또는 3Com 제품의 무단 개봉, 수리 또는 수정 시도, 또는 의도한 용도를 벗어난
사용, 사고, 화재, 번개, 정전, 기타 위험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것인 경우 본 보증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COM은 제품이 3COM 정품이 아닌 경우 본 보증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COM은 3COM 정품이 아닌 제품의
반환을 인정, 수리 또는 변상하지 않습니다.
책임 한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한도까지 3COM은 계약에 의거하든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든(과실 포함) 수익 또는 이익
손실, 사업 손실, 정보나 데이터 손실, 본 제품의 판매, 설치, 유지, 사용, 실행, 고장 또는 중단으로 인한 책임 또는 이와 관련된
기타 재정적 손실, 부수적, 결과적, 간접적 또는 특수 손실 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사 및 자사의 라이센스 계약자와
공급업체는 면제된다. 이는 3COM 또는 공인 대리점이 해당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통지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COM의
책임은 3COM의 선택에 따라 수리, 교체 또는 구매가 환불로 제한합니다. 손해에 대한 책임 면제는 본 문서에 명시된 배상이
본질적인 의도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 주 또는 지방에서는 소비자에게 공급된 일부 제품에 대한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제한 또는 암시적 보증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 사망이나 개인적 상해에 대한 책임 제한 등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 상기 제한과 예외는 사용자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암시된 보증이 완전히 제외되도록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현지법에서 허용되는 최고 한도까지
제한됩니다. 본 보증서는 현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본 보증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당사자는 영어 버전이 우선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준거법: 본 제한된 보증은 법 원칙이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 및 미 합중국 법의 준거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 상품 판매 계약에 대한 유엔 협약은 본 제한된 보증과 관련된 관련법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됩니다.
3Com Corporation, 350 Campus Drive, Marlborough, MA 01752-3064 U.S.A. (508) 323-5000
유지보수 서비스: 24x365 전화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고급 하드웨어 교체 또는 현장 지원과 같은 부가가치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서비스 혜택을 높이고 확장하십시오.

For translations of the above warranty terms, including in languages other than below, please visit the following URL: www.3com.com/warranty
Pour obtenir la traduction de l'information précédente de la garantie, visitez s'il vous plaît l'URL suivant : www.3com.com/warranty
Per la traduzione dell'informazioni di garanzia menzionate sopra, visitare il sito Web: www.3com.com/warranty
Übersetzungen der oben genannten Garantieinformationen finden Sie unter www.3com.com/warranty
Para obtener la traducción de la información de la garantía anterior, visite por favor la siguiente URL: www.3com.com/warranty
Para obter a tradução da informação precedente da garantia, visitam por favor o URL seguinte: www.3com.com/warranty
对于以上保证信息的翻译，请访问以下URL： www.3com.com/warranty
для перевода приведенной выше информации о гарантии посетите следующий URL-адрес: www.3com.com/warranty
위의 보증 정보에 대한 번역은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www.3com.com/warranty
www.3com.com/warranty :  ﻳﻤﻜﻨﻚ اﻟﻌﺜﻮر ﻋﻠﻰ ﺗﺮﺟﻤﺔ ﻣﻌﻠﻮﻣﺎت اﻟﻀﻤﺎن أﻋﻼﻩ ﻣﻦ ﺧﻼل زﻳﺎرة اﻟﻤﻮﻗﻊ اﻟﺘﺎﻟﻲ:اﻟﻌﺮﺑﻴ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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