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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D 장치 구입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의미로 Acer 는 Adobe 와 함께 "개인용 Adobe Creative Cloud 모든 

앱"(이하 "혜택")에 대한 3 개월 제한 구독을 제공합니다.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본 프로모션에 적용되는 사용 약관("혜택 

약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 혜택 약관은 Adobe 의 표준 약관, 수용 가능 사용 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이하 "표준 

약관")과 함께 사용자의 Adobe 서비스 사용에 적용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Adobe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Adobe 사용 

약관을 수락해야 합니다. 본 혜택을 신청함으로써 귀하는 표준 약관 및 본 혜택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지만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로 표기된 약관은 표준 약관에서 주어진 의미와 같습니다. Acer 와 Adobe 는 언제든지 이 혜택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혜택 자격 

이 혜택은 새로운 적격 Acer ConceptD PC 를 구입하고 등록한 사용자에게 공개되며, 내 제품의 지침에 따라 2021 년 10 월 

31 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혜택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혜택을 받는 데 사용되는 바우처 코드를 받게 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내 제품에 나열된 날짜까지 Adobe 의 교환 웹사이트(www.adobepartneroffer.com/GO)에서 혜택 바우처 코드를 

교환해야 합니다. 적격 ConceptD PC 당 1 개의 혜택 바우처 코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여러 개의 적격 장치를 

구입하고 여러 개의 혜택 바우처 코드를 교환하려는 경우 Adobe 또는 주문 처리 담당자가 추가 적격 장치의 구매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구매 증빙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Adobe 또는 주문 처리 담당자는 언제든지 사용자를 주문 처리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거나 구독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행사는 귀하에게 개인적으로 제공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Adobe 가 해당 국가의 최종 사용자에게 Creative Cloud 를 제공하는 경우 이 혜택을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ative Cloud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obe 

웹사이트(https://www.adobe.com/content/dam/acom/en/products/creativecloud/cc/pdfs/cc-

availability-matrix.pdf)를 참조하십시오. 

 

3 개월 제한 구독 종료 후 

3 개월 구독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는 현재 가격으로 구독하여 Adobe Creative Cloud 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갱신하지 않으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dobe 

웹사이트(https://helpx.adobe.com/manage-account/using/cancel-subscription.html)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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