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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에 대한 제한 보증서 

 

귀하께 제공되고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블랙베리 휴대단말기의 특정 모델과 함께 

사용될 액세서리(“액세서리”)는 (a) 최초의 최종사용자로서 귀하(“귀하”)께서 

“액세서리”를 처음으로 구입한 날로부터 일(1) 년, 그리고 (b)(1) “귀하”와 

리서치인모션리미티드 및/또는 그 계열회사그룹(“RIM”)간에 체결된 블랙베리 

최종사용자/소프트웨어 사용허락 계약(“사용허락 계약”)을 귀하께서 위반 또는 

해지하기까지의 기간, 또는 (2)(i) 본 제한 보증서, (ii) 블랙베리 휴대단말기와 함께 

제공된 제한 보증서, (iii) 블랙베리 액세서리 및/또는 외장 배터리와 함께 제공된 제한 

보증서, 또는 (iv) “액세서리” 및/또는 블랙베리 휴대단말기와 함께 제공된 안전 정보를 

“귀하”께서 위반하기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즉 먼저 도래하는 기간](“보증 기간”) 

동안 기술 및 재료 면에서 어떠한 하자도 없을 것입니다.  본 제한 보증서는  동안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보증 기간” 동안 “귀하”께 부품 구입비 또는 인건비를 청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RIM”의 판단 하에 “액세서리”를 수리 또는 교체해 드립니다.  “보증 

기간” 중에 “액세서리”를 수리 또는 교체하는 경우, “보증 기간”은 (i) 수리 또는 

교체일로부터 91일째 되는 날, 또는 (ii) 최초 구매일로부터 일(1) 년이 지난 날, 중 늦게 

도달하는 날짜에 만료됩니다.  “RIM”과, “귀하”께서 “액세서리” 및/또는 블랙베리 

솔루션을 구매한 재판매자 또는 대리점(“RIM 솔루션 제공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기초하여, 본 제한 보증서는 “보증 기간” 동안 “RIM” 또는 “RIM 솔루션 제공자”에 의해 

이행될 것입니다.  본 제한 보증서는 “액세서리”의 통상적인 마모, 또는 “RIM”이 

인정하지 않은 자가 “액세서리” 또는 그 안의 부품을 절개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용, 습기, 물기, 열에의 근접 또는 노출, 사고, 남용, 부주의, 악용, 또는 

“RIM” 이외의 자가 수리 또는 개조하여 발생한 하자에 의해 손상된 “액세서리”의 수리 



Accessory Limited Warranty – South Korea 080405 (Korean) North American Version 022403)  

또는 교체는 본 제한 보증서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액세서리”의 표면에 

가해진 물리적인 손상도 본 제한 보증서의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본 제한 보증서는 

“액세서리” 이외의 비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한 보증서는 “RIM”이 

명시적으로 승인 또는 제공하지 않은 액세서리, 제품, 서비스, 또는 부수 또는 보조 

장치들과 “액세서리”를 혼용함으로써 기능 이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기능 이상이 

“액세서리” 자체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RIM”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액세서리”와 함께 제공되거나,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및 외장 

배터리와 SIM 카드를 비롯한 블랙베리 액세서리, 블랙베리 데스크탑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무선 데이터 서비스와 자료로 구성된 블랙베리 솔루션의 부품과 함께 

제공된 안전 정보를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본 

제한 보증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능 이상에는 본 

제한 보증서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액세서리”에 대한 고객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액세서리”와 함께 제공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본 제한 보증서에 의거한 일체의 수리 또는 교체 작업은 “귀하”께서 “RIM 솔루션 

제공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제한 보증서에서 정한 “액세서리”의 수리 또는 교체는 “귀하”께 제공된 

독점적 구제수단입니다.  본 제한 보증서는 “RIM”이 “액세서리”에 대한 

모든 하자를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기타 모든 보증에 갈음합니다.  본 제한 보증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보증, 

목적에의 적합성, 상품성, 만족스러운 품질, 내구성에 대한 보증, 또는 취급 



Accessory Limited Warranty – South Korea 080405 (Korean) North American Version 022403)  

과정이나 거래 상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묵시적인 진술, 보증, 조건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 종류를 불문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모든 진술, 보증, 승인, 조건은 본 제한 보증서에 의하여 제외됩니다.  

“RIM”과 어떠한 “RIM 솔루션 제공자”도 “액세서리”의 사용 또는 

작동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간접적, 경제적, 특별, 상업적, 

부수적, 징계적 또는 결과적 손해(이익의 상실, 영업 이득 손실, 데이터 

손실 및  지체로 인한 손해 또는 기대된 절감액을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와 유사한 손실, 타인의 신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하여 “RIM” 또는 “RIM 솔루션 제공자”가 해당 손해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귀하”께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제한 보증서에 의하여 “귀하”는 그러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포기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과실 포함) 또는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보증서, 기타 법률 또는 청구권원(form of action)에 

의하여 청구, 주장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지 여부를 불문하여 적용될 

것이나, 이러한 제한은 “RIM”의 중대한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RIM”이 “귀하” 또는 “귀하”를 통해 주장하거나 “귀하”를 대리하는 

제 3 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귀하”께서 구입하신 “액세서리”의 

구매가격, 또는 “액세서리”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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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소비자보호법제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이 합법적으로 제외될 

수 없는 본 제한 보증서의 조건 또는 보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본 제한 보증서에 적용될 것이나, 경제적 또는 결과적인 손실을 

비롯한 해당 조건 또는 보증의 위반에 대한 “RIM”의 책임은 (i) 본 제한 

보증서에 언급된 전술한 책임 제한 금액, 또는 (ii) “RIM”이 법률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최소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귀하가 특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RIM”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RIM”이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채무불이행에 대한 계속적인 권리 포기 또는 기타 

불이행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제한 보증서는 국제사법의 원칙을 제외하고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당사자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전체가 본 제한 

보증서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합의합니다.  본 제한 보증서, 이에 대한 위반, 해지, 

무효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됩니다.  

중재인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명백한 오류의 경우는 제외).  

중재인의 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이유가 기재될 것입니다.  중재인의 판정에는 중재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중재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율로 

당사자들에 의해 지불될 것입니다.  중재는 (i)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리고, (ii) 

온타리오주 법률에 따라 수행되고, (iii) 영어로 진행되고, (iv)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규칙’(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규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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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고, (v) “규칙”에 따라 선정되고 해당 선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일(1) 인의 중재인이 심문하며, 만일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립적인 제 3자가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당사자들간에 발생하거나 “귀하” 

이외의 자와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RIM”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결합 또는 병합될 수 없습니다.  

본 제한 보증서의 특정 조항이 무효 또는 이행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무효 또는 

이행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본 제한 보증서 전체가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으며, (이로 인하여 약인(約因)의 무효(failure of consideration)가 발생되지 않는 한) 본 

제한 보증서는 해당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해석되고,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도 그에 따라 해석되고 이행됩니다.  

본 제한 보증서 및 관련 문서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영문본과 해당 

번역본 간에 의미상 차이 또는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본 제한 보증서와 “액세서리” 포장 내에 포함된 보증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본 제한 보증서가 해당 불일치 사항에 적용됩니다. 

경고: 본 “액세서리”는 오직 적합한 블랙베리 휴대단말기와 혼용될 수 있습니다.  본 

“액세서리”가 “귀하”의 블랙베리 휴대단말기와 호환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귀하”의 

설치 및 시작 안내 또는 시작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세서리”의 무단 

사용은 본 “액세서리에 대한 제한 보증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귀하” 또는 

제 3자가 적절한 블랙베리 휴대단말기 이외의 도구 또는 액세서리를 본 “액세서리”와 

혼용한 결과 “귀하”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RIM”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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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리서치인모션리미티드.  모든 권리가 유보됩니다.  블랙베리와 “RIM” 계열사의 

관련 상표, 이미지, 기호는 리서치인모션리미티드의 독점적인 재산입니다.  RIM, 

Research In Motion, ‘Always On, Always Connected’, “envelope in motion” 과 같은 문구 

및 BlackBerry 로고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고, 기타 국가에서는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타 모든 브랜드, 상품명, 회사명, 상표, 서비스마크는 각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본 휴대단말기 및/또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국제 협약 및 

미국 특허 제 6,278,442 호, 제 6,271,605 호, 제 6,219,694 호, 제 6,075,470 호, 

제 6,073,318 호, 제 D,445,428 호, 제 D,433,460 호, 제 D,416,256 호 중 하나 이상을 

비롯한 다양한 특허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기타 특허는 세계 각국에서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입니다.  최신 특허 목록은 www.rim.net/patents.shtml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rim.net/patents.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