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ple모바일기기보험 요약 설명서 (Mac 및 Apple 디스플레이 용) 
1. 중요사항 
Mac 또는 Apple 디스플레이에 대한 애플케어플러스(AppleCare+)를 구매하신 고객에게 AppleCare+ 구성요소 중 하나인  
취급상의 우발적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이하 "ADH"라고 합니다) 담보는 AIG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사", "회사" 또는 "AIG"라고 합니다)의 Apple모바일기기보험으로 제공합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하 "Apple"이라고  
합니다)는 계약자로서 AIG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ppleCare+를 구매하신 고객은 본 보험증권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ADH 담보는 AppleCare+ 플랜(이하 "플랜"이라고 합니다)과 별도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플랜내용을 알기  
위해 고객님의 플랜 계약조건(이하 "AppleCare+ 계약조건"이라고 합니다)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설명서는 ADH 담보의 주요내용과 고객님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랜(ADH 담보 포함)구입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요약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사항으로 고객님의 구체적인 목표, 
재무상황이나 특정한 니즈에 맞추거나 이를 감안하여 제공하는 조언이 아니며 ADH 담보가 적합하다는 추천이나 의견도 아닙니다. 

2. ADH 담보 제공방식 
ADH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하 "Apple"이라고 합니다)는 계약자로서 보험사인 AIG와 단체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Apple은 보험계약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가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혜택을  
보증하지는 아니합니다. AIG는 플랜 구매를 통해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 고객님의 피보험제품 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것은 AppleCare+ 계약조건 및 Apple모바일기기보험약관에 따라 고객님의 ADH 사고에 대해 AIG가  
보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IG는 Apple 및 기타 적절한 업체를 ADH사고에 대한 사무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이 안내문은 ADH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사인 AIG가 작성하였으며, 2020년 9월 1일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3. 보험상품 내용 

구 분 ADH 담보내용

보험계약자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피보험제품 (1) MacBook 
(2) MacBook Air 
(3) MacBook Pro 
(4) Mac mini 
(5) Mac Pro 
(6) iMac 
(7) iMac Pro 
(8) Apple 디스플레이

보장기간 AppleCare+ 구매일로부터 3년 

서비스 이벤트 플랜을 처음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십이(12)개월마다 최대 2건의 서비스 이벤트. 미사용 
서비스 이벤트는 모두 소멸되고 다음 십이(12)개월의 보증 기간 내에 사용할 ADH 서비스 이벤트 
2건이 새로이 제공됩니다. 플랜의 다른 모든 혜택은 보증 기간 내내 지속됩니다. 

구입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이 플랜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고객님은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서비스 요금을 당시의 환율에 따른 해당 국가의 통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해당되는 요금에 관한 정보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AppleCare+ 지원 웹 사이트 
(apple.com/kr/legal/salessupport/applecare/applecareplus/)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pple.com/kr/legal/sales%2520support/applecare/applecareplus/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AppleCare+"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제품에 발생한 사고로 
아래의 수리를 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새 부품 또는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새 부품과 동등한 리퍼비쉬 (refurbished)  

부품을 사용하여 고장을 수리한 경우 
② 피보험제품을 새 제품 또는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새 제품과 동등한 리퍼비쉬 

(Refurbished) 교체품으로 교환한 경우 
(2) (1)의 "사고"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제품을 본래 용도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외부적인 사고(예 : 피보험제품을 떨어뜨린 경우 또
는 액체를 엎질러서 액체와 접촉으로 인한 손상)로 피보험제품에 발생한 기능적 또는 물리
적 손상(취급상의 우발적 손상)을 말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제품의 통상적인 마모 
② 피보험제품의 도난 또는 분실 
③ 피보험제품의 고장 또는 기능저하 

(3) (1)의 수리는 Apple 또는 Apple이 지정하는 해당 국가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피보험제품을 실제 수리 또는 교환 후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필요 시에는 수리기사의 출장비(서비스 제공업체로 이동하기 위한 개인의 교통비는  
제외함)를 합산한 총 비용을 말합니다. 

(4) 구매한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피보험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국가로 피보험제품을 보내기 위해 발생한 배송비 및 취급수수료를 고객님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구매한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수리를 받는 경우 수출입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관세,  
부가가치세, 기타 관련 세금 및 수수료는 고객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1) MacBook, MacBook Air: ₩22,760 
(2) 13" MacBook Pro: ₩24,120 
(3) 15", 16" MacBook Pro: ₩24,030 
(4) Mac mini: ₩4,430 
(5) iMac: ₩7,130 
(6) iMac Pro: ₩7,130 
(7) Mac Pro: ₩7,130 
(8) Mac Pro (A1991): ₩23,020 
(9) Apple Display: ₩39,110

자기부담금 Mac  
Tier 1 ADH 사고 : ₩120,000 

- 화면에 한정된 ADH 손상 사고시  
- 외부 인클로저에 한정된 ADH 손상 사고시  

Tier2 ADH 사고 : ₩370,000 
- 기타 다른 모든 ADH 손상 사고시 

Apple 디스플레이 
Tier 1 ADH 사고 : ₩120,000 

- 화면에 한정된 ADH 손상 사고시  
- 외부 인클로저에 한정된 ADH 손상 사고시  

Tier2 ADH 사고 : ₩370,000 
- 기타 다른 모든 ADH 손상 사고시 

Tier 1의 자기부담금은 화면에 한정된 손상(해당 시) 또는 외부 인클로저에 한정된 손상 이외에 
Apple이 화면이나 외부 인클로저를 수리 할 수 없을 정도의 추가적인 손상이 없어야 적용됩니다. 
Apple 브랜드 스탠드 및/또는 Apple 브랜드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용하는 VESA 마운트의 
ADH 손상은 외부 인클로저 한정 ADH 손상으로 취급됩니다. 추가 손상이 있는 피보험제품에 
대해서는 Tier 2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4. 구입절차 

1) Apple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내 리테일 스토어 또는 온라인 스토어나 Apple제품을 취급하는 리셀러나 Apple 계열회사를 
통해 ADH담보가 포함된 AppleCare+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 보험만 별도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2) 피보험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ADH 사고시 청구방법 
1) ADH사고 발생시 Apple(또는 Apple이 지정한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이하 같습니다.)에 반드시 사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AppleCare+ 계약번호와 기기일련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플랜 확인서, 피보험제품 및  

AppleCare+의 구매 원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사고 발생 장소와 날짜 및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ADH 청구 프로세스 
1) 고객님이 고객이 Apple(또는 Apple이 지정한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접수하면, Apple은 해당 제품의 수리가  

가능한지 또는 교체품의 제공이 더욱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고객은 위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피보험제품 내에 존재하는 원 부품 또는 Apple 공인 교체 부품을  

포함한 피보험제품 전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부품을 설치한 경우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Apple은 피보험제품을 새 부품 또는 리퍼비쉬한 부품으로 수리해주거나 신품 또는 신품과 동등한 교체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4)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AppleCare+ 계약조건에 따라 Apple로 이전되며,  

Apple은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통상적인 마모의 방지 또는 피보험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 손상에 대한 수리 
2. 피보험제품의 과도하거나 대대적인 물리적 손상(예: 찌그러지거나 휨)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또는 액체접촉으로 인한 피보험제품의 과도하거나 대대적인 손상(예: 일부 또는 전부가  
액체에 침수된 제품)으로부터 보호 

3. 예방적 유지보수의 수행 
4. 분실 또는 도난된 피보험제품의 교체 
5. 부주의, 오용,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 또는 정상적이지 않거나 Apple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피보험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한 수리 
6. 피보험제품을 설치, 제거 또는 처분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대체제품(피보험제품을 수리하는 

동안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제품)에 발생한 손상의 수리 
7. 피보험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의 수리 
8. 원인 여부를 불문하고 Apple 또는 Apple이 공인한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개봉,  

수리(업그레이드 및 확장을 포함합니다), 개조 또는 변경된 피보험제품에 생긴 손해의 수리 
9. 플랜을 구매하기 전에 피보험제품에 이미 발생한 손상의 수리 
10. 일련번호가 변경, 훼손 또는 제거된 제품 
11. 화재, 지진, 홍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외부요인에 의한 손상에 대한 수리 
12. 인체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는 유해 물질(생물학적 물질,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 
13.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손실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나 바이러스 및 외부  

어플리케이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수리비 
14. 피보험제품을 수리 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비용이나 택배·운송비용 

제재위반 부담보: 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 보장, 보험금 지급 또는 이익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1) UN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보험사 AIG손해보험주식회사



7. ADH 담보의 해지 
ADH 담보가 개시되면, 고객님에게는 30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ADH 담보를 해지할 수 있으며, 
AppleCare+플랜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나 이행된 청구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매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 AppleCare+플랜 구매가격에서 AppleCare+플랜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나 이행된 청구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보험기간 경과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후 환급하여 드립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AppleCare+ 플랜 전체를 해지하여야 하며, 
ADH 담보만 별도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플랜의 해지와 환급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AppleCare+계약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양도 
고객은 1회에 한하여 AppleCare+플랜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ADH 담보만 별도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AppleCare+의 계약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고객의 의무 

고객은 ADH 담보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1) AppleCare+ 플랜 계약 번호, 이를 구매한 증빙서류(영수증 등)의 원본 제출 
2) 손상원인과 증상에 대한 정보 제공 
3) 진단 또는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응답 

10. 책임의 제한 
(1)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회사는 Apple 또는 회사의 플랜에 따른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복구/재프로그래밍/재생산 비용, 데이터에 대한 기밀 유지 실패, 사업/수익/매출/예상절감액 손실 등을 포함한 간접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고객이나 피보험제품의 추후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AppleCare+ 플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이나 피보험제품의 추후 소유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한도액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이 플랜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원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11. 민원 
아래에 열거한 수단을 통해 Apple에 연락하여 민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support.apple.com/ko-kr/HT201232  

  - 주소 :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애플코리아, AppleCare Administration 
  - 애플 서비스지원 : support.apple.com/ko-kr/HT201232 

12. 일반조항 
이 보험상품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판매되고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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