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보증서

당사는 모든 하드웨어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자재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보증 기간은 

12개월이며, 통합업체 또는 최종 사용자에서 전달되는 날짜부터 시작된다. 품질 보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배송 증명서가 필요하며 제품이 회사에 등록되어야 한다.  보증을 적용하려면 고객은 IB’s RMA.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반품해야 한다. 이 보증을 적용받는 모든 제품의 수리는 당사의 본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기타 보증 수리 시설에서이루어져야 한다. 이 보증 범위 내에서 발견 또는 확인된 결함은 당사가 

수리하고 모든 인건비 및 자제에 대한 모든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한다. 당사 측의 결함이 없거나 수리해야 할 

손상이 고객, 대리인 또는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은 각 수리와 관련된 운송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 

제품 취급 또는 사용에 있어 임의의 변조, 오용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은 보증이 무효화 된다.  또한, 

고객이 제품 구성요소의 내부 변경을 시도하거나, 제품 부품에 공급되는 전원의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부착한 외부 장치가 제품의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조건을 생성하는 경우, 또는 일렬번호판이 

제거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언제든지 보증이 무효화 된다. 이 보증을 무효로 하는 제품의 작동은 제품의 설계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조건을 초래하는 모든관행과 함께 이 항에 기술된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정의한다.

소프트웨어 보증

Integrated Biometrics, LLC 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도구의 표준키트를 제공한다. 
SDK 는 성능이나 호환성을 보증하지 않고 제공된다. Integrated Biometrics, LLC는 SDK가 제공하는 기능과 

성능을 사전 통지 없이 수정, 무효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Integrated Biometrics, LLC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의 새로운 버전 각각에 포함되는 상세한 버전 관련 문서를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 SDK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테스트 및 베포하는 것의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특수 제한 사항 - 필름

필름은 운송 또는 취급 중에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보호하거나 과도한 마모를 방지하는 등모범적인 하우스키핑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한 납품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필름의 열화 및 열화 방지를 보증한다. 대부분의 가정용 

화학 물질은 LE 필름을 손상시키지는 않지만 깨끗한 천으로 간단하게 닦아주어 항상 필름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름에 화확용액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필름에 화학물질이 

쏟아진 경우 즉시 닦아내어야 한다.  

• 알코올 또는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은 필름 표면에 남아 있을 경우 얼룩이 남을 수 있으므로알코올 또는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을 즉시 닦아내어야 한다.

• 화학 용액을 스캐너에 사용하거나 필름 위에 남아 있지 않게 해야 한다. 즉각적인 주의와 제거가필요한 

일반적인 제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 페인트

 - 페인트 시너

 - 얼룩 제거제

 - 가솔린 또는 석유 제품

 - 살충제 및 제초제

 - DEET 또는 DEET 주입 제품

 - 위의 예시 제품이 스며든  천, 누더기 또는 제품

https://integratedbiometrics.com/support


이 절에 명시된 보증은 모든 다른 보증을 대신하며, 당사에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고객 및 

양도에 대한 회사의 전적인 보증의무 및 책임을 구성한다. 상품성 및/또는 특정 목적에대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다른 보증은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책임의 제한

본 계약과의 관계 및/또는 계약, 불법 행위 (포함 과실), 엄격한 책임, 보증 위반 또는 기타 원인 (클레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클레임과 관련된 특정 배송의 구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사용 손실, 사업 중단, 이익 손실, 수익 또는 기회, 제 3자의 청구,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 부수적, 간접적, 징벌적, 결과적, 자연의 손해 또는 예외에 대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ABOUT INTEGRATED BIOMETRICS

Integrated Biometrics, LLC creates the world’s most mobile, durable and reliable FBI-certified fingerprint 
sensors. Law enforcement, military, homeland security, national identity, election validation, financial and 
social services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rely on Integrated Biometrics’ products for fast, accurate 
enrollment, identification and verification, even in remote locations under extrem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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