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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제품 정보 설명서는 에는 iPod touch의 1년 제한 보증뿐만 
아니라, 안전, 취급, 폐기 및 재활용, 규제 및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상을 피하려면 iPod을 사용하기 전에 아래의 모든 안전 
정보 및 작동 지침을 읽으십시오. 안전 및 규제 정보의 
업데이트를 포함한 자세한 작동 지침 및 최신 중요한 제품 정보 
설명서를 보려면 www.apple.com/kr/support/manuals/ipod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iPod touch는 www.apple.com/legal/sla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Apple 및 타사의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하에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안전 정보

경고:  이들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화재, 감전 또는 기타 
부상이나 손상이 위험이 있습니다.

iPod 취급하기
iPod을 떨어뜨리거나 분해하거나 열거나 밟거나 굽히거나 변형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망가뜨리거나 마이크로파에 노출시키거나 소각하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내부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물기 및 젖은 장소 피하기
iPod을 빗속이나 세면기 가까이 또는 기타 젖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iPod에 음식물이나 액체를 엎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iPod이 젖은 경우에는 청소하기 전에 모든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고 
iPod을 끈 다음(잠자기/깨우기 단추 길게 누르기), 다시 켜기 전에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 iPod을 전자 레인지나 헤어 드라이기 같은 
외부 열기로 건조하지 마십시오.



3

iPod 수리하기
iPod을 직접 수리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iPod은 사용자가 직접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iPod을 물에 빠뜨렸거나 구멍이 나게 했거나 
심하게 떨어뜨렸다면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가져갈 때까지 
사용하지 마십시오. 서비스 정보를 보려면 iTunes의 도움말 메뉴에 있는 
iPod 도움말을 선택하거나 www.apple.com/kr/support/ipodtouch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iPod의 충전식 배터리는 반드시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www.apple.com/kr/batteries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iPod 충전하기
iPod을 충전하려면 Apple USB Power Adapter와 함께 포함된 
Apple Dock Connector to USB Cable을 사용하거나 USB 2.0 또는 
표준을 준수하는 다른 장비상의 고전력 USB 포트, iPod touch와 
작동하도록 설계된 다른 Apple 브랜드 제품이나 액세서리 또는 Apple의 
"Made for iPod" 로고를 사용하도록 인증된 타사 업체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이들을 iPod과 함께 사용하기 전에 해당 제품 및 액세서리에 대한 모든 
안전 지침을 읽으십시오. Apple은 타사 업체 액세서리의 작동 가능 여부 
또는 안정 및 규제 표준 준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pple USB Power Adapter를 사용하여 iPod을 충전할 경우 전원 
어댑터를 전원 콘센트에 꽂기 전에 전원 어댑터가 완전히 조립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Apple USB Power Adapter를 전원 콘센트에 
확실히 연결하십시오. 젖은 손으로 Apple USB Power Adapter를 연결 
또는 연결 해제하지 마십시오. Apple USB Power Adapter 이외의 어떤 
전원 어댑터도 iPod을 충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Apple USB Power Adapter는 정상적인 사용 중에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Apple USB Power Adapter 주변에 적절한 통풍을 
유지하고 조심해서 취급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Apple USB 
Power Adapter를 연결 해제하십시오. 

전원 코드 또는 플러그가 닳거나 손상되었습니다. 
어댑터가 빗물, 액체 또는 과도한 습기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댑터의 케이스가 손상되었습니다. 
어댑터에 서비스나 수리가 필요합니다. 
어댑터를 청소하고자 합니다.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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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손상 예방하기
이어버드 또는 헤드폰을 높은 음량으로 사용할 경우 청각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음량을 안전한 수준으로 설정하십시오. 음량을 높게 
하여 오랜 시간 청취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청각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나 말소리가 뚜렷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청취를 중단하고 청각 검사를 받으십시오. 음량이 높을 
수록 더 빨리 청각이 영향을 받습니다. 청각 전문가가 권장하는 청각 
보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버드 또는 헤드폰을 높은 음량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시끄러운 주변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음량을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음량을 
낮추십시오. 

iPod의 최대 음량 제한 설정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iPod touch 기능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안전 운전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iPod과 헤드폰(한 쪽 귀만 사용
한다고 해도)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거나 불법입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차량을 운전 중이거나 기타 
주의가 요구되는 활동을 하는 중에 주의가 산만해진다면, iPod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안전한 네비게이션
iPod에 지도, 방향 및 위치 기반의 네비게이션 지원을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들 응용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네비게이션 지원에
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확한 위치, 접근성, 거리 또는 방향을 정하는 데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Apple이 제공하는 지도, 방향 및 위치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은 
타사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타사 업체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이들 데이터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지도, 방향 또는 위치 기반 정보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iPod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주변과 비교하고 실제 이정표를 따르십시오.

주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지도, 방향 또는 위치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전 운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위를 
참조하십시오. 항상 iPod을 사용하는 지역의 이정표, 법 및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Â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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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피로 예방하기
iPod에서 비디오를 감상하거나 텍스트를 읽을 때 장시간의 사용을 
피하고 잠시동안 휴식을 취하여 눈의 피로를 예방하십시오. 

유리 조심
iPod touch 화면의 외면 커버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iPod을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에 노출시키면 이 유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유리가 깨지거나 금이 가면 깨진 유리를 만지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유리를 교체할 때까지 
iPod의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오용이나 악용으로 인해 깨진 유리는 보증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동작
iPod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과 같이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면 때때로 
팔, 손, 어깨, 목 또는 신체 기타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 중이나 동작 후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에어백은 강한 힘이 가해지면 터집니다. iPod이나 액세서리를 에어백 
위나 에어백이 작동되는 장소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무선 주파수(RF) 에너지 노출
iPod touch는 무선 송신기 및 수신기를 포함합니다. 켜져있을 시, 
iPod touch는 무선 주파수(RF) 에너지를 안테나를 통해 수신 및 송신할 
수 있습니다. iPod touch 안테나는 Dock 커넥터가 있는 쪽 끝을 잡고 
뒤집어 놓았을 때 iPod touch의 뒷면 왼쪽 모서리 근처에 위치합니다. 
iPod touch는 미국의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및 
그 밖의 나라에서 정한 RF 에너지에 대한 노출 제한을 준수하도록 
디자인되고 제작되었습니다. 노출 기준은 전자파 인체 흡수율 또는 
SAR이라고 알려진 측정 단위를 사용합니다.

iPod touch는 Wi-Fi 작업에 대한 SAR 노출 요구사항에 대해 검증되었고, 
이를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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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에너지에 대한 노출이 우려된다면, 시간이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iPod touch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여 노출을 제한할 수 
있고, 거리가 멀수록 노출 정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신체와 
iPod touch 사이의 거리를 멀리 두어 노출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무선 주파수(RF) 에너지 노출에 관련된 US FCC의 추가 정보를 보려면 
www.fcc.gov/oet/rfsafety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RF 에너지 노출에 관련한 과학 연구 결과의 추가 정보를 보려면 세계 
보건 기구(WHO)가 관리하는 EMF Research Database를
www.who.int/emf 사이트에서 참조하십시오.

무선 주파수(RF) 간섭
거의 모든 전자 장비는 적절하게 차폐 또는 디자인되지 않았거나, 호환
가능하게 구성되지 않은 외부 소스의 RF 간섭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iPod touch는 다른 장비와의 간섭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섭 문제를 
피하려면 다음 정보 및 지침을 읽어두십시오. 

항공기  항공기로 이동 중일 때는 iPod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iPod touch Wi-Fi 송신기를 끄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iPod touch 
기능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차량  RF 신호는 자동차에 설치되었거나 부적절하게 차폐된 전자 시스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량에 관해서는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상담원과 확인하십시오.

전자 장비  대부분의 현대식 전자 장비는 RF 신호에 대해 차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자 장비는 iPod touch의 RF 신호에 대해 
차폐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박 조정기  심박 조정기에 대한 간섭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심박 
조정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iPod touch가 켜져있을 시, 항상 iPod touch를 심박 조정기에서 
15.24c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iPod touch를 가슴 근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라도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될 시, 즉시 iPod touch를 
끄십시오.

Â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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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 장비  기타 개인 의료 장비를 사용할 경우 해당 장비가 외부 
RF 에너지에 대해 적절히 차폐되는지 확인하려면 장비 제조업체 또는 
주치의에게 문의하십시오.

건강 관리 시설에 iPod touch를 끄도록하는 규정이 게시되어 있다면 
iPod touch를 끄십시오. 병원 및 건강 관리 시설에서 외부 RF 에너지에 
민감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게시되어 있는 시설  iPod touch를 끄도록하는 규정이 게시되어 
있는 모든 시설 내에서 iPod touch를 끄십시오.

중요 취급 정보

주의:  이 취급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iPod 또는 다른 제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iPod 휴대하기
iPod에는 민감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Pod을 구부리거나 
떨어뜨리거나 밟지 마십시오. iPod의 외면이 긁히지 않게 보호하려면 
별도로 판매되는 많은 케이스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커넥터 및 포트 사용하기
커넥터를 강제로 포트 안으로 밀어 넣지 마십시오. 포트에 방해물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커넥터와 포트가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커넥터와 포트가 서로 맞는지, 커넥터를 포트에 
올바르게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iPod을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기
iPod을 항상 온도가 0º ~ 35º C(32º ~ 95º F)인 장소에서 작동하십시오. 
낮은 온도에서는 배터리 수명이 일시적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iPod을 항상 온도가 -20º ~ 45º C(-4º ~ 113º F)인 장소에서 보관하십시오. 
주차된 차량 내부의 온도가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iPod을 
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iPod을 사용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할 때 iPod이 따뜻해지는 것은 정상입
니다. iPod의 외면은 장비 내의 열기를 외부의 시원한 공기로 전달하는 
냉각 표면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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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의 외면을 깨끗이 유지하기
iPod을 청소하려면 모든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고 iPod을 끄십시오
(잠자기/깨우기 단추를 길게 누르고 화면 슬라이더를 밀기). 그런 다음 
부드럽고 보푸라기 없는 천에 약간의 물기를 묻혀 사용하십시오. 
개구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창문 클리너, 가정용 
클리너, 에어졸 스프레이, 솔벤트, 알코올, 암모니아 또는 연마제를 
사용하여 iPod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폐기 및 재활용 정보
지역 법률 및 지침에 따라 iPod을 적절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이 제품
에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iPod의 수명이 다하면 Apple 또는 지역 관청에 연락
하여 재활용 옵션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Apple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www.apple.com/environment/recycling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Deutschland:  Dieses Gerät enthält Batterien. Bitte nicht in den 
Hausmüll werfen. Entsorgen Sie dieses Gerätes am Ende seines 
Lebenszyklus entsprechend der maßgeblichen gesetzlichen 
Regelungen.

Nederlands:  Gebruikte batterijen kunnen worden ingeleverd bij de 
chemokar of in een speciale batterijcontainer voor klein chemisch 
afval (kca) worden gedeponeer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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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Disposal Information:

This symbol means that according to local laws and regulations your 
product should be disposed of separately from household waste. 
When this product reaches its end of life, take it to a collection 
point designated by local authorities. Some collection points accept 
products for free. The separate collection and recycling of your 
product at the time of disposal will help conserve natural resources 
and ensure that it is recycled in a manner that protects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pple과 환경
Apple에서는 작동 및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보려면 
www.apple.com/environment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FCC Compliance Statement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Important:  Changes or modifi cations to this product not authorized 
by Apple could void the EMC compliance and negate your authority 
to operate the product. This product has demonstrated EMC 
compliance under conditions that included the use of compliant 
peripheral devices and shielded cables between system components. 
It is important that you use compliant peripheral devices and shielded 
cables between system component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causing interference to radios, televisions, and other electronic 
devices. This device must not be co–located with other transmi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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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 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Responsible party (contact for FCC matters only): 
Apple Inc. Corporate Compliance
1 Infi nite Loop, M/S 26A
Cupertino, CA 95014

Canadian Compliance Statement 
Complies with the Canadian ICES-003 Class B specifi cations.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est conforme à la norme NMB-003 
du Canada. This device complies with RSS 210 of Industry Canada. 
This Class B device meets all the requirements of the Canadian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regulations.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respecte toutes les exigences du Réglement sur le 
matériel brouilleur du Canad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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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unity Compliance Statement 
The equipment complies with the RF Exposure Requirement 
1999/519/EC, Council Recommendation of 12 July 1999 on the 
limitation of exposure of the general public to electromagnetic 
fi elds (0- 300GHz.) This equipment meets the following conformance 
standards:
EN 300 328, EN 301 894, EN 301 489-17, EN 50385

Europe—EU Declaration of Conformity
Česky

Apple Inc. tímto prohlašuje, že tento 802.11 b/g radio g je ve shodě 

se základními požadavky a dalšími příslušnými ustanoveními 

směrnice 1999/5/ES.

Dansk

Undertegnede Apple Inc. erklærer herved, at følgende udstyr 802.11 

b/g radio overholder de væsentlige krav og øvrige relevante krav i 

direktiv 1999/5/EF.

Deutsch

Hiermit erklärt Apple Inc., dass sich das Gerät 802.11 b/g radio in 

Übereinstimmung mit den grundlegenden Anforderungen und 

den übrigen einschlägigen Bestimmungen der Richtlinie 1999/5/EG 

befi ndet.

Eesti

Käesolevaga kinnitab Apple Inc. seadme 802.11 b/g radio vastavust 

direktiivi 1999/5/EÜ põhinõuetele ja nimetatud direktiivist 

tulenevatele teistele asjakohastele sätetele.

English

Hereby, Apple Inc., declares that this 802.11 b/g radio is in 

compli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Directive 1999/5/EC.

Español

Por medio de la presente Apple Inc. declara que el 802.11 b/g 

radio cumple con los requisitos esenciales y cualesquiera otras 

disposiciones aplicables o exigibles de la Directiva 1999/5/CE.

Ελληνική

ΜΕ ΤΗΝ ΠΑΡΟΥΣΑ Apple Inc. ΔΗΛΩΝΕΙ ΟΤΙ 802.11 b/g radio 

ΣΥΜΜΟΡΦΩΝΕΤΑΙ ΠΡΟΣ ΤΙΣ ΟΥΣΙΩΔΕΙΣ ΑΠΑΙΤΗΣΕΙΣ ΚΑΙ ΤΙΣ 

ΛΟΙΠΕΣ ΣΧΕΤΙΚΕΣ ΔΙΑΤΑΞΕΙΣ ΤΗΣ ΟΔΗΓΙΑΣ 1999/5/Ε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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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çais

Par la présente Apple Inc. déclare que l’appareil 802.11 b/g radio 

est conforme aux exigences essentielles et aux autres dispositions 

pertinentes de la directive 1999/5/CE.

Íslenska

Hér með lýsir Apple Inc. yfi r því að 802.11 b/g radio er í samræmi við 

grunnkröfur og aðrar kröfur, sem gerðar eru í tilskipun 1999/5/EC.

Italiano

Con la presente Apple Inc. dichiara che questo 802.11 b/g radio è 

conforme ai requisiti essenziali ed alle altre disposizioni pertinenti 

stabilite dalla direttiva 1999/5/CE.

Latviski

Ar šo Apple Inc. deklarē, ka 802.11 b/g radio atbilst Direktīvas 

1999/5/EK būtiskajām prasībām un citiem ar to saistītajiem 

noteikumiem.

Lietuvių

Šiuo Apple Inc deklaruoja, kad šis 802.11 b/g radio atitinka esminius 

reikalavimus ir kitas 1999/5/EB Direktyvos nuostatas.

Magyar

Alulírott, Apple Inc. nyilatkozom, hogy a 802.11 b/g radio megfelel 

a vonatkozó alapvetõ követelményeknek és az 1999/5/EC irányelv 

egyéb elõírásainak.

Malti

Hawnhekk, Apple Inc., jiddikjara li dan 802.11 b/g radio jikkonforma 

mal-ħtiġijiet essenzjali u ma provvedimenti oħrajn relevanti li hemm 

fi d-Dirrettiva 1999/5/EC.

Nederlands

Hierbij verklaart Apple Inc. dat het toestel 802.11 b/g radio in 

overeenstemming is met de essentiële eisen en de andere relevante 

bepalingen van richtlijn 1999/5/EG.

Norsk

Apple Inc. erklærer herved at utstyret 802.11b/g radio er i samsvar 

med de grunnleggende krav og øvrige relevante krav i direktiv 

1999/5/EF.

Polski

Niniejszym Apple Inc. oświadcza, że 802.11 b/g radio jest zgodny 

z zasadniczymi wymogami oraz pozostałymi stosownymi 

postanowieniami Dyrektywy 1999/5/EC.



13

Português

Apple Inc. declara que este 802.11 b/g radio está conforme com os 

requisitos essenciais e outras disposições da Directiva 1999/5/CE.

Slovensko

Apple Inc. izjavlja, da je ta 802.11 b/g radio v skladu z bistvenimi 

zahtevami in ostalimi relevantnimi določili direktive 1999/5/ES.

Slovensky

Apple Inc. týmto vyhlasuje, že 802.11 b/g radio spĺňa základné 

požiadavky a všetky príslušné ustanovenia Smernice 1999/5/ES.

Suomi

Apple Inc. vakuuttaa täten että802.11 b/g radio tyyppinen laite 

on direktiivin 1999/5/EY oleellisten vaatimusten ja sitä koskevien 

direktiivin muiden ehtojen mukainen.

Svenska

Härmed intygar Apple Inc. att denna 802.11 b/g radio står I 

överensstämmelse med de väsentliga egenskapskrav och övriga 

relevanta bestämmelser som framgår av direktiv 1999/5/EG.

적합성 선언문(DOC)은 www.apple.com/euro/compliance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od touch는 다음 유럽공동체(EC) 및 EFTA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European Community Restrictions 
Français

Pour usage en intérieur uniquement. Consultez 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Télécommunications (ART) pour connaître les limites 

d’utilisation des canaux 1 à 9. www.art-telecom.fr

Italiano

Approvato esclusivamente per l’uso in locali chiusi. L’utilizzo 

all’esterno dei propri locali è subordinato al rilascio di 

un’autorizzazione generale.

Ελλάδα

Για χρήση σε εσωτερικούς χώρους μόνο

Singapore Wireless Certifi cation

Korea Statements

Taiwan Wireless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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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Compliance Statement
VCCI Class B Statement

Apple 1년 기한 보증서
구매지역국가(만약 구매지역과 거주지역이 다르다면 거주지역국가)에 
서의 소비자보호법 관련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이 보증서에 의해 부여된 혜택은 소비자보호법 관련규정에 의한 모든 
권리 및 구제방법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집니다. 본 보증서는 판매계약서
와 일치하지 않는 소비자의 어떠한 권리도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중지하지 않습니다. 몇몇 국가, 주 및 지역에서는 부차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거나 혹은 묵시적인 
보증서나 조건들의 존속기한에 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후술하는 제한이나 배제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증서는 귀하에게 특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아울러 귀하는 
국가, 주 또는 지역에 따라 변경되는 다른 권리들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본 제한적 보증서는 제품구매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
되고 규율됩니다. 본 제한적 보증서의 보증인인 Apple은, 제품구매가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 따라 본 서류의 말미에서 확인됩니다.

본 하드웨어 제품과 관련한 Apple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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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은 아래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원 최종 구매자가 본 하드웨어 
제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일(1)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중에 재료나 기술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본 제품에 대해 보증합니다("보증기간"). 
하드웨어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보증기간 내에 유효한 청구로서 
Apple에 의해 접수되는 경우, Apple은 Apple의 선택에 따라 준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1)새 교환부품이나 개조된 교환부품을 
사용하여 무료로 제품을 수리해 주거나, (2)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새 부품 또는 서비스가 가능한 중고 부품으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최소한 
원 제품에 상응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3)제품구매
금액을 환불해줄 수 있습니다. Apple은 보증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부품을 Apple이 제공하는 새 부품이나 '사용자 설치 가능한' 
개조 부품으로 교환하도록 귀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환제품이나 
Apple이 제공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된 '사용자 설치 가능한' 부품을 
포함한 교환부품에 관한 보증기간은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구십(90)일 이내의 기간 중 귀하에게 유리한 기간
으로 합니다. 제품이나 부품이 교환되었을 때, 모든 교환제품과 부품은 
고객의 소유가 되며, 교환된 제품이나 부품은 Apple의 소유가됩니다. 
본 보증서에 의해 Apple이 제공한 부품들은 보증 서비스가 청구된 
제품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할 경우, 환불 된 제품은 반드시
Apple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제품은 Apple의 소유가 됩니다.

보증기간 중 초기 백팔십(180)일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에 관한 
유효한 청구가 Apple에 의해 수락된 경우, Apple이 제공하는 제품의 
교환이나 수리에 대해 발송 제 경비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배제와 제한
본 제한적 보증서는 Apple에 의해, 또는 Apple을 위해 제작된 하드웨어 
제품에만 적용되며 그 제품에 찍힌 "Apple" 상표, 상호, 또는 로고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한적 보증서는 Apple상표가 아닌 
하드웨어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Apple 하드웨어와 
함께 포장되었거나 판매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pple이 아닌 제작
자, 공급자, 배포자는 최종 구매자에게 그들 고유의 보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준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Apple은 제품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합니다. Apple 상표의 유무와 무관하게 Apple에 
의해 유통된 소프트웨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에는 본 제한적 보증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법과 관련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상세내
용의 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첨부되는 사용권계약을 참조하십시오. 
Apple은 제품의 동작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든가 오류가 없을 것이라
는 것에 대한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Apple은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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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증서는, (a) Apple 제품이 아닌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b) 사고, 오용, 남용, 홍수, 화재, 지진 및 기타 외부 작용으로 인한 손해, 
(c) Apple이 허가하고 지정한 사용법을 벗어난 제품의 작동으로 인한 
손해, (d) Apple의 대리인이나 Apple A/S 대리점(Apple Authorized 
Service Provider "AASP" 또는 Apple의 권한을 부여 받은 서비스 제공
자)이 아닌 이가 행한 서비스(업그레이드와 확장 포함)로 인한 손해, 
(e) Apple의 서면 동의 없이 기능성과 성능(용량)의 개조를 위해 변경된 
제품이나 부품, (f ) Apple일련번호가 제거되었거나 파손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 보증서와 
위 설명된 구제방법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며 구두이든, 서면이든, 
법규상의 것이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지에 상관없이 기타 모든 
보증, 구제법, 조건을 대신합니다. 적용 준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Apple은 모든 법규상 또는 묵시적인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
지 않으며 Apple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위 보증의 범위에는 상품으로
서의 적합성,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합성, 그리고 숨겨진 또는 잠재된 
하자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지만 이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준거법의 범위 내에서, Apple이 법규상 또는 묵시적인 보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 그 보증의 범위는 Apple의 자유재량에 따른 
수리나 교체로 제한되고, 보증기간에 있어서도 본 보증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Apple의 어떤 전매인, 대리인, 또는 직원도 
본 보증서에 대한 변경, 확장, 또는 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조항이 합법이 아니거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하여도 나머지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손상되지도 않습니다.

본 보증서에 의해 제공하거나 준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를 제외
하고는, Apple은 보증서나 조건의 위반의 결과로 발생되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특정적인, 우연적인, 또는 결과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Apple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위 손해에는 법규상 
이론에 따른 사용상의 손해, 이익손해, 실제 또는 기대이익 상실의 
손해(계약상 이익의 손해 포함), 환전 사용에 관한 손해, 기대저축의 
손해, 사업손해, 기회손해, 신용 손해, 평판손해, 데이터 오손이나 손상에 
대한 손해, 그리고 모든 장비나 소유물의 교환, Apple제품에 저장되어 
있거나 Apple제품과 함께 사용된 모든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복구, 
프로그래밍, 재생산을 위한 비용이나 제품에 저장된 데이터의 기밀성 
보장의 실패 등으로 인한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손해나 손상을 포함하
지만 이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된 제한에 관한 규정은 
사망이나 개인 상해에 관한 청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법규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pple은 
본 보증서에 의한 제품의 수리나 교환 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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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비스 획득
보증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본 하드웨어 제품에 첨부되는 서류에 
언급된 온라인 도움말 리소스를 찾아서 이를 재검토 해보십시오. 
도움말 리소스를 적용한 후에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보증서비스의 획득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위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apple.com/support. 귀하는 반드시 Apple의 보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pple은 (i) 서비스가 제공되는 Apple 소유의 소매점("Apple 소매점")
이나 A/S 대리점, 위 Apple 소매점이나 A/S 대리점이 Apple 수리서비스 
지역으로 제품을 송부함으로써, (ii) Apple 수리 서비스 지역으로 제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납화물운송장을 귀하에게 송부함으로써
(귀하가 원 포장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Apple이 포장재를 
귀하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iii) 귀하가 직접 서비스를 행하거나 
제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DIY 서비스") '사용자 설치 가능한' 
새 교환제품이나 부품 또는 개조된 교환제품이나 부품을 고객에게 
송부함으로써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환제품이나 부품을 
수령함으로써 원 제품이나 부품은 Apple의 소유가 되며, 귀하는 필요한 
경우 정해진 시간에 원 제품이나 부품을 Apple에 반환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지시사항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원 제품이나 
부품의 반환이 요구되는 DIY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교환제품이나 
부품의 소매가격과 운송 비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Apple은 귀하의 
신용카드 승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지시사항을 준수한다면, 
Apple은 귀하의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제품이나 부품, 운송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교환된 제품이나 부품을 
반환해야 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Apple은 승인된 금액을 
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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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요청된 국가에 따라 서비스 선택권(종류), 서비스 부품, 
서비스응답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선택권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요청된 국가에서 제품의 서비스가 불가능 
할 때 요구되는 발송 제 경비는 귀하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제품을 구매한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에, 
귀하는 적용되는 수출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세, 부가가치세, 
그와 관련된 모든 세금과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국제 
서비스가 요청된 경우에 Apple은 그 지역 규정에 준수하여 하자가 있는 
제품이나 부품을 그에 상응하는 제품이나 부품으로 수리를 하거나 
교환해 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 Apple은 귀하가 보증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구매 세부사항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고 등록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내용과 
보증서비스 획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의 확인을 위해 첨부된 서류를 
참조하십시오.

Apple은 Apple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에 따라 고객 정보를 
취급하고 유지하도록 하며, Apple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은 
www.apple.com/legal/privacy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제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이터, 기타 정보 등의 
저장이 가능하다면, 컨텐츠 보호와 작동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로써 
귀하는 제품의 하드 드라이브나 기타 저장 미디어에 포함되어(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정기적인 백업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증서비스와 관련
하여 귀하가 제품을 송부하기 전에 별도의 컨텐츠 백업 사본을 보관하고 
보안과 관련한 모든 비밀번호를 파기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귀하의 하드 드라이브의 컨텐츠는 보증 서비스가 수행되는 동안 손실
되거나 재초기화 될 수 있으며 Apple과 Apple의 대리인(agent)은 
미디어나 기타 서비스가 행해진 제품의 모든 부분의 프로그램, 데이터, 
정보의 손상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최초 
구입한 제품과 같은 상태의 제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그 제품은 
적용되는 업데이트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이터, 비밀번호의 재설치, 재설정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본 제한된 보증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사용자 데이터의 
복구와 재설치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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