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이용 약관
Box 제 3 자 클라우드 오퍼링
이용 약관에는 이용 약관과 함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해당되는 IBM International Passport Advantage 계약
또는 IBM International Passport Advantage Express 계약이 (이하 “계약”) 적용됩니다. Box Service 를
주문하거나 액세스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고객은 이용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1.

제 3 자 오퍼링(Third Party Offerings)
고객이 제 3 자 공급자인 Box, Inc.가 제공한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을 주문하는 경우, 제 3 자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제 3 자 공급자 계약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고객의
위치에 따라 다음 표의 해당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위치
미국 내 지역

해당 제 3 자 공급자 계약
https://www.box.com/docs/BSA_v02012015US/
영어: https://www.box.com/docs/BSA_v02012015JP/

일본 내 지역
일본어: https://www.box.com/docs/BSA_v02012015JP_JP/
기타 전세계 지역

https://www.box.com/docs/BSA_v02012015ROW/

Box Platform
고객이 Box, Inc.가 제공한 Box Platform 클라우드 오퍼링을 주문하는 경우, 해당 제 3 자 공급자 계약에
추가하여 Box Service 계약 플랫폼 부칙(이하 "Box Platform 부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Box Platform
부칙 조항은 https://cloud.box.com/s/aln7yrd5q52hccw15idvk5mhjnhelqf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ox KeySafe
고객이 Box, Inc.가 제공한 Box KeySafe 클라우드 오퍼링을 주문하는 경우, 해당 제 3 자 공급자 계약에
추가하여 Box Services 계약의 해당 KeySafe 개정사항("Box KeySafe 개정사항") 조항이 적용됩니다.
해당 Box KeySafe 개정사항은 다음 표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KeySafe 유형

해당 Box 개정사항

Box KeySafe KMS

https://cloud.app.box.com/s/80dcccxxupueo1epr9ubntyr1ji2sjl4

Box KeySafe HSM

https://cloud.app.box.com/s/3svll2b70m209hs9hegx9xmh7ckdshw9

Box Zones
고객이 Box, Inc.가 제공한 Box core services with Box Zones 클라우드 오퍼링을 주문하는 경우, 해당
제 3 자 공급자 계약에 추가하여 Box Services 계약의 해당 Box Zones 부칙("Box Zones 부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Box Zones 부칙 조항은
https://cloud.app.box.com/s/3b6uwt7axqs0ayk30na2h6b7w9on2ujz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BM 은 해당 제 3 자 공급자 계약, 부칙 또는 개정사항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제 3 자 클라우드
오퍼링의 인도 또는 사용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고객은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 제공 시의
문제점은 Box, Inc.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고객이 제 3 자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 취득
시 적용되는 바와 같이 본 계약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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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비스 이행 및 확약
IBM 은 제 3 자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의 구현과 인도를 위해 고객의 주문 세부사항을 제 3 자
공급자에게 제출합니다. 제 3 자 공급자 계약의 조건에 의거해서 성능, 세부사항 및 확약사항은 제 3 자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고객은 고객 및 고객의 사용자에 의한 제 3 자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해당 오퍼링은 허가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용도로는 취득될 수 없습니다.

1.2

기밀 및 데이터 보호
주문을 이행하는 것과 여하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목적을 위해, 고객이 IBM 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제 3 자 공급자와 공유될 수 있고 고객이 제 3 자 공급자의 웹 사이트로 다시 안내될수 있습니다. 제 3 자
공급자 계약에서는 해당 제 3 자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에 관한 고객의 추가 책임사항 뿐만 아니라,
고객 컨텐츠의 처리, 보안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타 책임 및 보안책임에 대해 명시합니다.

1.3

대금 청구, 대금 지급 및 세금
적용되는 모든 요금, 권한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한 요금, 제 3 자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에 대한
고객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인해 여하한 관계 당국이 부과한 관세, 세금(원천세 포함), 부과금및 수수료에
대해 IBM 은 대금을 청구하며 고객은 IBM 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 3 자 공급자가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에 적용되는 요금을 정하며, 해당 요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수령 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청구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자 결제 방법으로 지불 가능합니다.

1.4

서비스 기간, 해지, 일시정지
제 3 자 공급자가 제 3 자 공급자의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을 철회하거나 해지하였다고 IBM 에
통지하는 경우, 해당 제 3 자나 IBM 은 고객에게 통지한 후 해당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에 대한
권한을 해지하고 해지 발효일까지의 최종 대금을 수금합니다. 고객은 대금을 선불로 지급한 경우
미사용한 선납 요금을 해지 발효일로부터 비례 배분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IBM 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 3 자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 또는 고객의 해당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
사용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IBM 은 제 3 자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에 대한 고객의 액세스를
해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에 대한 고객의 액세스 권한은 사용등록 기간(Subscription Period) 만료
시에 종료됩니다.

1.5

보증 및 면책사항
IBM 은 제 3 자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일체의 보증이나
조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 3 자 공급자의 보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 3 자 공급자 계약에
명시합니다.
IBM 은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3 자 공급자는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에 제공되는 지원 의무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 3 자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레벨 계약 크레디트 또는 장려금에 대한 책임은 제 3 자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IBM 은 그러한
서비스 레벨 계약 크레디트 또는 장려금을 처리합니다. 서비스 레벨 확약 크레디트 클레임과 관련된
분쟁은 제 3 자 공급자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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