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sd

프로모션 및 프로그램

GARS 를 통한 EOM/EOS(단종) 장비 및 부품 증설
단종된 IBM 서버 및 스토리지를 계속 이용하기 원하십니까?

GARS(Global Asset Recovery Service)는 단종된 IBM 장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유일한 IBM 공식채널로서, IBM
Power Systems, IBM Storage 등의 증설을 위한 IBM 인증재생산 장비를 제공합니다.

자금 관련 문제가 있으십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IBM Global Financing은 GARS를 통하여 제공하는 Power 및 Storage 솔루션에 대해
최대 USD 250,000 의 파이낸싱플랜을 제공합니다.

Quick Ship
IBM Power Systems 및 Storage 부품

IBM의 가장 인기 있는 부품 및 장비를 신속하게 배송해드립니다.
IBM이 테스트하고 인증하였으며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하시려면 1 866-IBM-1123으로 전화하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ICPO@my.ib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IBMused@us.ib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추가 정보는
ibm.com/kr-ko/financing/pre-owned/ibm-certified-usedequipme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추가 정보는 ibm.com/financing/pre-owned/에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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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글로벌 파이낸싱 오퍼링은 IBM 자회사 및 전세계 사업부를 통하여 자격이 있는 판매자 및 정부 고객들에게 제공됩니다. IBM Global Financing 임대 및 파이낸싱 오퍼링은 IBM Credit LLC를
통해 미국에서 제공됩니다. 고객의 신용 등급에 따라 가용성 및 이자율이 결정되며 파이낸싱 조건, 오퍼링 유형, 기기 및 제품 유형 및 옵션 등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오퍼링은 크레딧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체 IBM 일반 사용자 클라이언트 솔루션의 일부인 비(非)IBM 콘텐츠도 IBM Global Financing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비하드웨어 품목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다른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및 오퍼링은 통지 없이 변경, 연장 또는 철회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BM 및 IBM
글로벌 파이낸싱은 고객에게 회계, 세금 또는 법률에 관한 자문을 제안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의도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자체적으로 재정, 세금 및 법률 자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고객이
직접 결정하거나 고객 대신 결정된 세금 또는 회계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IBM Credit LLC의 경우: 캘리포니아 금융법 라이센스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거나 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