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IONLINK® 자산 관리 서비스  

법적 고지 사항 

VisionLink® 자산 관리 서비스는 VirtualSite Solutions LLC (이하 'VSS')가 만들고 이 
웹사이트를 통해 Trimble Inc.(이하 'Trimble')가 운영,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입니다. 

일반 면책사항.  텍스트, 그래픽, 로고, 이미지, 링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이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와 정보는 상품성의 묵시적 보증이나 특정 목적의 적합성 또는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체의 보증 
없이 순전히 VISIONLINK 자산 관리 서비스의 딜러와 최종 사용자 고객의 편의물로서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VSS나 Trimble의 누구도 이 정보나 기타 사이트 콘텐츠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콘텐츠나 정보가 최신 상태라는 점, 이 웹사이트가 
특정 시간이나 위치에서 이용 가능할 것이라는 점, 모든 하자나 오류가 고쳐질 것이라는 
점, 또는 여기에 바이러스나 기타 유해한 구성요소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VSS와 Trimble은 언제라도 별도 공지 없이 콘텐츠와 정보를 변경하고, 언급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VSS 또는 Trimble의 것이 아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단순한 안내 목적일 뿐이지 승인이나 추천 행위가 아닙니다.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귀하가 이 웹사이트나 이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의견, 질의, 제안, 아이디어 등을 VSS나 Trimble에 바로 제출할 경우, 그 
정보가 비밀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VSS나 Trimble 누구도 귀하의 
커뮤니케이션에 응답할 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두 회사 중 어느 쪽이든 이 
정보(그러한 정보를 통합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제조 및 마케팅을 포함한) 를 아무 
제약없이, 귀하나 다른 당사자에 대한 지불 또는 기타 배상 책임 없이 자유롭게 재생산, 
사용, 공개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 귀하는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Trimble의 일반적인 데이터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 
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언제라도 액세스할 수 있는 저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VisionLink 자산 관리 서비스의 이용에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 데이터 약관은 VisionLink 서비스 이용약관 및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에 나옵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이 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공식 언어.  본 공지문의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해석을 해야 할 경우나 본 공지문의 
영문과 기타 언어 버전 사이에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 버전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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