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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Swagelok Limited Lifetime Warranty 번역문은 참조용입니다. 아래의 영어로 된 원본이 
우선합니다.

스웨즈락과 공인 판매 및 서비스 센터는 제품 구매자에게 제품 수명 기간 동안 스웨즈락의 비전기적 
부품의 소재나 제조상에 문제가 없음을 평생 보증합니다. 제품 내부 또는 제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전기적 부품의 경우, 소재나 제조상에 문제가 없음을 문서로 된 구매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보증합니다.

구매자 배상은 비육상용 운송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스웨즈락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에 의해 
고장 난 부품의 교체와 설치로 제한됩니다. 설치에 대한 책임은 스웨즈락에 의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된 합당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고객이 지정한 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부품 제조업체의 보증 내용을 따릅니다. www.swagelok.com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한 Swagelok Embedded Sys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MS-13-330 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 가능 로직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들어있는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은 보증합니다. 

보증 범위는 스웨즈락 또는 스웨즈락의 공인 판매 및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에 한정됩니다.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구입한 제품은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제품 상태 및 제품 사용과 관련된 여타의 명시적 또는 암시적 설명, 보증 및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제품 상태 및 제품 사용과 관련된 여타의 명시적 또는 암시적 설명, 보증 및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스웨즈락 및 공인 판매 및 서비스 센터는 제품 사용에 따른 구매자 또는 제않으며, 스웨즈락 및 공인 판매 및 서비스 센터는 제품 사용에 따른 구매자 또는 제3자의 직, 간접의 자의 직, 간접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웨즈락 한정 평생 품질 보증스웨즈락 한정 평생 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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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gelok and its authorized sales and service centers hereby warrant to the purchaser of 
their Products that the non-electrical components shall be free from defects in Swagelok's 
material and workmanship for the life of the Products. All electrical components installed in or 
on the Product are warranted to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for twelve 
months from the documented date of purchase.

The purchaser’s remedies shall be limited to replacement and, in non–ground vehicle 
applications, installation of any parts that fail through a defect in Swagelok's material or 
workmanship. Liability for installation is limited to reasonable costs that have been approved 
in advance and in writing by Swagelok.

All customer-specified components carry the applicable manufacturer’s warranty. The 
warranty for any firmware or software Products that contain programmable logic or a 
microprocessor is governed by a separate Swagelok Embedded Sys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MS-13-330 accessible from the www.swagelok.com website. 

Warranty coverage hereunder only applies to Products purchased directly from either 
Swagelok or its authorized sales and service centers and representatives. All other 
purchases are specifically excluded from any warranty coverage.

ALL OTHER EXPRESS AND IMPLIED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ND ALL OTHER LIABILITIES, RELATING TO THE CONDITION OR USE OF 
THE PRODUCT ARE SPECIFICALLY DISAVOWED, AND IN NO EVENT SHALL 
SWAGELOK AND ITS AUTHORIZED SALES AND SERVICE CENTERS BE 
LIABLE TO PURCHASER, OR ANY THIRD PARTY, FOR ANY DIRECT OR 
INDIRECT CONSEQUENTIAL, LIQUIDATED OR INCIDENTA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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