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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 Paar GmbH, Anton-Paar-Straße 20, 8054 Graz, Austria (이하 “Anton Paar”)는 구형 마이크로파 장비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에게 Multiwave 5000 구입 시 특별 할인이 되는 Trade-in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Anton Paar 자회사가 
있는 국가에서만 이 캠페인에 등록할 수 있으며(https://www.anton-paar.com/corp-en/about-us/company/), 
등록하려면다음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참가 사용 약관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https://www.anton-paar.com/multiwave-trade-in 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장비의 시리얼 번호를 작성하시고, 새로운 장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연락처를 토대로 Anton Paar자회사에서 신청자분께 연락을 드려, Trade-in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신청자분은 
신청 양식에 정확한 정보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TRADE-IN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진행됩니다. Anton Paar의 최종 
검토 내용이며, 추가 서신이 포함 될 수 없습니다. Anton Paar 그룹 직원 및 직원과 관련된 인원, 법에 의거하여 허가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Trade-in프로그램에 신청하실 분께서는 필수적으로i) 신청 가능 조건 확인하여 주시고ii) 본 약관을 읽고 
이해하신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Trade-in 프로그램 약관  
신청하시는 분은 Multiwave 5000 시리즈(222110, 222111, 230152, 230153, 230156, 230157, 230160, 230161, 
230162, 230163)의 구매를 위하여 약50%의 특별 할인 혜택을 받으시며, 경쟁력 있는 Microwave 장비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약관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https://www.anton-paar.com/corp-en/terms-and-condi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음)의 날짜에 해당하는 Anton Paar의 일반 배송 약관, 특히 보증 및 책임에 대한 조항은 이 캠페인에 모두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TRADE-IN 캠페인 또는 TRADE-IN 캠페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손상, 책임, 상해, 비용, 요구, 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Anton Paar와 협력사, 각 회사의 임직원에 배상하고 변호하며 이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on Paar는 Trade-in 캠페인과 관련한 정보, 링크, 참고 자료의 정확성 (correctness)또는 완전성(completeness)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Anton Paar는 i) 모든 기술적 문제 또는 장비 기능 불량, ii)모든 도난, 허가되지 않은 접속 또는 제3자의 
간섭, iii) (Anton Paar의 수령 전후) 안톤파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지연, 분실, 변경, 손상, 잘못된 발주, iv) 해당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한 모든 납세 의무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고 해당 캠페인의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특수적, 
결과적으로 발생한 모든 부상,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부주의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Anton paar는 모든 
책임을 배제합니다. 

 Anton Paar는 사전 공지 없이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현 사이트에 게시하여, 해당 캠페인의 약관을 철회 또는 수정과 업데이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약관은 법 조항의 충돌을 제외하고 오스트리아 법에 의거하여 해석됩니다. 당사자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관할법원의 
사법권에 따릅니다. 
 

신청자 정보 
 Trade-in의 신청자는 신청 양식에 요구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Anton Paar가 해당 캠페인의 진행과 완료를 위해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Anton Paar는 검색된 정보를 사용하여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기존 등록된 정보가 없는 경우 Anton Paar는 작성된 신청자 정보를 토대로 영업 목적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합니다.  
신청자는 언제든지 해당 Trade-in 프로그램의 신청을 취소하고 해당 조항과 관련된 정보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는 privacy@anton-paar.com으로 보내야 합니다.  신청 및 약관 동의 철회 시 신청자가 제출한 데이터는 즉시 
삭제됩니다. 

 약관 효력 발생: 2020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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