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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ly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 체험판 사용을 신청하려면 모든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와 여기("약관")에서 사용 가능한 Poly 판매 프로모션 약관 및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 설명 

약관과 함께 본 이용 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2. 제품 체험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추후 체험판 설명에 추가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Poly는 단독 재량에 따라 어떤 사유로든 제품 체험판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준 해당 제품 번들 

동남아시아 및 

한국 

• 프로그램은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회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oly 신규 고객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입니다. 

• Poly Studio P5 + Blackwire 3200  

• Poly Studio P5 + Voyager 4300 UC 

• Poly Studio P15 + Voyager 4300 UC 

• Poly Studio P15 + Voyager Focus 2 

• Poly Studio P5 + Poly Sync 20 

호주, 뉴질랜드 

• Poly Studio P5 + Blackwire 3200  

• Poly Studio P5 + Voyager 4300 UC 

• Poly Studio P15 + Voyager 4300 UC 

• Poly Studio P15 + Voyager Focus 2 

• Poly Studio P5 + Poly Sync 20 

일본 

• Poly Studio P5 + Blackwire 3200  

• Poly Studio P5 + Voyager Focus 2 

• Poly Studio P5 + Poly Sync 20 

• Poly Studio P15 + Voyager Focus 2 

인도 • Poly Studio P5 + Voyager Focus 2 

• Poly Studio P5 + Poly Sync 20 

• Poly Studio P15 + Voyager Focus 2 홍콩 

대만 

• Poly Studio P15 + Voyager 4300 UC 

• Poly Studio P15 + Voyager Focus 2 

• Poly Studio P5 + Poly Sync 20 

중국 

• 프로그램은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oly 신규 고객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입니다. 

• Poly Studio P15 + Voyager Focus 2 
+ Poly Syn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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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판 사용 기간은 1개월입니다. 체험판 사용 기간은 Poly에서 단독 재량으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연장되지 않습니다.  

 
 
 
 
 
 
 

4. 체험판 사용 기간이 끝나면 책임지고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 체험판 사용 기간 종료 후 반품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인도, 홍콩, 

대만 

제품 전체를 포장, 상자 내부 자재, 부속품, 케이블과 함께 Poly에서 지정한 반품 

방식으로 원래 상태로(헤드셋 제외) 반품해야 합니다. 제품 전체를 반품하지 않거나 

손상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제품의 현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제품 전체를 포장, 상자 내부 자재, 부속품, 케이블과 함께 Poly에서 지정한 반품 

방식으로 원래 상태로 반품해야 합니다. 제품 전체를 반품하지 않거나 손상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제품의 현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제품은 항상 Poly의 자산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귀하께서는 제품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권장 유지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할 권리 또는 

체험판 사용 기간을 연장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제품은 새 제품이거나 리퍼 제품일 수 있습니다.  

 

7. 귀하는 제품의 수령 시 그리고 체험판 사용 기간 이후 Poly에 제품을 반품할 시 모든 관세와 수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8. 제품은 항상 해당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9. 제품의 체험판 사용에 참여함으로써 귀하는 Poly, Poly 대리인, Poly 담당자가 Poly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께 연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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