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GOJIN
spin bike

본 상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이 사용 설명서에는 상품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외관 및 사양은 상품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 N S T R U C T I O N  B O O K

상품 사용 설명서



spin bike

아이템명

구동방식

크랭크 방식

안장조절방식

드럼무게

디스플레이 정보

운동강도(단계)

상품크기(mm)

박스크기(mm)

상품중량

색상

최소 사용자 신장

최대 허용 체중

P00148(171S)

벨트 방식

3pcs 및 볼베어링

전/후, 상하 일정간격 조절방식

18kg

스캔, 시간, 속도, 거리, 칼로리

미세강약조절방식

1070(W) * 505(L) * 1230(H)

1080(W) * 225(L) * 840(H) 

N.W : 41KG / G.W :  46KG

블랙(Black)

147cm

130kg

상품정보

각 부분의 명칭 및 상품정보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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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및 각 부분 명칭

시트

핸들

계기판계기판 고정쇠

핸들프레임

패달(좌/우)

본체(조립)

뒷지지대 앞지지대

안장지지대

안장기둥

조절레버

상품 조립전, 
조립동영상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입력하거나

egojinsvc.com에서 조립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핸들 높이 조절레버

계기판

강약조절기/브레이크

안장 안장 높낮이
조절레버

앞뒤 간격
조절레버

플라이휠

이동바퀴

앞지지대
뒷지지대

수평조절 바퀴 페달 본체

안전 주의사항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이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상품은 가정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헬스 클럽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장소 사용에 따른 상품 고장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으며, 유상 A/S 처리됩니다.

운동기구는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작은 운동기구는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별도 장소에 보관합니다.
·아령, 바벨 등 기구로 인한 어린이 골절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높은 곳에 있던 기구가 굴러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주변이 어수선할 경우 부품식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변을 정리한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전에 미리 필요부품 등을 분리하면 조립 시 편리합니다.
·동봉된 조립도구 이외에 가정용 공구(전동드릴, 스패너)를 이용하시면 좀더 편하고 빠르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합니다.
·운동기구에서 넘어져 주변 가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구의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게 연락합니다.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고 소비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합니다.

운동 중에는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린이가 작동 중인 런닝머신 또는 실내 사이클에 접근하여 벨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다발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평소 운동량이 적었던 분들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식사 후 40분 후에 운동하세요.

경고

운동 중 어지럼증, 구토, 심장 통증, 식은땀 등의 이상증세를 느꼈을 때는
즉시 운동을 중지하시고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전 준비 사항 / 안전 주의 사항 

·지진, 낙뢰, 풍수해 및 당사의 책임 이외의 화재, 제3자에 의한 행위, 그 외의 사고,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오용, 그 외의 이상 조건에서의 사용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불능에서 오는 부수적인 손해(사업이익의 손실, 사업의 중단 등)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설명서의 기재 내용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 건강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 상태와 상품 상태를 확인합니다.
·운동 후에는 기구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여 작동 중인 기구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품은 잘 고정이 되어있는지, 상품의 나사는  잘 고정이 되어있는지(흔들리지 않는지) 꼭 확인 후 운동하세요.
·상품 사용 전 발목고정이 잘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운동 중 기구 파손으로 다치거나 아이가 기구 주변에서 놀다 날카로운 부분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 사용하실 때는 적절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 및 장애를 가진분, 어린이, 임산부, 노인분의 사용 시 항상 보호자의 감독하에 상품을 사용해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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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설명

1. 먼저 건전지 극성 (+/-)을 확인합니다.

2. 기둥 선이 제대로 접속됐는지 확인합니다. (TIP: 회사마다 +극성의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높이가 달라, 닿지 않는 건전지가 

 있으므로 건전지를 새로 교체하여 넣을 때 손으로  (-)쪽에서 (+)쪽으로 밀어주면 계기판에 액정이 표시됩니다.)

Q. 계기판 수치가(또는 전원이) 안들어옵니다.

A.

본체 감지 센서 위치가 자석하고 맞지 않아 수치가 오르지 않는 증상으로

1. 우선, 건전지 극성 (+/-)을 확인해 주세요.

2. 계기판을 분리한 후, 3가닥의 전선 중 모양이 다른 1가닥을 보면 2개의 쇠 핀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쇠붙이(쇠젓가락 가능)를 접촉하여 수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면 계기판을 교환해야 하고, 수치가 변하면 AS 기사 방문을 신청하세요. 

Q. 계기판 수치가 오르지 않습니다.

A.

이고진만의 흔들 자전거 거치대는 일반 입식 헬스 사이클 하부에 추가 장착하여  좌우로 움직이도록 제작된 상품으로 

상체를 움직이며 코어 중심 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입식과 스핀 사이클에만 장착 가능하며, 

좌식 사이클 및 이클립스는 효과가 적어 장착하지 않습니다.

Q. 흔들 자전거 거치대란 무엇인가요?

A.

1. 한 바퀴 돌릴 때마다 한 번씩 소리가 나요. 이는 페달을 덜 조였을 때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성인 남자의 힘으로 오른쪽 페달은 

 오른쪽 방향으로, 왼쪽 페달은 왼쪽 방향으로 돌려 더 꽉 조여 주세요.

2. 페달을 돌릴 때, 일정하게 '딱딱딱' 소리가 나요 이는 베어링 문제로, 베어링 교체를 위하여 AS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페달에서 소리가 나요.

A.

헬스사이클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Q&A)

■ 켜고 / 끄기 자동 :  

■ 전     체(SCAN) : 
  

■ 시     간(TIME) : 

■ 속     도(SPEED) : 
  

■ 거리(DISTANCE) : 
   

■ 칼로리(CALORIES) : 
                

모드 버튼을 누르면 켜집니다.
이때, 4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모든 운동정보를 6초 간격으로 보여줍니다.
(시간-거리계-칼로리-속도-거리)

운동시간은 00:00에서 99:59까지 축적됩니다.

현재 운동 속도를 표시합니다.
최대속도는 99.9km/h 또는 마일 /h입니다.

0.00에서 99.99km 또는 마일까지 
운동 총거리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칼로리 소비는 0에서
최대 9,999cal까지 축적할 수 있습니다.                                

기능설명

■ 속   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거   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총거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시   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칼로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00 ~ 99.99 Km/H

0.00 ~ 99.99 Km

0.00 ~ 99.99 Km

00:00 ~ 99:59분

0.00 ~ 9999 KCAL

계기표시

■ 4분 동안 운동을 중지하면 화면이 꺼지고, 페달을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시 전원이 들어옵니다.

■ 모니터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배터리를 교환해 주세요

■ 배터리 사양 : 1.5V SUM4 Size AA(2개)

참고사항

SCAN TMR SPD DIST CAL

선택

SET

전체 시간 속도 거리 칼로리



상품 분해도 | 부속교체 및 A/S를 위한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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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리스트 | 부속교체 및 A/S를 위한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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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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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DAL

END CAP1

CARRIAGE BOLT

REAR STABILIZER

FLAT WASHER

DOMED NUT

SPRING ADJUSTMENT KNOB

PLASTIC SLEEVE

WOOLLY BLOCK

VERTICAL SEAT POST

END CAP2

SEAT POST

SEAT

STOPPER

FRONT STABILIZER

MAIN FRAME

HANDLEBAR POST

HANDLE BAR

SPRING WASHER

BOLT

HANDLEBAR COVER

LEFT PROTECT COVER

RIGHT PROTECT COVER

BEARING

PLASTIC RING

PLASTIC SLEEVE1

SCREW6

FIXING NUT1

CRANK END CAP

KNOB

LOCK NUT

BOLT2

LEFT CRANK

CRANK COVER

BEARING

RIGHT CRANK

SCREW4

FIXING NUT2

FIXING NUT

NUT

JD-304V(M18X1.5)

60*30*1.5

GB/T 12-1988   M8*42

WELDING

GB/T 95-2002 8

GB/T 802-1988 M8

Φ57*62(M16*1.5)

53.5*23.5*1.5 20*30*1.5

110*16*4

WELDING

53.5*23.5*1.5

WELDING

DD-004

Φ32*37/(M8X25)

WELDING

WELDING

WELDING

WELDING

GB/T 859-1987 8

GB/T 70.2-2000 M8*16

115*89*75(60G)

330*82*258(110G)

330*83*258(110G)

608ZZ

Φ20*Φ9*3

53.5*23.5*1.5 60*30*1.5

GB/845-85 ST4.8X13

M12X1.25 H=8MM

Φ28*6.5

Φ60*113

GB/T 889.1-2000 M8

GB/845-85 M6*16

170*27(9/16")

Φ56*28

6004ZZ

170*15

ST2.9*12

GB/T 802-1988 M12X1.25

M6*54

GB/T 889. 1-2000 M6

NO 부  품  명 규 격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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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1

1

1

1

1

1

1

1

2

2

2

2

2

1

2

1

2

1

1

1

1

1

1

1

1

1

1

1

4

2

1

1

1

2

1

1

2

SCREW1

SCREW2

SCREW3

OUTER CHAIN COVER

LITTLE CHAIN COVER

AXIS

LONG FIXING TUBE

SHORT FIXING TUBE

INNER CHAIN COVER

BELT

BELT WHEEL

FLAT WASHER

SPRING WASHER3

SPRING WASHER

BOLT

WHEEL

SENSOR

FIXING NUT2

FIXING TUBE

BEARING

FLYWHEEL

FLYWHEEL SHAFT

COMPUTER

BOLT1

NUT

FLYWHEEL COVER

FIXING TUBE

COMPUTER HOLDER

THE BRAKE GUIDE SLEEVE

TWIST THE FIXINGS

WASHER2

NUT

WASHER2

SPRING1

SCREW ROD

THE BRAKE CONNECTION ASSEMBLY

BOLT1

THE BRAKE BLOCK ASSMEMBLY

RUBBER MAT

END CAT1

GB/T 845-1985 ST4.2*19

GB/T 15856. 1-2002 ST4.2X19

GB/845*85 ST4.8X13

654*265*49(507G)

108*37*3(7G)

Φ20*162

Φ25*Φ20.2*41.2

Φ25*Φ20.5*9

451*260*2(220G)

5PK53

Φ200*24

GB/T 95-2002 12

GB/T 859-1987 5

GB/T 859-1987 6

GB/T 5780-2000 M8*40

Φ69*23

SR-202

M12X1.25 H=6

Φ16*Φ12.1*35

6001ZZ

Φ453*72(18KG)

Φ12*160

ST-3611

GB/T77-2007 M6*6

M20*1.0

Φ59*35

Φ16*Φ12.2*56.2

2.5

18*18*1.2 25*25*1.5

Φ20*34

M10

GB/T 41-2000 M10

Φ20*Φ14*2.0

18*62

Φ13.5*80

18*18*1.2

GB/T 70.1-2000 M6*12

WELDING

90*15*13

Φ14*14

NO 부  품  명 규 격 수량



주의 If saddle threaded fastener is loosely tightened, it would be wobble. 
So, you have to tightened and it would be great if you use your own tools.

鞍子的螺丝没固定的话使用时安装会摇动。
一定拧紧一下（提供的工具以外，用其它工具就可以更牢牢地固定。

안장조임 나사가 느슨하게 조여지면, 사용 시 안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흔들리지 않도록 꽉 조여주세요.
(제공된 공구 이외, 다른 공구를 사용하시면 더 단단한 고정이 가능합니다.)

Tip

상품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향하여, 앞지지대 보다는 뒷지지대를 먼저 조립하셔야 쉽게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assemble easily, you preferentially should assemble the front stabilizer.

因为产品的重心向前边，先组装后面的支撑管吧。那就可以容易组装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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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지지대 / 앞 지지대 조립A

상품본체에 뒷지지대(4)를 긴 볼트(3), 와셔(5), 캡너트(6)을 
이용하여 본체에 결합합니다.

1

상품본체에 앞지지대(15)를 긴 볼트(3), 와셔(5), 캡너트(6)을 
이용하여 본체에 결합합니다.

2

안장 지지대(12)의 끝(빗살무늬 가공)을 
안장(13) 고정쇠 가운데에 삽입합니다.

1

제공된 스패너를 이용하여 안장 조임나사를
돌려 단단히 고정합니다.

2

안장과 안장 지지대 조립B

안장 고정쇠

안장 조임볼트

12

13

Assembly of Front / Rear Support Frame 组装前 / 后支撑管

组装鞍子和鞍子支架Assembly of Seat / Seat Post

Combine the main frame with the rear stabilizer(4) 
by using carriage bolt(3), flat washer(5) and domed nut(6).

在产品的本体上结合后面支撑管（4）用长的螺栓（3），垫圈（5），盖形螺母（6）。

Combine the main frame with the front stabilizer(15) 
by using carriage bolt(3), flat washer(5) and domed nut(6).

在产品本体上结合前面支撑管（15）
用长的螺栓（3），垫圈（5），盖形螺母（6）。

鞍子钢架（12）的头插入在鞍子（13）中间。

Insert Seat Post`s(12) edge into the center 
of the Seat clamp.

用提供的扳手拧紧鞍子的螺丝，固定一下。

Screw clamping screw firmly by using a 
spanner provided and fix.

6

6

5

5

4

3
3

15

16



20

19

18

17

7

주의

상품에 사용된 조절레버는 원터치방식으로 다 풀지않아도 쉽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Adjusting lever in product is one-touch method. So, you don`t need to be completely disassemble. You can just assemble very easily. 

在产品使用的调节杠杆会容易调节。

주의

볼트를 끝까지 조이지 않을경우 사용시 흔들 거릴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If the bolt is not completely tightened, it would be wobble. It can make accidents. You MUST completely tighten (the cycle.)

如果螺栓不紧的话使用时会摇动,也可能是事故的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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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및 안장 기둥 조립C

핸들, 핸들기둥 및 계기판 조립D

조립된 안장지지대(12)를 안장기둥(10) 윗부분에 삽입한 후 
조절레버(7)로 고정합니다.

1

핸들기둥(17)에 계기판 고정쇠(68), 핸들(18)을 와셔(19), 볼트(20)를 이용하여 조립합니다. 1

Assembly of Seat / Vertical Seat Post 组装鞍子和鞍子柱子

组装扶手， 扶手柱子 及 仪表板Assembly of Handle bar, Handlebar post, and computer

Slide the vertical seat post(10) inserts the seat post housing on the main frame
slide the seat post(12) inserts into the vertical seat post(10), 
use the knob(7) to tighten.

组装的鞍子支架（12）插入在鞍子柱子（10）
上边后固定和调节杠杆（7）。

안장 기둥을 본체와 결합한 후 조절레버(7)을 
사용하여 결합합니다.

2

Combine the vertical seat post(10) with the main frame
by using adjustment knob 1(7).

结合鞍子柱子（10）和本体后结合使用调节杠杆（7）。

Combine the handlebar post(17) with the handlebar holder(68), handle bar(18) 
by using elastic washer(19), bolt(20).

在扶手柱子（17）结合仪表板固定铁（68）跟 扶手（18），
垫圈（19）跟螺栓（20）。

결합된 핸들 기둥(17)을 조절레버(87)를 이용하여 본체에 결합합니다.2
Combine the handlebar post(17) with the main frame
by using adjustment knob 3(87).

用调节杠杆（87）结合的扶手柱子（17）结合在本体上。

계기판 고정쇠(68)에 계기판(63)를 고정합니다.3
Insert the computer(63) on the computer holder(68).

在仪表板固定铁固定仪表板。

본체와 연결된 센서선과 계기판의 센서선을 연결합니다.4
Combine the supporting plate with connect the plug.

跟本体连得感应器线连接仪表板的感应器线。

10

7
7

16

12

63



주의

페달을 크랭크에 결합할때는 반드시 손으로 먼저 일정부분 돌려 결합 후 공구를 사용하여 꽉조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공구를 사용하여 무리하게 돌릴경우 나사가 마모되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When you combine the pedal with crank, please make sure that tighten a little bit with your hand first and then tighten strongly with 
the assembly tool. If you assemble compulsorily with the assembly tool first, the screw can be abrasion which occurs the reason of the breakdown.

踏板结合在曲柄时一定先用手转动一部分结合后用工具拧紧踏板和曲柄一下。
从头用工具硬着头皮转动的话螺丝被磨损, 有可能成为故障的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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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우 페달 조립E

왼쪽 페달은 왼쪽(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크랭크에 결합합니다. 오른쪽 페달은 오른쪽(시계 방향)으로 돌려 크랭크에 결합합니다.1 2

오른쪽
(시계 방향)

왼쪽
(시계 반대방향)

·보통 그림의 화살표 부분에 L이나 R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페달 나사선  안쪽부분과 페달 안쪽 화살표 부분에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Usually, in the picture of the illustration there are arrow mark.  
 the sticker might be attached on arrow mark.
·The inner part of pedal spiral and  pedal arrow might be written.

오른쪽(R) 왼쪽(L) 쉽게 찾는 방법
The best way to find Left side or right side.

L

L

R

R

·一般在画的箭头部分贴了L或R的贴纸。
·踏板里面也标记了。

右侧踏板结合在曲柄。

Combine the left pedal with a crank by turning it to the left side
(counterclockwise)

左侧踏板结合在曲柄。踏板转动向左边。

Combine the right pedal with a crank by turning it to the right side
(clockwise)

右侧踏板结合在曲柄。踏板转动向右边。

※ 페달이 조여지지 않을 경우 방향을 확인해 주세요.
If the pedal is not tightenning, please check the direction of turning.

如果不能拧紧踏板的话请确认方向。

※ 페달이 조여지지 않을 경우 방향을 확인해 주세요.
If the pedal is not tightenning, please check the direction of turning.

如果不能拧紧踏板的话请确认方向。

Assembly of Left / Right Pedal 阻力左右脚踏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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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흔들거치대 장착방법

2 오일주입 방법 및 시기

① 지지대에 장착되어있는 받침대를 분리합니다.

② 흔들거치대와 함께 제공된 나사 4개를

    사용하여 흔들거치대를 장착합니다.

③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지지대에도 장착합니다.

※받침대 제거

제공 나사

흔들거치대

① First of all, separate mounted.
② Next combine rocking cradle with four screw offered.
③ Lastly, combine opposite side at the same way.

① 分开在支撑管安装的支架。
② 用摇摆架子一起提供的4个螺丝安装摇摆架子。
③ 在反方向支撑管也安装以同样的方式。

흔들거치대 장착방법[옵션] / 오일주입 방법 The way to install rocking cradle[option] / Oil injection method 摇摆架子 安装方法（配件）/  油注入方法

·소가죽 패드의 오일이 충분하지 못할경우 상품을 사용하실때 소음이 발생하게됩니다.

·흔들거치대 또한 오일이 충분하지 못할경우 사용하실 때 소음이 발생합니다.

※ 오일은 소음이 발행할 때 주기적으로 주입하면 되며, 시중에 판매하는 윤활유, 그리스 등을

    구입하여 그림의 위치에  주입하면 됩니다. (윤활유/그리스는 가까운 마트, 철물점에 판매합니다.)

·If there are not enough oil on pad, it would make a noise when you workout.
·If there are not enough oil on rocking cradle, it would make a noise when you workout.
※ Use lubricating oil and grease, Inject it as illustrated.

·不足毡的油时，使用产品的话发生了 噪音。
·摇摆架子也是不足羊毛毡的油时发生了 噪音。
※ 油是发生噪音的时候定期地注入就好， 买润滑油，等 注入在画上的位置。（油可以买五金店还是附近的超市。)

Rocking cradle

Supplied screws

Remove the pedestal

消除支架

摇摆架子

提供螺丝

摇摆架子安装方法The way to install rocking cradle

油注入的方法及时期Oil injection method a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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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신청 전 확인사항

수리 시 부품교체를 할 경우 

추가되는 부품가격입니다.

출장비는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적용되며  

유상 청구합니다.

부품비 출장비

· 서비스요금은 부품비, 출장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요금 산정기준

·  A/S를 신청하시려면 www.egojinsvc.com 사이트에 접속해

 사이트 하단의 온라인 A/S 접수 메뉴를 클릭한 뒤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A/S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고진 

 고객지원센터(1544-6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용 중 파손의 경우

· 천재지변 및 특별한 사고로 인한 고장 발생 시

· 협의 없이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 또는 

     다른 용도로 이용 고장 발생 시

· 사용자가 협의 없이 임의 개조, 변경, 수리하였을 때

· 조립 설명서상의 조립 방법과는 다르게 조립 후, 고장 발생 시

·  설명서의 안전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항목에 포함된 

 내용에 의한 고장 발생 시

유상서비스

·  상품 보증기간이란 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

·  상품의 보증기간은 구입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 일자의 

확인은 상품보증서(구입영수증포함)에 의해서 합니다.

·  중고품 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 보증기간

· 상품 수령일로부터 1년(일부 상품 6개월)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중 상품 제조상의 문제로 고장 발생 시

· 유상서비스에 포함이 안되고 배송일 기준 12개월 이내인 경우

무상서비스

 

 

·  A/S 신청하시면 당사 지정 택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택배

 신청이 접수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충격을 받지 않게 포장해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신청하기 전에 택배 이동 시 

 발생하는 상품의 손실 건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안전하게 포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함, 연락처, 고장 증상을 메모하여 함께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품질보증기간 내의 무상수리인 경우 택배 요금은 당사 

부담입니다. (지정 택배사 이용 시) 타 택배 이용 시 고객부담 

·  A/S 관련 규정 및 세부사항은 상품 구매사이트 상세설명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소모품 구매방법

이고진 쇼핑몰 접속 하시면 관리 오일 등

소모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www.egojin.com

상품 문의 및 고객상담 전화

1544-6312
카카오톡(@이고진SVC)

네이버톡톡(egojin1)



대한통운, 경동택배

※

카카오톡(@이고진SVC)/네이버톡톡(egojin1)

10:00~17:00

29

29

대한통운, 경동택배

※

카카오톡(@이고진SVC)/네이버톡톡(egojin1)

10:00~17:00



상 품 보 증 서

이고진 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736번길 29

저희 (주)이고진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품에
대한 상품 품질보증을 실시합니다. 서비스요청 시 (주)이고진 또는 지정된 협력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보상여부 및 내용통보는 상품입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해결하여
드립니다. 무상 A/S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구매시 온라인 사이트 주문 내역 및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규정대로 서비스됩니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시에는 상품에 동봉된 보증서에 구매일자를 기록하고 구매일자가
기록된 증빙 영수증(구매 영수증, 현금 영수증 ,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유상 A/S로 진행됩니다.

서비스에 대하여

구매자명

연 락 처

주     소

ID(구매처 ID)

상 품 명 모 델 명

가정용/클럽용 런닝머신, 사이클 , 전기 사용 기구(ex 바디슬리머 등)

보증 서비스 상품군 품질보증기간(도착 후) 중고-전시상품 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스텝퍼, 가정용 홈짐 웨이트기구

배터리 사용 기구(마사지건, 스마트신장체지방계, 스마트체중계, 소원푸리, 똑똑휴지통)

거꾸리,미니바이크,프리 웨이트기구(가정용 싯업,벤치류 , 치닝디핑)

기구와 기타기구, 매트류, 소모품을 제외한 품목 외(ex.아령,완력기)

요가매트 등 (바닥매트)

소모품(ex.라텍스밴드)

유료서비스

- 상품 이동, 장소 이동, 이사등으로 인한 설치 변경 시

- 상품 내부 먼지제거 및 세척, 이물질 제거 시

- 타사상품 병행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기구세척, 조정, 사용설명, 설치등 
(상품고장이 아닌경우)

-설치시 장소의 제한(협소, 계단, 엘리베이터 크기)등으로
  인해 사다리차 또는 1명 외의 추가 인력 필요시,고객께서는
  최소 3만원이상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고진의 지원 범위는 일반적인 사다리차와 1명의 추가
  인력에 대해 지원됩니다.

사다리차 2인 배송설치 시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수리로 고장발생 시
-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 
- 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 시
- 당사에서 미지정된 소모품, 옵션품 사용으로 고장 발생 시
- (주)이고진 서비스 기사 및 협력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발생 시
- 사용 설명서 내에“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 시

소비자 과실로 고장난 경우

- 천재지변(낙뢰, 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 시
- 사용하면서 마모되거나 소모되는 소모품
   (손잡이 커버, 오일, 와이어, 스펀지등)

그 밖의 경우

무료서비스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 시 상품교환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교환 불가능 시

교환된 상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부주의.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보증기간 이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상품교환 유상수리 금액징수 후 감가상각 적용 상품 교환

유상수리 유상수리수리가 가능한 경우

박스개봉 후 확인했는데 구매 상품이 아닌 경우 반품 또는 상품교환

반품가능(왕복배송비 고객부담)

반품불가 (단, 협의시 왕복 배송비 및 설치비는
실비로 청구되며, 실비와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은
고객 부담) (감가상각한 금액=구입비-감가상각비)

반품불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유상수리

반품 또는 상품교환

반품불가. 환불불가

이고진 직영 서비스팀이 직접 방문하여 A/S

A/S(수리)만 가능(반품불가. 교환불가)

상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상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상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상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상품교환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구입비-감가상각비)

상품 수리 후 약정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일
보관비를 청구하며 2개월이상 지난 경우 폐기처분 함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구입가 환급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박스개봉 및 확인 후 구매한 상품은 맞지만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은 단순변심

조립설치 후 미사용인데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은 단순변심

택배로 반품 보낸 상품을 일부 분실한 경우와 훼손된 경우

박스 개봉하여 확인 시 외형상 손상의 경우

중고-전시 상품의 단순변심

조립설치 후 미사용인데 상품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불량 시)

하자 발생 시

수리 불가능 시(*동일한 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 재발,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 재발하는 경우)

조립설치 후 사용하여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예: 사이클-플라이휠, 런닝 . 워킹머신 - 모터)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상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소비자 피해유형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택배 및 조립,
설치상품
7일이내

구입일로부터 12개월

구입일로부터 6개월

구입일로부터 6개월

구입일로부터 6개월

구입일로부터 1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14일

5년

5년

5년

3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는 해당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