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opbox 및 Acer 혜택(25GB) 추가 이용 약관 

 

공고일: 2018년 1월 1일 

시행일: 2018년 1월 1일 

 

Acer 장치 신규 구매를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Acer와 Dropbox가 협력하여 1년간 25GB의 추가 Dropbox 

용량을 무료로 드립니다('혜택'). 용량을 받기 전에 이 프로모션에 적용되는 이용 약관('혜택 약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혜택 약관은 

Dropbox 서비스의 사용에 적용되는 Dropbox의 표준 이용 약관, 사용 제한 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Dropbox의 '표준 약관')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본 혜택을 받으면 Dropbox의 표준 약관 외에 이러한 혜택 약관에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으나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표준 약관에서 제공된 의미를 따릅니다. 

 

혜택 자격 요건 

 

이 혜택은 자격이 있는 새 Acer 장치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신규 및 기존 Dropbox 사용자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며 장치당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퍼비시, 중고 또는 복원된 장치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혜택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혜택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중국,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 크림 지역, 

또는 Dropbox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법으로 제한되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국가에서는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5GB 용량 제공 

 

25GB의 프로모션 용량은 모든 Dropbox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2GB의 기본 할당량은 물론 친구 추천, 시작하기 과정 완료 또는 기타 

지정된 작업 수행을 통해 획득했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용량(총칭하여 '영구 할당량')에 더하여 추가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1년간의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 할당된 용량이 원래의 영구 할당량으로 전환됩니다. 

 

1년 혜택 만료 후 

 

프로모션 기간이 종료될 때 Dropbox에 저장한 데이터가 영구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ropbox에 더 이상 파일을 추가할 수 없고 

장치에서 동기화가 중단됩니다. 저장 용량이 영구 할당량 미만이 될 때까지 온라인 상에서 Dropbox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업그레이드하면 언제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면 용량이 1TB로 늘어나고 다른 고급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경우 Dropbox에서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파일을 삭제하거나 옮겨 계정에서 

영구 할당량 내의 용량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메일 알림을 보낸 후 합당한 기간(최소 60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Dropbox는 영구 할당량 내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저장된 모든 데이터와 더불어 전체 계정을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삭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https://www.dropbox.com/terms
https://www.dropbox.com/terms#acceptable_use
https://www.dropbox.com/privacy2017
https://www.dropbox.com/upgra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