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제타스톤 코리아 유한회사
제품 환불 정책 안내

구입 시

Catalyst

New Rosetta Stone

New Rosetta Stone

별도 소모품

(기간제 학습권)

(영구 학습권)

(기간제 학습권)

(플래시카드, 워크북, 이어버드 등)

결제일로부터 10 일 이내

결제일로부터 10 일 이내

결제일로부터 10 일 이내

제품사용 유무에 관계없

제품사용 유무에 관계없

제품사용 유무에 관계없

구매 일로부터 7 일 이내 미 개봉 시 환불 가능.

이 환불가능

이 환불가능

이 환불가능

(개봉하였을 경우 환불 불가,

(기간경과 시 별도 환불

(기간경과 시 환불 불가)

(기간경과 시 별도 환불

기간 경과 시 환불 불가)

수수료 부담)

수수료 부담)

기간제 제품 환불 기간경과 후 반품요청 시
▶ 위약금 10% + 환불 요청일까지 이용일 수(사용횟수)에 대한 수수료 결제 후 차액 환불
온라인 패키지 상품의 반품 요청 시
▶ 구성품 미개봉 시 7일 이내 전액 환불
▶ 구성품 미개봉 시 7일 이후 총 결제금액에서 구성품 금액 차감 후 온라인 수강료 환불
▶ 10일 이후 구성품 개봉(미개봉) 시 총 결제금액에서 구성품 금액 차감, 위약금 10% + 환불 요청일까지 이용일 수(사용횟수) 대한 수수료 결제 후 차액 환불

배송 안내
▶ 배송사: 롯데택배 (Tel 1588-2121)
배송 기간
▶ 전일 24:00 까지 입금확인 된 주문 건에 한해 익일 출고.
묶음 배송
▶ 수취인명/배송지/주문시간이 동일 시에는 자동묶음 배송
▶ 수취인명/배송지/주문시간이 다를 시에는 묶음 배송 불가.

반품/교환 지정 택배사: 롯데택배
▶ 고객센터로 반품 접수 후 가까운 한진택배로 제품 회수 요청.
▶ 반송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3-4 1동
▶ 반송비: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고객 부담 /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시 당사 부담

취소, 반품, 교환, 환불 안내.
환불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 (1588-7718)로 연락 주셔서 환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환불 신청 후 7 일 이내 제품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 환불 요청이 취소됩니다.
제품 구성 품이 분실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환불이 불가하며, 제품 검수가 완료된 후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
취소신청은 배송대기와 배송요청단계에서 가능합니다.
A. 취소신청이란?
▶ 결제 완료 후 또는 발송 전에 구매의사가 변한 경우
B. 취소는 바로 되나요?
▶ 결제완료 후 발송준비 상태의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됩니다.
▶ 이미 발송한 경우에는 반품절차 진행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C. 카드결제 취소 , 환불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 결제 취소가 접수되면, 취소에 대한 절차 진행 후 결제 취소일로부터 영업일 10 일 이내 환불 됩니다.
▶ 현금의 경우, 환불계좌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영업일 7 일 이내에 환불 됩니다.
▶ 환불은 제품 구입시의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가상계좌의 경우 고객의 계좌를 통해,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결제 취소로 처리됩니다.)
반품신청
반품신청은 배송중과 배송완료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A. 반품신청이란?
▶ 고객의 제품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발송 완료 후 즉, 출고가 이루어진 후 구매 의사가 변한 경우.
▶ 반품 접수 된 제품이 당사에 도착한 후 반품에 관한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품 구성 품의 누락 또는 제품 훼손 시 환불이 불가 합니다.
B. 반품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에는 고객이 왕복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며, 물품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 시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C. 카드결제 취소, 환불은 언제 이뤄지나요?
▶ 반품상품이 당사에 도착한 후 검품 과정 후 카드결제 취소, 또는 현금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 결제 취소가 접수되면, 취소에 대한 절차 진행 후 결제 취소일로부터 영업일 10 일 이내 환불 됩니다.
▶ 현금의 경우, 환불계좌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영업일 7 일 이내에 환불 됩니다.
▶ 환불은 제품 구입시의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가상계좌의 경우 고객의 계좌를 통해,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결제 취소로 처리됩니다.)
D. 온라인 제품 구매의 경우.
▶ 온라인의 경우 수령하신 사은품이 있을 경우 사은품 반품 입고 후 결제 취소 가능.
교환신청
교환신청은 제품의 수취 후에만 가능합니다.
A. 교환신청이란?
▶ 제품 구성품이 불량일 경우(구성품별 상세 보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헤드셋 : 수령일로부터 1 개월 이내 헤드셋 고장이나 오작동등의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 1 회에 한하여 교환이 가능.
- Activation Card 의 분실인 경우: Activation Card 를 분실 했을 경우 추가 발급 불가. 구매 시 발송했던 Activation License 번호 안내.
- 기타 가이드 책자 분실의 경우: 로제타스톤 홈페이지의 제품지원을 통한 다운로드 또는 문자를 통해 전자문서(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 발송.
B. 교환 배송 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물품 하자에 의한 교환에 대한 배송비는 일반적으로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단, 로제타코리아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구매건 외에 주문은 위 약관이 아닌 각각의 유통채널(타쇼핑몰)의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18년 10월 22일부터 적용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