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Apple은 본 프로모션에 참여한 해당 교육고객의 자격을 확인하고 증명을 요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pple은 본 행사에 참여한 개인의 환불 신청을 거절할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10. 적용 대상 제품을 동시에 주문하지 않은 구입 건은 본 프로모션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본 프로모션과 관련된 모든 주문에 판매세, 부가세 및 기타 세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구입자격 해당 교육고객의 부담입니다.

12.  본 프로모션을 통해 환불을 받으려면, 구입자격 해당 교육고객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i) http://www.apple.com/kr/promo/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ii) 해당 구입서류와 함께 첨부된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여 주십시오.
 해당 구입서류: 
  1)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였으며 본인이 서명한 환불 신청서
  2)  애플 온라인스토어에서 고객의 이메일로 발송된 배송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주문 승인, 출고 명세서나 구입 주문서는  

증명 서류가 아닙니다.
  3)  해당 제품의 상자에서 오려낸 UPC 라벨. 반드시 제품 상자에서 오려내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벗겨 내어 보내셔야 합니다.  

원본 UPC 바코드 라벨이 없으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 상자를 포장하는 갈색 상자의 UPC 바코드 라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은행 통장 사본: 구매자의 은행 계좌 정보 -1)은행 계좌명, 2)은행 이름, 3)은행 계좌번호-가 명시된 통장 사본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13.  고객님께서 작성한 환불 신청서, 구입 증명 서류, 관련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며, 다음 주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009 애플 아카데미 프로모션 담당자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아셈타워 3201호 애플컴퓨터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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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한 신청서는 수정 또는 위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청 고객 본인이 작성한 또는 서명의 원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복사하거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15. 12항에서 규정된 신청 서류의 우편봉투에는 2009년 5월 13일까지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16. 제출된 서류는 모두 Apple의 소유가 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17.  유효하지 않거나 훼손된 또는 판독하기 어려운 신청서나 온라인에서 출력한 구입 증빙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Apple과 Apple의 에이전트는 분실되거나 지연되거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18. 고객님의 환불 신청서가 처리되려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8주가 걸립니다.

19.  거짓 정보를 기재하면 본 환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Apple은 거짓 또는 사기로 간주되는 환불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부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환불 금액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은행으로만 송금됩니다.

21. 본 환불 행사는 다른 프로모션이나 다른 보상 혹은 현금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22.  본 행사는 구입자격 해당 교육고객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Apple 제품 취급점, 대리점, 유통점, Apple 제품의 판매 또는 대여 관련 
회사 및 위 회사들의 임직원은 본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본 프로모션은 Apple의 다른 프로모션과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프로모션의 약관에서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4. 본 프로모션은 해당 제품의 재고가 있는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Apple은 별도의 공지없이 본 프로모션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25. 함께 구입한 제품은 개별적으로 반품할 수 없습니다. 단, 법에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 행사에 의한 환불혜택을 받은 이후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제품구매계약을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취소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교환, 취소 및 해제 당시 당해 제품의 가격은 소비자가 위 제품의 구입 당시 실제 지불한  
가격에서 본 행사에 의해 환불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6. Apple은 사전에 별도 공지없이 본 프로모션의 약관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27. 본 약관의 사본, 구입 증명 서류 사본,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의 사본, UPC 라벨의 사본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본 서류에 기재한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Apple은 잘못 기재된 정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29.  보다 상세한 정보나 고객님의 환불 신청서 처리 상태를 알아보고 싶은 경우에는  
http://www.apple.com/kr/promo/rebate/status.html을 방문하거나 00798-651-7376(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 2008 Apple Inc. 모든 권리 보유. Apple, Apple 로고, Mac, iPod, iMac, MacBook, MacBook Pro, Power Mac은 Apple Inc.의 상표로  
미국과 다른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Apple 스토어는 Apple Inc.의 서비스 상표로 미국과 다른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애플 아카데미 프로모션(Back To School) 약관

1.  구입 시점에 따라 아래 두 가지 경우로 환불이 적용됩니다.
  본 행사의 혜택을 받으려면 2009년 1월 22일부터 2009년 4월 13일 사이(당일 포함)에 구입 자격 해당 교육 고객(제8항에 정의)이 적용 대상 

Mac 제품(제2항에 정의) 한 대와 적용 대상 iPod 제품(제2항에 정의) 한 대를 애플 온라인 교육 스토어에서 동시에 구입하셔야 합니다.  
환불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애플 아카데미 프로모션 환불금액 표 (단위:  원) 변경된 환불금액은 2009년 3월 11일 구입이후에 대한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iPod nano(8G/16G)  iPod touch(8G/16G/32G) 

 3월 11일 이전 구입 3월 11일 이후 구입 3월 11일 이전 구입 3월 11일 이후 구입

 MacBook 13" 2.0GHz MB881KH/A   110,000    150,000   110,000   150,000 

 MacBook 13" 2.0GHz MB466KH/A   165,000        165,000    225,000  

 MacBook 13" 2.4GHz MB467KH/A   165,000    225,000    165,000    225,000 

 MacBook Air 13" 1.6GHz MB543KH/A   165,000    225,000   165,000   225,000  

 MacBook Air 13" 1.86GHz MB940KH/A   165,000    225,000   165,000   225,000 

 MacBook Pro 15" 2.4GHz MB470KH/A   165,000    225,000   165,000   225,000  

 MacBook Pro 15" 2.66GHz MC026KH/A   165,000    225,000   165,000   225,000 

 MacBook Pro 17" 2.66GHz MB604KH/A   165,000    225,000   165,000   225,000  

 iMac 20" 2.66GHz MB417KH/A     165,000     150,000    165,000   150,000 

 iMac 24" 2.66GHz MB418KH/A   165,000    225,000    165,000   225,000  

 iMac 24" 2.93GHz MB419KH/A  165,000   225,000   165,000   225,000 

 iMac 24" 3.06GHz MB420KH/A  165,000   225,000   165,000   225,000 

 Mac Pro 2.66GHz MB871KH/A  165,000   225,000   165,000   225,000  

 Mac Pro 2.26GHz MB535KH/A  165,000   225,000   165,000   225,000 

  *iPod nano 8G(MB598KH/A,MB732KH/A,MB735KH/A,MB739KH/A,MB742KH/A,MB745KH/A,MB748KH/A,MB754KH/A,MB751KH/A) 
 *iPod nano 16G(MB903KH/A,MB905KH/A,MB907KH/A,MB909KH/A,MB911KH/A,MB913KH/A,MB915KH/A,MB918KH/A,MB917KH/A) 
 **iPod touch 8G(MB528KH/A), 16G(MB531KH/A) 및 32G(MB533KH/A) 
 *** iMac 이전 제품(MB323KH/A,MB324KH/A,MB325KH/A,Z0FH), MacBookPro 15형 이전 제품(MB471KH/A),  

MacPro 이전 제품(MA970KH/A)도 본 프로모션에 해당됩니다. 환불금액은 프로모션 초기에 제시되었던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  MacBook 13" 2.0GHz(MB881KH/A) 모델을 iPod touch 16G와 함께 구입하시면 110,000원(3월 11일 이전 구입 시)/ 

150,000원(3월 11일 이후 구입 시)을 환불받게 됩니다.  
MacBook Pro 15” 2.4GHz 모델을 iPod touch 8G와 함께 구입하시면 165,000원(3월 11일 이전 구입 시)/ 
225,000원(3월 11일 이후 구입 시)을 환불받게 됩니다.

2.   구입 금액의 일부를 환불하여 드리는 본 행사는 구입자격 해당 교육고객이 적용 대상 Mac 제품 한 대와 적용 대상 iPod 제품  
한 대를 동시에 구입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제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Mac 제품 - 다음 제품 중 하나: Mac mini, iPhone 및 Apple TV를 제외한 매킨토시 컴퓨터로 선택사양을 선택한 경우도 포함 
 iPod 제품 - 다음 제품 중 하나: iPod nano 및 iPod touch 전 모델

3. 중고 제품, 구제품, 시연제품은 본 프로모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적용 대상 제품을 반드시 함께 구입해야 하며 동일한 청구서에 기재되어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본 프로모션은 구입자격 해당 교육고객이 애플 온라인 교육 할인 스토어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 구입자격 해당 교육고객은 반드시 본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7. 적용 대상 제품은 반드시 2009년 1월 22일부터 2009년 4월 13일사이(당일포함)에 구입하셔야 합니다.

8. 본 프로모션에 참여하실 수 있는 구입자격 해당 교육고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 교육 고객:
    • 공립 및 사립 고등교육기관 소속 교수, 교육자 또는 교직원 

• 현재 한국의 공립 및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학생, 또는 입학예정자를 대신하여 구매하는 부모님 
•  공인된 공립 및 사립의 전문 교육기관, 전문 기술 교육기관, 대학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학생, 또는 입학예정자를 대신하여  
구매하는 부모님

  -  기타 교육 할인 대상 고객
    • 공립 및 사립 전문 교육기관, 전문 기술 교육기관, 대학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교수 교육자 또는 교직원 

• 공인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출되었거나 임명된 공무원 및 교사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공무원

CPU***

225,000(16G)
150,000(8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