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명세서
Box 제 3 자 클라우드 오퍼링
1.

제 3 자 오퍼링(Third Party Offerings)
고객이 제 3 자 공급자인 Box, Inc.("Box")가 제공한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을 주문하는 경우,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의 사용에 대해서는 고객과 Box 가 그러한 서비스에 적용되는 서명 날인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제 3 자 공급자 계약의 조건이 적용되며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서명 날인된 해당 계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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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사업장에 따라 다음 표의
해당 계약서가 제공됩니다.
고객 사업장

해당 제 3 자 공급자 계약

미국 내 지역

https://legal.box.com/v/BSAv12142017US

기타 전세계
지역

https://legal.box.com/v/BSAv12142017ROW

기타 Box 클라우드 오퍼링
고객이 Box 가 제공한 추가적인 Box 클라우드 오퍼링을 주문하는 경우, 고객이 Box 또는 Box 계열사와
서명 날인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제 3 자 공급자 계약에 추가하여 다음에 표에 있는 해당 제 3 자
부칙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Box 클라우드 오퍼링

관련 제 3 자 부칙

Box KeySafe KMS

https://cloud.box.com/s/jmcy1yl3v0y07skkzdixwn09vx7wzwmf

Box KeySafe HSM

https://cloud.box.com/s/s41ke9aiu9tsk5e1v911tbcxq4bgvlxy

Box Platform

https://cloud.box.com/s/393uxdwzdz12mscr3lokkdf9x4em4x6k

Box Zones

https://cloud.box.com/s/rlm7mie5l9z61t2vghziabmvmyhunttj

Box Relay

https://cloud.app.box.com/s/m0jg6w9qpqbvfxuhpl4hdwi9b42jq1ib

Box Consulting Services
고객이 Box, Inc.가 제공한 Box Consulting Services 를 주문하는 경우, 해당 제 3 자 공급자 계약에
추가하여 해당되는 Box Consulting Datasheet 의 인도물이 적용됩니다. 해당 Box Consulting
Datasheets 는 다음 표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유형

관련 Box Consulting Datasheet

Box Quick Start Implementation
Services

https://cloud.app.box.com/v/QuickStartdatasheet

Box Smart Start Implementation
Services

https://cloud.app.box.com/v/SmartStartDatasheet

Box Consulting Hours

https://cloud.app.box.com/v/BCHGlobal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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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에게
제출합니다. 성능, 세부사항 및 의무사항은 제 3 자 공급자 계약 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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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IBM 에게 제공한 정보를 주문 절차와 지속적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Box 와 공유하거나
고객이 Box 의 웹 사이트로 재전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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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가 그들의 Box
Service 클라우드 오퍼링에 적용되는 요금을 정하며, 해당 요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의무는
청구서 수령 시 발생하며 청구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자 결제 방법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1.4

서비스 기간, 해지, 일시정지
Box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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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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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간 및 갱신 옵션
제 3 자 오퍼링의 기간은 제 3 자 오퍼링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고객이 가지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제 3 자
오퍼링을 자동으로 갱신할지 또는 기간 만료 시 종료할지 여부는 별도의 거래서류로 제공된 라이센스
증서(PoE)에 명시됩니다.
자동 갱신의 경우, 고객이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90 일 이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 3 자 오퍼링은 라이센스 증서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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