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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Trial and Loan 보충 약관(“대여용 약관”)은 주문에서 영숫자 코드로 “TRIAL” 또는 “LOAN”(“대여용 Offerings”)으로 부여된
Offerings 와 제품에 한하여 SISW 와 고객 간의 Universal Customer Agreement(“UCA”) 또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을
수정한다. 본 대여용 약관은 적용가능한 UCA 또는 EULA 및 모든 해당 보충 약관과 함께 양 당사자 간의 계약(“계약”)을 형성한다.
충돌이 있을 경우, 본 대여용 약관은 다른 보충 약관을 우선하고, 다른 보충 약관들은 EULA 를 우선한다. 본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계약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라이선스 유형. 개별 대여용 Offerings 와 관련하여 하기의 라이선스 및 사용 유형이 제공될 수 있다. 특정 Offerings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추가적 라이선스 및 사용 유형이 주문에 명시되어 제공될 수 있다. Trial 라이선스 및 Loan 라이선스는 (a) UCA
또는 EULA, (b) 본 대여용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해당 제품별 보충 약관(https://www.siemens.com/sw-

terms/supplements) 및 (c) 본 대여용 약관에 의해 규제된다. Offerings 또는 제품의사용에 대한 본 계약의 모든 권한 허여는 다음
라이선스 유형에 명시된 규제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된다.
1.1

“Trial”라이선스는 주문에 명시된 한정된 기간 동안, 어떠한 상업적, 전문적 또는 생산 목적도 아니며 교육 또는 벤치마킹
목적도 아닌, 오직 평가 목적으로만 허여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ㄴ

1.2

“Loaner” 또는 “Loan” 라이선스는 주문에 명시된 개월수에 해당하는 한정된 기간(예: 1LOAN 은 1 개월 기간 동안의 Loan) 동안,
주문에 명시하는 다음 중 하나의 목적으로 허여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a)

“Bridge”는 라이선스가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선스에 대한 주문을 최종 승인하기 위해 오직 일시적 생산 지원에
대해서만 허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Bridge Loan 라이선스를 수락함으로써 고객은 최종 주문에서 같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Bridge Loan 라이선스 자격을 지닌 모든 라이선스의 기간이 Bridge Loan 라이선스가 허여된 본래 날짜로
소급되며 해당 라이선스에 대해 지불된 라이선스 수수료에 Bridge Loan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기간이 포함됨을 인정한다.

(b)

“Evaluation”은 라이선스가 어떠한 상업적 또는 생산 목적도 아니며 교육 또는 벤치마킹 목적도 아닌, 오직 평가
목적으로만 허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

“Production”은 라이선스가 오직 고객의 시스템 테스트, 리믹스 평가, 서버 마이그레이션 또는 업그레이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d)

“Promotional”은 라이선스가 오직 홍보용 서비스로 고객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허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

“Technical”은 라이선스가 오직 고객 업무의 기술적 상황에 맞는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허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문에 지정되지 않는 경우, Loan 또는 Loaner 라이선스는 상기한 모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추가 라이선스 약관. 고객은 평가를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고객의 직원 외 다른 누구에게도 Trial 또는 Evaluation Loan
라이선스에 따른 Offerings 또는 제품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보증 및 책임 부인, 유지보수 서비스 없음. 본 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원 또는 유지보수
서비스 의무 또는 판촉 또는 Bridge 대여에 따라 허여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Offerings 또는 제품을 제외한, Trial 라이선스 또는
Loan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되는 Offerings 또는 제품은 유지보수 서비스 없이, 보증 없이, 또한 고객, 고객 계열사 또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면책 및 방어 의무 없이 "있는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된다. SISW 및 해당 라이선스 허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대여용 Offerings 와 관련하여 상품성에 대한 모든 묵시적 보증 또는 특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 또는 침해성에
대한 보증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는다. 고객과의 의사소통에서 포함된 Offerings, 제품, 기능 또는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나 진술은 기술 정보에 불과하며, 명시적 보증이나 보장은 아니다. SISW 는 Offerings 또는 제품의 작동이
중단되지 않는다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SISW, SISW 계열사, SISW 라이선스 허여자
및 그 대표자는 계약, 불법 행위 등 소송의 형태와 관계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또는 손해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해지. Trial 라이선스 및 Loan 라이선스는 고객이 본 계약의 약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즉시 해지된다. 업데이트 또는 새로운
출시 제품을 받더라도 지정된 약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Trial 라이선스 또는 Loan 라이선스가 연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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