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선스 정보:  
 
PAS4000 라이선싱 모델에 관한 일반 약관 
기준일: 2011년 5월 31일 

1. 일반 /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일반 약관의 효력 

PILZ는 PAS4000 라이선싱 모델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구매가 가능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PAS 라이선싱 모델의 적용 방식, 제품 구매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pilz.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PAS4000 에 관한 일반 약관에 추가하여 Pilz GmbH & Co. KG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일반 약관(2010 년 3 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Pilz GmbH & Co. KG의 전체 일반 약관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pilz.de/agb)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PAS4000 – 테스트 단계 

 
2.1. PILZ는 테스트 단계에서 고객이 소프트웨어 기능을 테스트하고 자사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을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2. PILZ PAS4000을 통해, 고객은 테스트 단계에서 후속 생산 단계에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에 필요한 PASunits 
/ 포인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3. PILZ 는 테스트 단계, 그 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기능이 라이브로 사용되는 기간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4. PILZ 는 테스트 단계에서는 고객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아직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합법적으로 구매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시킬 목적으로 고객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에 ‘경고’ 
문구가 삽입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적정하게 고지합니다. 

라이선스 인증서를 구매하면 경고 문구가 사라집니다(제 4 조 참조).   

3. PASunits / 포인트 구매 

3.1. 고객은 관련 사용권을 구매해야만 PAS4000 소프트웨어를 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권은 개별적인 사용 수수료를 결제하여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3.2. 고객은 PILZ 에서 제공한 PAS400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해진 패킷 사이즈로 PASunits 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3. 고객이 주문을 신청하면 PILZ 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발송합니다.   

i)  주문 확인서  
ii)  청구서 
iii)  소프트웨어 제품 인증서 

3.4.  청구 대금이 PILZ 에 입금되면 PASunits 의 구매가 법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고객은 PASunits 을 
이용하여 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라이선스할 수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약정 및 PASunits/라이브의 이용 

4.1. 고객이 특정 PASunits 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기능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능을 주문하면 
소프트웨어 약정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http://www.pilz.de/agb�


4.2. 주문 절차가 완료되면 고객은 라이선스 인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인증서는 PDF 포맷으로 고객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빙을 제공합니다. 라이선스 인증서는 주문이 접수된 소프트웨어 기능에 요구되는 PASunits 
포인트와 포스팅의 리스트를 명시해야 합니다.  

5. 보증/책임 

5.1. PILZ 의 보증 및 책임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pilz.de/agb)에 게재된 PILZ GmbH & Co. KG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일반 약관(2010 년 3 월 기준)을 준수합니다.  

5.2.  Pilz 의 보증 및 책임은 전항에 규정된 적법한 라이선스 인증서의 구매를 필요로 합니다.  

5.3. 고객이 보증 및/또는 책임을 청구하려면 라이선스 인증서가 요구됩니다.  

6.  크레딧 발행 / 환불 불가  

 PILZ 는 지급 의무가 있거나 이미 대금을 수취한 PASunits 에 대해 크레딧을 발행하거나 환불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본 일반 약관이나 양 당사자간의 개별 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구매는 했지만 
완전히 사용하지 않은 PASunits 패킷에도 적용됩니다.   

7. 이용 레벨 상향 조정 

7. 1  고객이 추가 PASunits 포스팅에 의해 발생한 라이선스 수수료 인상분을 결제하면 이용 레벨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7.2. 고객이 기존에 구매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확장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확장 모듈에 대한 PASunits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8.  포인트 크레딧의 제 3 자 양도  

8.1. 고객은 PASunits 크레딧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8.2. 본 규정은 PAS4000 라이선싱 모델에 입각하여 기존에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하고 있던 제품을 제 3 자가 
구매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8.3. 고객은 소프트웨어 기능 생성을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제품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만 PAS4000 라이선싱 모델에 입각하여 구매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9. 소프트웨어 기능 변경 금지 

 고객은 PILZ 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PAS4000 라이선싱 모델을 통해 구매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일절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법률 규정에 따른 추가 대금 

관계 기관에서 PILZ 수수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률로 규정된 관세, 세금, 요금 혹은 수수료를 프로그램에 
부과하는 경우 고객은 추가 대금을 결제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정보 보호 / 정보 제공 의무 

 Pilz 는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고객정보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적정하게 
고지합니다. 본 조항은 테스트 단계에 참여하는 고객의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본 조항은 고객이 구매한 
소프트웨어 기능에 관한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테스트 단계에서도―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pilz.com/privacy/index.jsp)에서 회사의 정보보호 고지를 조회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ilz.com/privacy/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