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mier Support (South Korea) 
   Terms & Conditions 

Lenovo Korea LLC – Premier Support (Korea) Terms & Conditions  1 of 11 

 

  

 
 

1. Introduction 

머리말 
 

 

 

Lenovo Korea LLC (Lenovo) is pleased to provide Lenovo Premier Support (the Service) pursuant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레노버는 본 계약조건에 따라 레노버 Premier Support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Definitions 

정의 

 

 CRU 

 

means Customer Replaceable Unit (i.e. where a Warrantable Incident can be 
resolved through the provision of a Part by Lenovo for You to self-install). 
 
  CRU 고객이 교체 가능한 부품(레노버가 제공한 부품을 고객이 직접 교체하여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됨) 

 Extended Warranty 

 

means  the  Lenovo  Extended Warranty  between  You  and  Lenovo  for  Your 
supported Lenovo Product(s). 

 연장 워런티 고객의 레노버 제품에 대한 고객과 레노버 사이의 연장된 워런티 

 Lenovo 

 

means Lenovo Korea LLC of 12FL, 211 Teheran-ro (Yeoksam-dong, KFAS 
Building), Gangnam-gu, Seoul, South Korea 

 레노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1, 12 층(역삼동, KFAS 빌딩)에 소재한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Limited Warranty means  the  Lenovo  Limited  Warranty  between  You  and  Lenovo  for  Your  

  supported Lenovo Product(s). 

 
기본 워런티 고객의 레노버 제품에 대한 고객과 레노버 사이의 제한된 워런티 

 NBD means Next Business Day. 

 
익영업일 다음 영업일 

 NBD Onsite Labour means NBD labour provided by Lenovo at Your registered  location to help 
troubleshoot, diagnose and resolve Warrantable Incidents  

 
익영업일 현장대응 서비스 보증수리를 위한 장해점검, 진단 및 문제해결을 돕기 위하여 레노버가 제공하는 

익영업일 서비스 

 OEM 

 

means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OEM 업체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제조자 

 OEM Supported Software 
 

may include software such as Norton AntiVirus
TM

, Microsoft® Office software, 

Intuit® QuickBooks® accounting software, Adobe® Photoshop® software and 

Adobe® Acrobat® software. Lenovo reserves the right to update or amend this list 

from time to time (which You can identify by calling Lenovo’s Premier Support 

Call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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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소프트웨어 노턴 안티바이러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인투윗 퀵북스 

회계프로그램, 어도비 포토샵, 어도비 아크로뱃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레노버는 본 목록을 때때로 업데이트 또는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는 레노버 프리미어 지원콜센터에 전화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t(s) means a genuine product or part provided by Lenovo which may not be new but 
will be in good working order and at least functionally equivalent to the original 
Lenovo product or part. 

 
부품 새 것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최소한 레노버 제품 또는 부품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레노버가 제공한 진품인 제품 또는 부품 

   
 Product means any Lenovo branded or third party hardware or software that Lenovo 

makes available for purchase by You.   Hardware Products include personal 
computers,  servers,  storage  devices  and  accessories. Software  Products 
include   computer   software   Programs   (whether   pre-loaded   or   provided 
separately) and related licensed materials such as documentation. 

 
제품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레노버가 제공한 레노버 브랜드 또는 써드파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품은 PC, 서버, 저장기기 및 액세서리를 

포함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사전설치 여부를 

불문함) 및 서류와 같은 관련 라이선스 자료를 포함합니다. 

 Program 

 

means a software Product.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품 

 RTD means Return to (Lenovo) Service Center. 

 서비스센터입고 (레노버) 서비스 센터에 제품을 입고시키는 것 

 Service means Lenovo’s Premier Support (Korea), the scope of which is defined 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서비스 레노버의 Premier Support 서비스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본 계약조건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TAM 

기술지원전담매

니져 

means Technical Account Manager. 

기술지원전담매니져 

  

 
 

Warrantable Incident means a defect in materials and/or workmanship under normal use during, and 

per the terms of, Lenovo’s Limited Warranty and Extended Warranty applicable 
to Your supported Lenovo Product(s). 

보증수리 고객의 레노버 제품에 적용되는 기본 워런티 및 확장 워런티 기간 동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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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한 재료 및 제작상의 결함 
 
 

You or Your means you the purchaser of the Service. 

고객 서비스의 구매자 

 
 
 

 

3.  What these terms and conditions cover 

 본 계약조건의 범위 
 

 

 

3.1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ese terms and conditions - together with the Lenovo Limited Warranty and any 
Lenovo Extended Warranty - are the complete agreement between You and Lenovo regarding the Service. 

법률상 허용되는 한, 본 계약은 레노버 기본 워런티 및 확장 워런티와 함께, 서비스에 대한 고객과 레노버 

사이의 완결된 계약입니다. 

 
3.2 You agree these terms and conditions supersede and replace any prior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between 

you and Lenovo (or Lenovo Authorized Reseller) regarding the Service. 

고객은 본 계약조건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레노버(또는 레노버 공식 리셀러) 사이의 기존의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협의사항에 우선하고 그러한 협의사항을 대체함에 동의합니다. 

 
3.3 Any additional, amended or different terms in any order or written communications from You shall be void and of 

no effect. 

고객의 신청 또는 문서에 의한 통신상 추가 또는 수정되거나 본 계약조건과 다른 조건은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3.4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only valid in South Korea. 

본 계약조건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4.  Premier Support – Scope of Service 

Premier Support 서비스의 범위 
 

 

 

4.1 Designated Technical Account Manager 

지정된 기술지원전담메니져 

Lenovo will provide You with a designated, South Korea based TAM.  

레노버는 귀하에게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기술지원전담메니져를 지정해 줍니다. 

The Lenovo designated TAM will: 

레노버 지정 기술지원전담메니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be based in South Korea;  

 대한민국에 소재합니다. 

 
(b) provide remote troubleshooting and hardware diagnostic assistance; 

 원격 문제해결 및 하드웨어 진단 지원을 제공합니다. 

 
(c) OEM Supported Softwar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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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d)  provide end-to-end case management regarding Your Warrantable Incidents to help track, 

progress and close; 

 귀하의 보증수리사안의 추적, 진행, 종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케이스 관리를 

제공합니다. 

 
(e) provide escalation management and a single, designated  point of contact for all Your 

Warrantable incident management; 

 귀하의 모든 보증수리사안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관리와 단일 지정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f) where required, coordinate or implement NBD Onsite Labour requirements;  

 필요한 경우, 익영업일 현장 서비스를 공조 내지 실행합니다. 

 
(g) provide support for preliminary network connectivity requests; and 

 1 차적인 네트워크 연결 요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h) facilitate online support to Lenovo support forums. 

 레노버 지원 포럼에 대한 온라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4.2 Premier Support Call Centre (Weekdays 9:00am – 6:00pm local Time) 

Premier 지원콜센터 (주중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 
 

Lenovo will provide You with access to the South Korea Premier Support Call Centre. 

레노버는 고객이 Premier 지원콜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The Premier Support Call Centre is available weekdays between 9:00am – 6:00pm (excluding national public 
holidays). 

Premier Support 콜센터는 주중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공휴일 제외). 

 

Lenovo will us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to ensure the Premier Support Call Centre is responsive to Your 
calls. 

레노버는 Premier 지원콜센터가 귀하의 전화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The Premier Support Call Centre will facilitate: 

Premier 지원콜센터는 다음 사항을 제공합니다. 

 
(a) remote troubleshooting and hardware diagnostic assistance; 

원격 문제해결 및 하드웨어 진단 조력 

 

(b) OEM Supported Software Support; 

OEM 소프트웨어의 지원 

 
(c) validation of Your Product serial number and Service entitlements; 

고객 제품의 시리얼 번호의 유효화 및 서비스 자격부여 

 

(d) determine whether Your issue is a Warrantable Incident; and 

고객의 사안이 보증수리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e) determine whether Your Warrantable Incident can be resolved via one of the following (at 

Lenovo’s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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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보증사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지의 결정(레노버의 

판단에 따름) 

 

(i) NBD Onsite Labour; 

익영업일 현장대응 서비스 

 
(ii) remotely; 

원격대응 서비스 

 

(iii) Via a CRU; or 

CRU 를 통한 수리 

 

(iv) On a RTD basis 

서비스센터입고를 통한 수리 

 

 

4.3 Warrantable Incident Resolution – NBD Onsite Labour 

보증수리사안의 해결 – 익영업일 현장대응 서비스 

 
 

Post completion of Premier Support Call Centre troubleshooting, if required (as determined by Lenovo), Lenovo 
will provide NBD Onsite Labour to Your registered location to address Your Warrantable Incident. 

Premier 지원콜센터의 문제해결시도 후에(레노버의 판단에 따라 요구될 경우), 레노버는 고객의 보증수리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의 등록된 장소에서 익영업일 현장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BD Onsite Labour: 

익영업일 현장대응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is available within South Korea only. Availability of service and response-time estimates may vary 
according to the remoteness or accessibility of product location such as islands or small town of 
“Eup”, “Myeon” & “Dong” 

본 익영업일 현장대응 서비스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서비스 가용성 및 레노버에서의 

예상 대응시간은  제품이 위치 즉, 도서지역이나 읍, 면, 동과 같은 원격 또는 접근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 is available only on selected models of Lenovo Products; 

레노버 제품 중 일부 모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c) will be provided between Monday to Friday, 9am – 6pm (local time in Your registered location), 
excluding Saturday, Sunday and public holidays. Arrival times will depend on Your registered 
location and Your prompt response to Lenovo’s request for confirmation of arrival time;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 시에서 오후 6 시까지(고객의 

등록장소의 시간대 기준) 제공됩니다. 도착시간은 고객의 등록장소의 위치 및 레노버의 

도착시간확인 요청에 대한 고객의 신속한 응답 여부에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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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oes not guarantee the resolution of a Warrantable Incident, nor the resolution of the 
Warrantable Incident within a given period of time;  

보증수리사안이 반드시 해결된다거나 및 일정한 시간 내에 보증수리사안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증하지

는 않습니다.  
 

(e) requires that, where You are not available at Your registered location, the Lenovo service provider will 
leave contact details to provide evidence of Lenovo’s visit. At Lenovo’s discretion. You may be 
charged an additional charge for any required follow-up visits; and  

고객이 고객의 등록장소에 없는 경우, 레노버 서비스 제공자가 레노버의 방문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남기게 됩니다. 레노버의 판단에 따라 후속방문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고객에 청구할 수도 있

습니다. 

(f) NBD onsite support is rendered on the basis that Premier Support Call center phone based 
troubleshooting has been completed before 3pm South Korea time the day before. 

익영업일 현장 지원 서비스는 직전일 오후 3 시 이전에 Premier 지원콜센터의 전화 문제해결시도가 종

결된 경우에 제공됩니다. 

 

4.4 Warrantable Incident Resolution – Remote 

보증수리사안의  해결 – 원격대응 서비스 

 
 

Post completion of Premier Support Call Centre troubleshooting, if required (as determined by Lenovo), Lenovo 
will remotely attempt to address and resolve Your Warrantable Incident. 

Premier 지원콜센터의 문제해결시도 종료 후에, (레노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레노버가 고객의 

보증수리사안의 처리 및 해결을 원격으로 시도합니다. 

 

4.5 Warrantable Incident Resolution – CRU 

보증수리사안의해결 -  CRU 

 

Post completion of Premier Support Call Centre troubleshooting, if required (as determined by Lenovo - i.e. 
where a Part may be easily removed and replaced) Lenovo will provide You with a CRU for Your self-remediation 
of the Warrantable Incident. 

Premier 지원콜센터의 문제해결시도가 종료된 후, 필요한 경우(레노버가 판단함. 예컨대, 부품이 쉽게 제거되고 

교체 가능한 경우) 레노버는 보증수리사안의 자가 해결을 위하여 귀하에게 CRU 를 제공합니다. 

 

Lenovo will ship CRUs to You at Your registered location and at our cost for installation by You. 

레노버는 귀하의 등록장소로 레노버의 비용부담으로 CRU 를 배송합니다.  

 

CRU information and replacement instructions are shipped with Your Product and are available from Lenovo at 
any time upon request. 

CRU 정보 및 교체 안내사항은 귀하의 제품과 함께 배송되며 언제라도 레노버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You may find a list of CRUs and their designation at www.lenovo.com/crus.  

귀하는 www.lenovo.com/crus 에서 CRU 목록 및 그 지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enovo.com/c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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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default, Lenovo does not provide NBD Onsite Labour to install a CRU – but may decide to do so, at Lenovo’s 
choice.  

기본적으로 레노버는 CRU 설치를 위한 익영업일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나, 레노버의 선택에 따라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The requirement to return a defective CRU, if any, will be specified in the instructions shipped with a replacement 
CRU.  

하자 있는 CRU 의 반품요건은 교체 CRU 와 함께 배송된 안내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When a return of a defective CRU is required:  

하자 있는 CRU 의 반품이 요구될 경우 

 

(a) return instructions, a prepaid return shipping label, and a container will be included with the 
replacement CRU; and  

 반품 안내서, 선지급된 반품 운송료 납입증, 반품용기가 교체 CRU 와 함께 배송됩니다. 

 

(b) You may be charged for the replacement CRU if Lenovo does not receive the defective CRU 
from You within thirty (30) days of Your receipt of the replacement CRU. 

 귀하가 교체 CRU 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레노버가 하자 있는 CRU 를 받지 못한 

경우, 레노버는 귀하에게 교체 CRU 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6 Warrantable Incident Resolution – RTD 

보증수리사안의해결 – 서비스센터입고 

 

Post completion of Premier Support Call Centre troubleshooting, if required (as determined by Lenovo), Lenovo 
will provide You with instructions and packaging to arrange for Your Product to receive RTD support to resolve 
Your Warrantable Incident. 

Premier 지원콜센터의 문제해결시도 종료 이후, 필요한 경우(레노버가 판단함) 레노버는 귀하에게 보증수리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귀하에게 제품이 서비스센터에 입고되도록 안내 및 포장재를 제공합니다. 

 

RTD support will generally be chosen by Lenovo where we reasonable determine, post troubleshooting and 
diagnosis, that the Product cannot be serviced at Your registered location or that in order to resolve the 
Warrantable Incident, Lenovo requires the return of the Product to a Lenovo Service Centre. 

서비스센터입고 지원은 일반적으로, 레노버가 문제해결시도 및 진단 이후 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귀하의 

등록장소에서 불가능하거나 보증수리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품이 레노버 서비스 센터로 입고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선택됩니다. 

 

Lenovo will provide You with packaging and shipping directions (at Lenovo’s cost and choice of delivery method) 
to package the Product for return to Lenovo. 

레노버는 제품의 반품에 문제가 없도록 포장 및 반품 안내를 귀하에게 제공합니다(레노버가 비용을 부담하고 

운송방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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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ust immediately package and mail the Product, along with any other Parts or information required by 
Lenovo, to ensure timely resolution of Your Warrantable Incident. 

귀하는 귀하의 보증수리사안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레노버가 요구한 부품 및 정보와 함께 제품을 즉시 

포장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Any delay in packaging or mailing the Product will result in a delayed response from Lenovo. 

제품의 포장 및 발송이 늦어지는 경우 레노버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Upon resolution, Lenovo will package and mail the Product to You at Your registered location.  

문제가 해결되면, 레노버는 귀하의 등록장소로 제품을 포장하여 배송합니다. 

 

You will be liable for the cost of any Parts not packaged and mailed with the Product as reasonably required by 
Lenovo. 

레노버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부품을 귀하가 포장하여 발송하지 않은 경우 그 부품에 대하여 귀하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7 Parts Prioritization 

부품의 우선배정 

 
 

You will receive prioritization of Parts allocation for Your Warrantable Incidents. 

고객은 고객의 보증수리를 위하여 부품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4.8 OEM Supported Software Support 

OEM 소프트웨어 지원 

 
 

OEM supported Software Support includes Lenovo providing a single point of contact and collaborative 
assistance to engage with OEMs on OEM Supported Software concerns, pursuant to the following: 

OEM 소프트웨어 지원은 단일한 연락처를 제공하고 OEM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한 OEM 업체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되 다음을 한도로 합니다.  

 
(a) providing operating system and Setup Assistance associated with the OEM Support Software (Note - 

Setup Assistance only includes: support of OEM Support Software; basic/how-to questions; feature 
definition questions; and OEM available fix/patches assistance and implementation);  

OEM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운영시스템 및 설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의 – 설정 지원은 OEM 

소프트웨어, 기본적인 방법질문, 기능정의질문, OEM 제공 픽스/패치 조력 및 실행에 대한 지원만을 

포함합니다.) 

 
(b) Lenovo’s TAM acting as a single point of contact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You and the 

OEM; 

단일한 연락처로 지정된 기술지원전담매니져는 귀하와 OEM 업체가 원활하게 연락하도록 돕습니다. 

 
(c) until Your issue is identified, isolated and escalated to the OEM, Lenovo’s TAM will engage with the 

OEM to register Your issue. Lenovo’s TAM will then monitor the issue and update on status and 
proposed resolutions; 

귀하의 문제가 진단되고, OEM 업체에게 전달될 때까지 레노버의 기술지원전담매니져는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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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OEM 업체에 등록되도록 관여합니다. 레노버의 기술지원전담매니져는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그 

상황 및 해결방안을 업데이트 합니다. 

 
(d) it is a pre-condition to this service that You must have all necessary licence and support agreements in 

place with the OEM; 

본 서비스는 귀하가 OEM 업체의 라이선스 및 지원 계약을 보유함을 전제로 합니다. 

 

(e) Lenovo excludes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the OEM’s software, 
products or services;  

레노버는 OEM 업체의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의 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f) Lenovo does not warrant that any issue will be resolved; and 

레노버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g) You understand and agree that desired resolutions may not be available from the OEM. You accept that 

where no resolution is available – or where the resolution is unacceptable to You – that Lenovo’s 
obligation to provide collaborative support is still fulfilled. 

고객은 원하는 해결방법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고객은 

해결방법이 없거나 고객이 해결방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레노버가 협력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5. Your Responsibilities 

고객의 책임 
 

 
 

5.1  General 

총론 

 

In order to receive the Service, Lenovo requires You to: 

본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레노버는 고객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have obtained the necessary permissions to enable Lenovo to access and use Your Products 
(including any software, data or other information contained within); 

레노버가 고객의 제품(소프트웨어, 데이터, 기타 제품에 포함된 정보를 포함함)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승인을 획득해 줄 것 

 

(b) have obtained the necessary permissions to enable Lenovo to attend Your registered location; 

레노버가 고객의 등록장소에 출입하는 데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여 줄 것 

 
(c) cooperate with, and follow the reasonable instructions of, the Lenovo TAM or Premier Support Call 

Centre; 

레노버의 기술지원전담매니져 또는 Premier 지원콜센터의 합리적인 지시에 협조하고 이를 따라 줄 것 

 

(d) have the necessary permissions to allow Lenovo to remotely connect to Your Product or system as 
required to remotely troubleshoot Your Product; 

고객의 제품의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레노버가 고객의 제품 또는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데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여 줄 것 

 

(e) where Lenovo provides any NBD Onsite Labour at Your registered location, You will provide (at no 
cost) a safe and sufficient working environment (including access to Your facilities or other 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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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required to allow Lenovo to provide the Service; 

레노버가 고객의 등록지역에서 익영업일 현장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이 레노버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안전하고 충분한 작업환경(고객의 시설 기타 전기제품에의 접근을 포함함)을 

(무료로) 제공하여 줄 것 

 

(f) ensure You have, and maintain, all necessary licenses and support agreements in relation to the 
OEM Supported Software; 

고객이 OEM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필요 라이선스 및 지원계약을 보유하고 있을 것 

 

(g) ensure You maintain the latest minimum release levels or configurations required for the Lenovo 
Products (per support.lenovo.com/au/en/)  and OEM Supported Software; and 

고객이 레노버 제품(per support.lenovo.com/au/en/) 및 OEM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최신의 최소한의 

릴리즈 수준 및 설정사항을 유지하여 줄 것 

 

(h) complete a back-up of all data, information, software and other applications on Your Products prior to 
any Service. You are also responsible for removing any confidential, personal or other proprietary 
information from Your Product as well as any removable media. 

본 서비스 제공 전에 고객의 제품의 모든 데이터, 정보,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의 백업을 완료해 

둘 것. 고객은 비밀정보, 개인정보, 고유정보 및 제거 가능한 미디어를 고객의 제품에서 삭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6. Exclusions 

서비스 제외사항 
 

 

 

 

6.1 General 

 총론 

 

The following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Services: 

다음은 본 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a) installation or de-installation services; 

설치 내지 설치해제 서비스 

 

(b) relocation services; 

위치이전 서비스 

 
(c) training services; 

교육서비스 

 

(d) cosmetic services, support or accessories; 

제품외관 관련 서비스, 지원 및 액세서리류 

 
(e) third party product or software support outside of OEM Supported Software Support; 

OEM 소프트웨어 지원 이외의 써드파티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지원 

 

(f) failure or damage resulting from misuse, accident, modification, unsuitable physical or operating 
environment, natural disasters, power surges, or improper maintenance by You; 

고객에 의한 오용, 사고, 개조, 부적절한 물리 또는 운영 환경, 자연재해, 전력서지, 부적절한 관리에 

따른 오작동 내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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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oftware, spyware, malware or other virus or malicious software removal; 

소프트웨어, 스파이웨어, 말웨어 기타 바이러스 또는 해로운 소프트웨어의 제거 

 

(h) back-up services; 

백업 서비스 

 
(i) advanced wireless, networking or remote installation, set-up or optimization services; 

진보한 무선통신, 네트워킹, 원격설치, 설정, 최적화 서비스 

 

(j) scripting, programming, software or database design, implementation, development or other 
programming support; 

스크립팅,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설계, 실행, 개발 기타 프로그래밍 지원 

 

(k) repairs necessitated by software problems; 

소프트웨어 문제로 요구되는 수리 

 
(l) repairs or support as a result of support, fix, alteration, adjustment or repair by a party other than 

Lenovo or a Lenovo authorized service provider; 

레노버 또는 레노버 공식 서비스 제공자 아닌 자에 의한 지원, 수리, 변경, 조정, 수리의 결과에 따른 

보수 내지 지원 

 

(m) uninterrupted or error-free operation of a Product; 

제품의 중단 내지 오류 없는 운영 

 
(n) loss of, or damage to, Your data; 

고객의 정보의 멸실 또는 훼손 

 

(o) damage caused by a non-authorized service provider; 

비공식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야기된 손상 

 
(p) failure of, or damage caused by, any third party products, including those that Lenovo may provide 

or integrate into the Lenovo Product at Your request; 

써드파티 제품(레노버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레노버 제품에 제공 또는 결합시킨 것을 포함함)의 

오작동 내지 그에 의한 손상 

 
(q) peripheral or third party products, even if installed by Lenovo; and 

레노버가 설치한 것이라도 주변장치 또는 써드파티 제품 

 

(r) consumable products such as batteries other than as provided as part of the Services.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지 않은 배터리와 같은 소모성 제품 

 
 

 
 

7. Other Terms 

기타사항 
 

 

 
7.1 Lenovo warrants the Services will be performed with reasonable care and skill. 

레노버는 본 서비스가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로 이행됨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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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Replacements 

  교환 
(a) When a Service involves the replacement of a Product or Part, the replaced Product or Part 

becomes Lenovo’s property and the replacement Product or Part becomes Your property. 

서비스가 제품 또는 부품의 교환과 관련될 경우, 교환된 제품 또는 부품은 레노버의 소유가 

되고 교체된 제품 또는 부품은 고객의 소유가 됩니다. 

 

(b) Only unaltered Lenovo Products and Parts are eligible for replacement. The replacement Product 
or Part provided by Lenovo will be in good working order and functionally equivalent to the 
original Product or Part. The replacement Product or Part may not be new. 

개조되지 않은 레노버 제품 또는 부품만이 교환의 대상이 됩니다. 레노버가 제공한 교체 제품 또는 

부품은 정상 작동 상태이며 원래의 제품 또는 부품과 기능적으로 동등합니다. 교체 제품 또는 부품

은 새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c) Excep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e replacement Product or Part shall be warranted for 
the balance of the period remaining on the original Product. 

법률이 허용하는 한, 교체 제품 또는 부품은 원래의 제품의 잔여 워런티 기간만큼 보증됩니다. 

 

(d) Products and Parts presented for repair may be replaced by refurbished Products or Parts of the 
same type rather than being repaired. Products and Parts that are repaired may be repaired using 
refurbished Parts. Product repair may result in loss of data, if the Product to be repaired is capable 
of retaining user-generated data. 

수리를 위하여 제시된 제품 또는 부품은 수리가 아닌 동일한 유형의 리퍼비쉬 제품 또는 부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수리된 제품 또는 부품은 리퍼비쉬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될 수 있습니다. 

수리되는 제품이 사용자생성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제품수리는 데이터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8. Limitation of Liability 

책임의 제한 
 

 

 

8.1 Lenovo is responsible for loss or damage to Your Product only while it is in Lenovo’s possession or in 
transit, if Lenovo is responsible for the transportation. 

레노버가 운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레노버가 고객의 제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이전과정에서 

고객의 제품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8.2 Neither Lenovo nor any Lenovo service provider is responsible for loss or disclosure of any data, 

inclu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proprietary information, or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a 
Product 

레노버 또는 레노버 서비스 제공자는 제품 내에 있던 데이터(비밀정보, 고유정보, 개인정보를 

포함함)의 손실 또는 유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3 Lenovo, including its officers, employees, affiliates, suppliers, resellers, or service providers, shall not be 

liable for any of the following even if informed of their possibility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 claim is 
based in contract, tort, warranty, negligence, strict liability or other theory of liability: 

레노버(그 임직원, 계열회사, 공급자, 리셀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함)는 발생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청구원인이 계약, 불법행위, 워런티, 과실, 엄격책임 기타 책임법리에 기초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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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ird-party claims for damages; 

 손실에 대한 제 3 자의 청구 

(b) loss of, disclosure of, or damage to, data or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데이터 또는 비밀정보 내지 고유정보의 멸실, 공개 

(c)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punitive or indirect damages; or 

 특별손해, 부수손해, 결과손해, 징벌적손해, 간접손해 

(d) any loss of profits, business, revenue, goodwill or anticipated savings. 

 수익, 사업기회, 매출, 영업권 및 예상 비용절감액의 손실 

 

In no case shall the total liability of Lenovo, its officers, employees, affiliates, suppliers, resellers or 
service providers for damages from any cause exceed the amount of actual direct damages, nor the 
amount paid for the service. 

어떠한 경우에도 레노버, 그 임직원, 계열회사, 공급자, 리셀러, 서비스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직접적 

실제 손해액 또는 서비스의 제공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9. General 

기타 
 

 

 

9.1 An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Lenovo and You is not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cluding any 
information You disclose over the phone or electronically. 

레노버와 고객 사이에 교환된 정보(고객이 전화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개한 정보를 포함함)는 

비밀정보이거나 고유정보가 아닙니다. 

 

9.2 Privacy: 

개인정보보호: 

 

(a) If You obtain this Service, You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name, phone numbers, 
address, and e-mail address may be collected by Lenovo from You directly or from our 
authorized service providers and used in connection with performing the Service. 

고객이 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고객의 연락처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를 

포함함)는, 레노버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공식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b) Lenovo may also contact You to inquire about Your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or to notify 
You about any product recalls or safety issues. 

레노버는 고객에게 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제품리콜 또는 안전이슈를 고지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c) In accomplishing the above purposes, Lenovo may provide Your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or related entity Lenovo uses to support it in providing the Service. These third parties and 
related entities may be located outside Korea.  The relevant countries change from time to 
time (eg, as Lenovo changes our third party support arrangements) and it is not practicable 
to list those countries here. By accepting these terms and conditions, You consent and agree 
to the transfer of Your personal data to outside of Korea and You accept that such transfer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agreement between You and Lenovo regarding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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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레노버는 본 서비스의 제공시 레노버를 지원하도록 

이용하고 있는 제 3 자 또는 관련업체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 3 자 

내지 관련업체는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국가는 때때로 변경될 수 

있으며(예컨대, 레노버가 제 3 자 지원약정을 변경할 경우), 본 계약조건에서 해당국가를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조건을 수락함으로써,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대한민국 외에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러한 이전이 본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과 레노버 사이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바입니다. 

 
(d) Lenovo require all parties to whom it discloses Your contact information to only use that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Lenovo to provide the Service and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protect Your contact information from unauthorized use or disclosure. 

레노버는 고객의 연락처정보를 공개하는 자에게 레노버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레노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할 것이며 고객의 연락처정보가 권한 

없이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e) Lenovo may also disclose Your contact information where required or permitted by law. Lenovo’s privacy 

policy is available at  https://www3.lenovo.com/kr/ko/privacy/ . Lenovo’s policy contains details about its 
process for managing any queries or complaints regarding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레노버는 관련법령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고객의 연락처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레노버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https://www3.lenovo.com/kr/ko/privacy/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레노버의 정책은 개인정보의 취급관련 의문 내지 불만의 관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9.3 If any provision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is deemed unenforceable or void, the remaining provisions 
shall remain in effect. 

본 계약조건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강제집행이 불능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합니다. 

 
9.4 Nothing 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affect any statutory rights of consumers that may not be waived or 

limited by contract. 

계약에 의하여 포기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소비자의 법령상 권리는 본 계약조건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습니

다. 

 
9.5 Neither party is responsible for failure to fulfill obligations due to causes beyond their control. 

불가항력에 의하여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도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6 Either party may communicate with the other by electronic means. Such communication is deemed to be in 

writing to the extent permissible under applicable law. An identification code contained in an electronic 
document shall be sufficient to verify the sender’s identity and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각 당사자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로 간주합니다. 전자문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식별코드는 

발신자의 신원 및 문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데 충분합니다. 

 
9.7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disputes.  

본 계약조건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게 관할권이 

있습니다. 

 
 

https://www3.lenovo.com/kr/ko/privacy/
https://www3.lenovo.com/kr/ko/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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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If there is any inconsistency or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and the Korean language 

version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all prevail over the Korean language 
version. 

본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에 모순 또는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국문본에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