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Microsoft Activesync 4.5
본 사용권 계약은 Microsoft Corporation(또는 거주 지역에 따라 계열사 중 하나)과 귀하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권 계약서는 위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및 본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매체가 있는 경우 해당 매체에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해당 품목에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추가 구성 요소 및
	지원 서비스 

와 같은 Microsoft 구성 요소에도 적용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이 적용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귀하는 아래의 조건들에 동의하게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사용 권한. Microsoft 운영 체제에 기반한 휴대 장치와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교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각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복사본 하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은 다음과 같은 Microsoft 운영 체제에서 운영되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Windows 2000 서비스 팩 4, Windows Server 2003 서비스 팩 1, Itanium 기반 시스템용 Windows Server 2003 서비스 팩 1, Windows Server 2003 Standard x64 Edition, Windows XP Home Edition,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Windows XP Media Center Edition, Windows XP Professional x64 Edition, Windows XP 서비스 팩 1, Windows XP 서비스 팩 2, Windows XP Tablet PC Edition. 본 소프트웨어 제품은 다음과 같은 휴대 장치 운영 체제와 호환됩니다.
Windows Mobile 2003
Windows Mobile 2003 Second Edition
Windows Mobile 5.0
Windows Mobile 5.0 메시징 및 보안 기능 팩
Windows Mobile 6
Windows Embedded CE 6.0
사용권의 범위. 본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이 허여되는 것입니다. 본 계약은 귀하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타 모든 권한은 Microsoft가 보유합니다. 이러한 제한과 관계없이 해당 법규가 귀하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귀하는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에 한해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귀하는 특정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술적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해당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 작업 
	이러한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에서 명시된 것보다 또는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만드는 행위
	다른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소프트웨어의 임대, 대여 또는 대부
	상업용 소프트웨어 호스팅 서비스에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
백업 복사본. 한 개의 소프트웨어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백업 복사본은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 귀하의 컴퓨터 또는 내부 네트워크에 유효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내부적인 참고 목적으로 설명서를 복사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 본 소프트웨어의 최초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와 본 계약서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하기 전에, 먼저 양수인이 소프트웨어의 양도 및 사용에 본 계약서가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최초 사용자는 양도하기 전에 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최초 사용자는 어떠한 복사본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수출 제한. 소프트웨어는 미국 수출 법규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모든 국내 및 국제 수출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에는 목적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microsoft.com/exporting/을 참조하십시오.
지원 서비스. 본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므로 Microsoft는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면 계약. 본 계약 및 귀하가 이용하는 추가 구성 요소, 업데이트,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조항은 소프트웨어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면 계약입니다.
준거법.
미국.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구입한 경우, 국제사법의 원칙에 관계없이 본 계약의 해석은 워싱턴 주법을 따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청구 발생 시에도 워싱턴 주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 보호법, 불공정거래법 및 기타 불법 행위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주법이 적용됩니다.
미국 외 지역. 본 사용권 계약서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법적 효력. 본 계약은 특정 법적 권리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 또는 국가의 법규가 보장하는 다른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회사와 관련된 권리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 또는 국가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해당 주 또는 국가의 법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보증의 부인.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Microsoft는 어떠한 명시적 보증, 보장 또는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규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은 이 계약을 통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Microsoft는 상업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성과 관련된 묵시적 보증을 배제합니다.
손해 및 보상의 제한 및 배제. 귀하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해 Microsoft와 그 공급자로부터 최대 미화 $5.0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파생적 손해, 이익 손실, 특별, 간접 또는 부수적 손해를 포함한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한 사항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제3자 인터넷 사이트상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코드 포함) 또는 제3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계약 위반, 보증, 보장 또는 조건의 불이행, 무과실 책임, 과실 또는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기타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청구

Microsoft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만 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파생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이나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