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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 in all supported languages is available from the Customer Support page of www.lifesize.com. 
 
Dokumentacja we wszystkich obsługiwanych językach dostępna jest na stronie obsługi klienta www.lifesize.com. 
 
Dokumentation in allen unterstützten Sprachen ist auf der Kundendienstseite unter www.lifesize.com verfügbar. 
 
En la sección de Atención al cliente de www.lifesize.com encontrará la documentación en todos los idiomas disponibles. 
 
Une documentation, traduite dans toutes les langues prises en charge, est disponible sur la page de l’assistance clientèle à 
www.lifesize.com. 

 
La documentazione nelle lingue supportate è disponibile sulla pagina Assistenza Clienti di www.lifesize.com. 

 
Dokumentasjon på alle språk som støttes kan fås på kundestøttenettstedet www.lifesize.com. 

 
Documentação do produto nos idiomas em que ele é produzido pode ser obtida na página de Atendimento ao Cliente, no site 
www.lifesize.com. 
 
Документацию на всех поддерживаемых языках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 веб-страницы «Помощь клиентам» по 

адресу: www.lifesize.com. 

 
Dokumentation på alla språk som stöds finns på sidan för kundsupport hos www.lifesize.com. 

 

请浏览 www.lifesize.com 网站的“客户支持” (Customer Support) 页面查询其它语种版本的文献资料。 

 
 

www.lifesize.com 網站「客戶服務部」頁面提供所有支援語言的說明文件。 

 

サポートされている全言語のマニュアルは、www.lifesize.com のカスタマ サポートからダウンロードできま

す。 

 

지원되는 언어로 번역된 문서를 www.lifesize.com 의 고객 지원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Dokumentaatio kaikilla tuetuilla kielillä on saatavilla www.lifesize.com asiakastukisivu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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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IZE 제품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중요 –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제품을 사용하거나 설치하기 전에 본 약관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계약”)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데이터, 미디어, “온라인” 또는 전자 형태의 인쇄본 문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된 상태로 정식 사용자에게 제공된 하드웨어 품목(“하드웨어”)을 포함한 

제품(총칭하여 “제품”)에 대해 상기 제품을 구입한 자(총칭하여 “정식 사용자”)와 Logitech Europe S.A. (“Logitech”)  간에 체결되는 

법적 계약입니다.  Logitech 또는 그 계열사,  허가권자 및 양수인은 소프트웨어와 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소프트웨어에 

통합된 모든 이미지, 비디오 및 오디오 테스트를 포함하며, 그에 제한되지 않음) 및 함께 제공되는 미디어와 인쇄본 

자료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을 소유하며, 이러한 권리는 미국 저작권법과 국제 규약의 보호를 받습니다.  

소프트웨어나 그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과 규약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밀봉된 소프트웨어 포장을 개봉하거나 제품 일부를 사용 또는 설치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동의”라고 표시된 

버튼을 클릭하면 본 계약 내용을 수락하고 아래의 보증 부인, 책임의 제한, 만료 조항 등을 포함한 본 계약의 조항을 

따른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계약서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하고 제품을 

설치하지 않은 채 제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디스크 포장 및 함께 제공된 품목(인쇄본 자료와 바인더 포함)을 

구입처로 반송해야 합니다. 

 

Logitech®  제품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http://www.lifesize.com/support/legal 을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 조항 

1. 사용 

1.1 본 계약서 조항을 수락하는 즉시 Logitech는 정식 사용자에 내부 업무용이나 개인 용도로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개인적, 양도 불능의 비배타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식 사용자는 미리 설치된 하드웨어에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며 이때 Logitech가 제공한 최종 사용자 문서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제품의 레코딩, 재생 및 다운로그 기능은 내부 전용으로 고안된 것으로, 공용 도메인 또는 적절한 라이센스를 받은 

컨텐츠 및 컨텐츠 제작 도구와 함께 사용됩니다.   정식 사용자는 재생을 위해 제 3 자 미디어 또는 컨텐츠 파일을 생성, 

복사, 다운로드, 이동, 전송하거나 제 3 자에게 배포하려면 제 3자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을 통해 정식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모든 권한은 Logitech가 보유합니다.  

 
1.2 정식 사용자는 소프트웨어가 Logitech와 그 허가권자의 독점 재산이며 중요한 영업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정식 사용자는 본 라이센스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서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정식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Logitech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며 이 경우 Logitech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증하거나 증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합당한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 제한.  정식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그 일부를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제품 사용 방법을 

개발하도록 허가하면 안 되며 제 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 이 제품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정식 사용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고 본 계약의 당사자나 제 3자에게 라이센스 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식 사용자는 제품이 단일 품목으로 판매되며 제품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후속 업그레이드가 

정식 사용자에 의한 사용을 위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식 사용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수정 또는 변환하거나 소스 코드를 확인하려고 시도하거나  소프트웨어로부터 파생물을 만들면 안 됩니다. 

단, 그러한 활동이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정식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에 통합할 수 없습니다.  정식 사용자는 Logitech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러한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품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 실행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3. 유지 관리.  Logitech 또는 공식 Logitech 리셀러는 섹션 6.1에 지정된 초기 보증 기간이 끝난 경우 추가 수수료를 

받고 정식 사용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유지 관리 서비스(“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권한.  본 계약에 따른 하드웨어에 대한 권한은 판매자에게 대금 지불을 완료하는 즉시 정식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대금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정식 사용자는 하드웨어를 판매, 이전, 양도 또는 거래하거나 저당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전임자는 본 계약 조항에 따른 라이센스의 양수인이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5. 손실 위험.  본 계약에 따라 구입한 하드웨어와 관련한 손실 위험에 대한 책임은 Logitech의 하역장에서 F.O.B. 

조건으로 운송업자에게 인도하는 즉시 정식 사용자에게 이전됩니다. 

http://www.lifesize.com/support/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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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 

6.1 제한된 보증.  

6.1.1  소프트웨어. Logitech는 소프트웨어가 원래의 정식 사용자 또는 공인 Logitech 리셀러에게 우송된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Logitech의 게시된 사양을 충족함을 보증합니다.  Logitech는 원래의 정식 사용자에게서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Logitech는 소프트웨어가 중단 없이 작동한다거나 오류가 없다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Logitech 또는 공식 Logitech 리셀러는 소프트웨어 보증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에 오류나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패치 또는 버그 수정 사항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체해줍니다.  교체된 제품에 대한 보증 기간은 원 보증 기간 중 남은 기간이나 30일 중에서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Logitech의 게시된 사양에서 크게 벗어난 소프트웨어로부터 발생한 것 이외의 하자; 소프트웨어의 잘못된 

사용, 무지, 사고 또는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수정된 소프트웨어의 하자; 본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하자에 대해서는 본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1.2 하드웨어. Logitech는 하드웨어가 재료와 세공상에 하자가 없으며 원래의 정식 사용자 또는 공인 Logitech 

리셀러에게 우송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Logitech의 게시된 사양을 충족함을 보증합니다.  Logitech는 원래의 정식 

사용자에게서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보증 기간 중 

Logitech 또는 공식 Logitech 리셀러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Logitech 또는 공식 Logitech 리셀러가 하자 있는 하드웨어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하드웨어를 수리, 수정 또는 교체(Logitech 또는 리셀러의 판단에 따름)해 드립니다.  

정식 사용자는 Logitech 또는 공식 Logitech 리셀러로부터 하자 있는 하드웨어의 반품 절차를 인증 및 지정하는 RMA(Return 

Materials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합니다.  RMA 없이 Logitech 또는 공식 Logitech 리셀러에게 제품을 반품한 경우에는 정식 

사용자에게 반송 시 반송 경비를 수신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Logitech 또는 공식 Logitech 리셀러에게 반품하는 

모든 하드웨어는 반드시 우송료를 지불한 상태로 적절히 포장해서 우송해야 합니다.  교체 부품에는 새 부품에 상응하는 

재활용, 개장 또는 재가공된 부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하드웨어 보증 기간 중 남은 기간이나 30일 중 더 긴 

기간이 보증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a) 비품과 소비재, (b) 원래 식별 마크가 제거 또는 변경된 제품, (c) Logitech가 

제조하지 않은 제품 또는 (d)   재난, 사고, 무지 또는 잘못된 사용; 전원, 외부 전기 회로, 에어컨 또는 가습기의 고장이나 

하자; Logitech가 서면으로 승인 또는 제공하지 않은 품목과 함께 제품 사용; Logitech의 게시된 사양과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제품 사용; Logitech 또는 그 공식 서비스 공급자 이외의 당사자가 제공한 수정, 조정, 수리 또는 서비스 등의 원인으로 하자 

또는 장애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본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2 다른 보증 없음.  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은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품 선택 그리고 제품을 설치 및 사용하고 그로 인해 얻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식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LOGITECH는 제품 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성과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으며 

제품 및 그와 함께 제공되는 서면 자료에 관하여 상업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제 3자 권리의 비침해를 

포함한(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보증(섹션 6.1의 제한된 보증 제외)을 부인합니다.  일부 

지역(또는 사법권)에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증은 제한된 보증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며  그 기간 이후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또는 사법권)에서는 묵시적인 보증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책임의 제한.  제품에 포함된 또는 제품에 내장된 정보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정식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LOGITECH 나 그 대리점은 제품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 이익 손실, 

영업 중단, 영업 정보 손실을 포함한(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모든 결과적, 우발적, 특수한, 간접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해당 당사자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지역(또는 사법권)에서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 위 제한 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불법 행위 등 그 유형에 무관하게 클레임 시의 정식 사용자에 대한 LOGITECH의 총 책임은 정식 

사용자가 제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제한된 구제책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일부 사법권에서는 개인적인 부상이나 유무형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책임의 예외나 클레임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별도로 부록 A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면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한 

LIEFESIZE의 책임은 (i) 피해가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한도까지, (ii) 클레임 대상이거나 클레임을 유발한 제품에 대해 정식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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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상.  

8.1 저작권 클레임 시 Logitech 보호.  Logitech는 Logitech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침해한 정식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제 3자에 의한 클레임에 대해 정식 사용자를 변호하며 본 계약서의 관련 조항에 따라 결과적인 최종 판단 금액(또는 

Logitech가 동의한 해결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식 사용자는 클레임 사실을 신속하게 Logitech에게 알려야 하며 

Logitech에게 변호 또는 해결에 필요한 단독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식 사용자는 클레임을 방어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협조를 Logitech에게 제공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i) Logitech가 클레임 때문에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식 사용자에게 알린 후 소프트웨어 사용; (ii)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다른 기술에 소프트웨어  

결합; (iii) 이곳에서 허용한 정식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액세스;  (iv) Logitech 또는 그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조 등에 기반하여 클레임 또는 상반된 최종 판단이 제기된 경우에는 Logitech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식 사용자는 정식 사용자, 그 이사, 임원, 직원, 계약자, 에이전트 또는 양수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정도까지,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생긴 비용이나 피해에 대해 Logitech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Logitech가 저작권 침해 클레임에 관한 정보를 받을 경우 (의무는 없지만) 자신의 비용을 들여 (i) 정식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획득, (ii)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수정, (iii) 정식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경우 정상적인 기능으로 대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클레임의 결과, 관할 법정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명할 경우 Logitech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려는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8.2 정식 시용자는 Logitech, 그 허가권자, 에이전트 또는 공급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또는 클레임을 자체 단독 경비로 

방어 또는 해결하여야 하며 정식 사용자의 무단 사용이 제 3 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클레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경비(합당한 법적 경비 포함)를 Logitech 과 그 허가권자, 에이전트 또는 공급자와 해당 임원 및 이사가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합니다.  
 

9. 감사.  Logitech는 서면 알림과 함께 정식 사용자가 본 계약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정식 사용자는 Logitech가 요청한 모든 책자, 보고서, 시스템 및 자료에 대한 완벽하고 자유로운 액세스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이나 형평성에 따른 Logitech의 다른 권한이나 구제책에 대한 제한 없이, 정식 

사용자는 즉시 본 계약서 조항을 따르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Logitech가 감사하는 데 들인 비용을 즉시 

Logitech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10. 일반.  

10.1. 철회.  한쪽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당사자에 의한 철회는 

현재 또는 미래의 불이행 또는 위반의 철회로 간주됩니다.  

 

10.2 고지.  본 계약서에 따라 필요한 또는 허용되는 Logitech에 대한 모든 고지, 요청, 요구, 철회 등의 의사 소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편으로 또는 우편료를 선불한 상태로 공인된 우편을 사용해서 웹 사이트  www.lifesize.com 에 

나와 있는 현재의 본사 주소(또는 통보 받은 다른 주소,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10.3. 준거법.  본 계약서는 법률 원리의 충돌에 대한 참조 없이 미국과 텍사스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식 사용자와 Logitech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텍사스에 소재하고 있는 주 및 연방 법원의 단독 판결을 

따릅니다.  본 계약은 정식 사용자와 Logitech 간에 체결되는 전체 계약으로, 제품에 관한 다른 라이센스 또는 구매 주문을 

대체합니다.  본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유효하지 않게 될 경우에도 본 계약서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며 효력을 

갖습니다.  준거법 상태 및/.또는 배타적인 법정 요구 사항이 유효하지 않거나 시행력이 없는 경우 부록 A에 명시되지 

않은 한 법률 원리의 충돌 없이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참조로서 첨부된 부록 

A에는 본 계약서 조항을 보완 또는 수정하는 국가별 특수 조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국제 상품 판매에 

대한 UN 규정이 본 계약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10.4 만료.  정식 사용자가 본 계약서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라이센스가 자동 만료됩니다.  그러한 경우 정식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사본 전부와 구성품 전체를 파기해야 합니다.  

 

10.5 양도; 제 3의 수혜자 없음.  정식 사용자는 Logitech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대한 제 3의 수혜자가 없으며 어떤 제 3자도 본 계약의 조항에 따른 권한을 요청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http://www.lifesiz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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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중재.  

10.6.1  라이센스 제한 사항 위반에 대한 긴급 구제책을 제외하고, 모든 클레임, 분쟁 그리고 기타 손해나 다른 구제책 

및 모든 방어책을 위해 본 계약이나 본 계약에 의해 형성된 양 당사자 간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사안("클레임")은 

구속력이 있는 중재에 의해 해결해야 합니다.  부록 A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 중재는 연방 중재 시행령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연방 중재법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중재 협회("AAA")의 상용 중재 규칙이 

적용됩니다.   

 

10.6.2 중재는 중재할 클레임을 제기하는 서면 고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중재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연방 또는 주 법정에 강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관한 문제(예: 중재 

가능성)의 결정을 포함하여(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중재를 위한 본 계약의 성립, 타당성, 구성 및 해석 그리고 중재를 

위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한 중재의 모든 절차상 측면은 중재인이 결정합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중재인은  

일부 다른 주 법률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텍사스주 법 선택 원리를 제외하고, 연방법과 텍스트주의 실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각자의 경비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과 관련하여 요청되는 모든 문서와 기록을 서로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에 대한 설명을 중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공판 전 추가로 증거 제시가 따릅니다.  

중재자의 모든 명령과 결정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중재 재판에서 내린 판결은 합법적인 사법권의 연방 또는 주 정부 

법정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판은 영어로 진행되며, 본 계약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한 텍사스 오스틴에서 재판을 주재합니다. 

 

10.6.3 중재 절차를 시작한다는 고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각 당사자는 한 명씩의 중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명된 두 명의 중재자가 중재 재판 의장 역할을 할 제 3의 중재자를 지명합니다.  세 명의 중재자 모두는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며 한쪽 당사자에게 채용된 적이 있거나 직, 간접적으로 한쪽 

당사자에게 또는 중재와 관련한 사안에 의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중재자는 한쪽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비나 컨설팅비 등 중재 비용을 결정하고 지불토록 명령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재자가 내린 

판정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고, 상소가 불가능하며 시행 가능해야 합니다.  중재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중재 비용 및 수수료는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중재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의 제한을 초과하는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재판 및 결정 사항은 각 당사자가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집단 소송 형태로 또는 다른 재판과 결부된 어떠한 클레임도 

제기할 수 없으며 집단 소송자를 대신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도 클레임에 관한 원고측 

소송 당사자로 소송 대리인이나 참여자가 될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10.7 제한 법령.  계약상의 철회 가능성 없이 관할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또는 부록 A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한, 

어느 당사자도 소송의 원인이 발생하고 2년 이상이 지난 후에는 본 계약서에 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11. 수출 제한.  정식 사용자는 (a) 미국에서 통상을 금지한 민족이나 국가, (b)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지명 수배자 

또는 미국 상공부의 거부 주문 테이블에 나열된 자에게는 제품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설치 또는 

사용하면, 그러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12. 제품을 설치, 복사 또는 사용하면, 정식 사용자가 보증 부인, 책임의 제한 및 만료 조항을 포함한 본 

계약서 약관에 구속된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