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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사용 설명서

EGOJIN
ELLIP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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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명

크랭크 방식

드럼무게

디스플레이 정보

운동강도(단계)

상품크기(mm)

박스크기(mm)

상품중량

색상

적정 사용자체중

최소 허용 신장 

BK-8018(201D)

3pcs

7kg

시간, 속도, 거리, 칼로리, 총거리

1~8단계

950(L) * 960(W) * 1490(H)

935(L) * 330(W) * 775(H)

N.W : 36KG / G.W : 40KG   

블랙

120kg

140cm

상품정보

각 부분의 명칭 및 상품정보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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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및 각 부분 명칭

미끄럼 방지 발판

뒷지지대앞지지대

레일 손잡이

강약조절기

Elliptical
상품 조립전, 
조립동영상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입력하거나

egojinsvc.com에서 조립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툴 S10-13-14-15

L자 렌치 S6

계기판

계기판
본체

앞커버

발판 프레임

발판 프레임

좌우 레일

손잡이

뒷지지대

앞지지대

발판

발판

안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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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이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운동 중 기구 파손으로 다치거나 아이가 기구 주변에서 놀다 날카로운 부분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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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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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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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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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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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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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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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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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초 조립 시, 강약 조절기를 잘못 끼운 경우(90%가 이 경우임) 그림처럼 고리에 추를 먼저 끼운 후, 

 힘있게 위로 잡아당겨 위 고리에 끼워주세요.

2. 최대 강도가 약한 좌식사이클의 경우 발이 아닌 손으로 돌렸을 때도 1단과 14단의 차이가 없다면 AS 신청을 합니다.

3. 강약 차이가 있다면 정상이니 문제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Q. 강약 조절이 안돼요.

A.

1. 한 바퀴 돌릴 때마다 한 번씩 소리가 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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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것은 베어링 문제로, 베어링 교체를 위하여 AS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페달에서 소리가 나요.

A.

헬스사이클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Q&A)

계기 표시

■ 시   간ㆍㆍㆍㆍ0:00 ~ 99:59분

■ 속   도ㆍㆍㆍㆍ0.00 ~99.9 Km/H

■ 거   리ㆍㆍㆍㆍ0.00~999.99 Km

■ 칼로리ㆍㆍㆍㆍ0.0~999.9 KCAL

■ 총거리ㆍㆍㆍㆍ0.0~999.9 Km

버튼기능

■ 모드
  ㆍ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능설명

■ 자동 켜기 끄기
운동을 시작할 때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계기판이 켜집니다. 
만약 4분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기판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 초기화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 모드
모드 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르면 시간, 속도, 거리, 칼로리,   
총거리 순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간(TIME)
운동을 시작한 총 시간을 표시합니다.

■ 속도(SPEED)
현재 속도를 표시합니다.

■ 거리(DISTANCE)
운동 거리를 표시합니다.

■ 칼로리(CALORIE)
운동으로 소비한 칼로리를 표시합니다.

■ 총거리(ODO)
총 누적 거리를 표시합니다.

■ 스캔(SCAN)
4초마다 자동으로 디스플레이가 표시됩니다. 
계기판이 작동되지 않으면 배터리를 교체해주세요.

스캔      시간    속도    거리     칼로리    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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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툴 S13-14-15

L자 렌치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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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L/R

10L/R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L/R

30

31

32

33

34L/R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1

1

1

8

8

12

2

2

2

2

4

7

10

2

4

9

4

2

4

2

2

2

2

2

2

2

8

2

2

2

2

2

2

2

4

4

4

2

1

1

1

1

2

2

2

2

Main frame 

Front bottom tube 

Rear bottom tube 

Screw M8*55

Spring washer D8

Washer D8

Feet cap roller 

Adjust feet cap 

L&R pedal weld 

L&R pedals 

Bolt M8*50

Nut M8

Axis cap 

Slider board 

Screw M6*40

Nut M6

Tube pad 

slider wheel bolt 

Axis 6200Z

Slider 

Bolt M8*12*Φ10*32

 Assist wheel 

Nylon nut M10

Tube pad 

Connect metal 

Bolt M8*9*Φ10*16

Sleeve 

Bolt M8*12*Φ10*16*Φ8*31

L&R swing rod 

D washer 

Washer D8

Spring washer D8

Screw M8*16

L&R handlebar 

Bolt M8*40

Curved washer D8

Nut M8

foam 

mid handlebar weld 

Screw M8*55

Monitor 

Screw M8*35

Washer D8*Φ28*2

L&R crank

Axis 6203ZZ

Screw M6*12

NO 부    품    명 수 량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L/R

70L/R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9

90

1

1

1

1

2

2

2

1

2

1

4

2

2

6

1

1

1

1

1

1

1

2

2

2

1

13

4

2

5

1

1

1

1

1

2

1

4

2

2

4

2

8

2

Mid axis 

Belt wheel 

Long axis 

Washer Φ21*Φ17.5*0.3

Snap ring D17

Crank cover 

Frank nut M10*1.25

Long axis 

Axis 6000RS

Flywheel 

Nut M10

Bolt 

Nut M10*1

Nut M6

brake weld 

Brake washer 

brake felt 

brake fixed seat 

brake shock 

Screw M6*50

Snap spring 

Screw M5*12

L&R cover 

L&R decoration cover 

Decoration strip 

Screw ST4.2*20

Bolt ST4.2*12

Screw M5*10

Screw ST4.2*20

8 level tension control 

Tension control back cover 

Screw M5*20 

Belt 

Sensor 

Washer Φ8.5*Φ19*2

tube pad 

Bolt M6*15

Bolt M5*10

Flat washer 

Spring washer D6

Stepper pad

Flat washer Φ10.1*Φ30*2

PP ring

NO 부    품    명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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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 프레임과  발판 조립B

본체와 지지대 결합A

앞지지대 결합
앞지지대(2)와 본체(1)를 볼트(4),스프링와셔(5), 와셔(6)을 이용하여
결합합니다.

1

뒷지지대 결합
뒷지지대(3)와 본체(1)를 볼트(4),스프링와셔(5), 와셔(6)을 이용하여
결합합니다.

2

앞커버 끼우기
계기판 기둥을 들어올려 앞커버(70L/70R)를
본체 기둥축에 통과하여 끼워줍니다.
앞커버과 본체를 볼트(72),(73)를 이용하여 결합합니다.

3

왼쪽 발판 프레임 조립
왼쪽 발판  프레임(9L)과 발판(10L)을 볼트(11), 패드(83), 와셔(6),
너트(12)를 이용하여 결합합니다.

1

오른쪽 발판 프레임 조립
오른쪽 발판  프레임(9R)과 발판(10R)을 볼트(11), 패드(83), 와셔(6),
너트(12)를 이용하여 결합합니다.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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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와 좌우 레일 결합C

왼쪽 레일 결합
왼쪽 레일(29L)과 발판 프레임(9L)을 아래 그림과 같이 볼트(26), 와셔(89,27)로 결합합니다.

1

오른쪽 레일 결합
오른쪽 레일(29R)과 발판 프레임(9R)을 아래 그림과 같이 볼트(26), 와셔(89,27)로 결합합니다.

2

좌우 레일과 레일 축 연결
그리스를 바른 레일 축(49)에 본체를 통과시켜 오른쪽 레일(29R), 왼쪽 레일(29L)과 볼트(33), 스프링 와셔(32), 와셔(31), 와셔(30)로 
결합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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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좌우 손잡이 결합
좌우 레일(29L, 29R)과 손잡이(34L,34R)를 볼트(35), 와셔(36), 
너트(37)를 이용해 결합합니다.

1

레일 좌우 손잡이 결합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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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관리요령F

레일 손잡이

강약조절기

소음 발생시 대처 요령
사용 중 페달 회전 시 발생하는 
흔들거림과 소음은 상품을 사용하면서 
나사가 점점 풀려 발생하는 것으로 
브라켓 나사와 너트를 조여주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감캡을 분리한 뒤 핸드레일과 발판 지지대 

프레임의 결합 부분을 스패너와 L렌치를 이용하여 

살짝 풀어 그리스 오일을 주입하고 끝까지 조여줍니다.

마감캡을 분리한 뒤 좌우 레일 지지대와 

본체  결합 부분을 L렌치를 이용하여 살짝 풀어 

그리스 오일을 주입하고 끝까지 조여줍니다.  

발판이 움직이는 레일에 그리스 오일을 

발라줍니다.

페달과 발판 지지대 프레임 연결 부분을 

L렌치를 이용하여 살짝 풀어 그리스 오일을 

주입하고 끝까지 조여줍니다.

롤러가 지나가는 4개의 프레임 마찰 부분에

그리스 오일을 뿌려줍니다.

 조치 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 A/S 접수를 해주세요.

기둥고정 / 계기판 결합E

2 계기판 센서선 결합
계기판(41)의 센서선과 본체 기둥에 있던 센서선(80)을 결합합니다.

1 계기판 기둥 고정
계기판 기둥(39)을 세우고 볼트(42)를 이용하여 조여줍니다.

3 계기판 결합
미리 계기판(41)에 결합되어 있던 볼트(84)를 분리하여 기둥과
계기판을 볼트(84)를 이용하여 결합합니다. 

● 계기판을 조립하기 전

     건전지를 끼워줍니다.

● 건전지 교체 시 

     계기판 볼트 제거 후 교체

PULSE

SENSOR

AAA 2개

주의

84

● 계기판을 조립하기 전

     건전지를 끼워줍니다.

● 건전지 교체 시 

     계기판 볼트 제거 후 교체

PULSE

SENSOR

AAA 2개

주의



 A/S 신청 전 확인사항 상품 문의 및 고객상담 전화

1544-6312
카카오톡(@이고진SVC)

네이버톡톡(egojin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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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하단의 온라인 A/S 접수 메뉴를 클릭한 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A/S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고진

  고객지원센터(1544-6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요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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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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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서비스

● 상품 수령일로부터 1년(일부 상품 6개월)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중 상품 제조상의 문제로 고장 발생 시

● 유상서비스에 포함이 안되고 배송일 기준 12개월 이내인 경우

 유상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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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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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품 구매방법
이고진 쇼핑몰 접속 하시면 관리 오일 등

소모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www.egojin.com

부품비
수리 시 부품교체를 할 경우 
추가되는 부품가격입니다.

출장비
출장비는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적용되며, 

유상 청구합니다.



대한통운, 경동택배

※

카카오톡(@이고진SVC)/네이버톡톡(egojin1)

10:00~17:00

29

10:00~17:00

29

대한통운, 경동택배

※

카카오톡(@이고진SVC)/네이버톡톡(ego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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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