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GOJIN
WALKING PAD
이고진  워킹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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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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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코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감전등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곧바로 제조자나 그 대리점 또는
  유자격 기술자에 의해 전원코드 교환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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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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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지는 의류나 타월(수건) 등을 기기에 걸치고 사용하지 마세요.
·런닝벨트의 작동시 의류나 타월이 벨트에 감겨 부상 및 기기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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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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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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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을 설치하기 전에 2000x1000(mm)의 평평한 여유공간을 두고 조립하세요.

전원코드가 손상 및 파손된 경우에는 A/S 신청하여 전원코드를 교환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 운동화 및 운동복을 착용하세요.
·상품 사용 중 무리한 운동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운동복장(운동복 및 운동화)을 착용하세요.

본 상품은 1인용으로 동시에 여러명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운동 중에는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린이가 작동 중인 런닝머신 또는 실내 사이클에 접근하여 벨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다발합니다.
·런닝벨트의 작동시 마찰에 의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 상태와 상품 상태를 확인합니다.
·운동 후에는 기구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여 작동 중인 기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런닝머신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키를 떼어서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모니터 기둥은 잘 고정되어 있는지, 상품의 나사는 잘 고정이 되어있는지, 벨트는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는지,
  벨트 장력은 괜찮은지 꼭 확인 후 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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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후 상품을 사용하세요.
·다음에 해당되는 분께서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 후 상품을 사용하세요. 심장병, 고혈압 등 평소 심장에 장애가 있는 분
  호흡기 및 혈류 장애가 있는 분 / 변형성 관절염, 류머티스성의 질환이 있는 분 / 수술한 지 3개월 이내의 환자로
  회복기에 있는 분 / 임신 중이거나 생리 중이신 분 / 상기 외에도 건강상에 이상을 느끼시는 분

본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기를 사용할 때 감독 하에 있거나 교육 방법을 받지 못했다면, 이 기기는 신체장애가 있거나, 연장자 또는 심리적 문제가
  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들은 이 기기를 놀이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이 필요합니다.

EGOJIN WALKING PAD

이고진 워킹 패드 는 멋진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과

혁신적인 방법으로 유쾌한 운동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이템명

모터마력(HP)/소비전력/속도(Km/hr)

디스플레이 정보

상품 크기(mm)

박스 크기(mm)

실제벨트폭(mm)

상품 중량/사용자 체중

JX-I5

0.5HP / 350W / 0.5 ~ 6.0Km/h

시간, 거리, 걸음수, 칼로리, 속도

1510(L) * 620(W) * 105(H)

1628(L) * 690(W) * 135(H)

1215 * 460 * 1.55(T)

N.W : 26KG / G.W : 31KG / 110kg 이하

심플한 LED 한글 디스플레이 로 손쉽게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작동을 시작할 때

3초 카운트 다운 후 시작

 반드시 운동 시작 전에 안전 키를 옷에 고정하고 사용하세요.
·상품 사용 중 무리한 운동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거나 상품의 오작동, 다른 사유로 인해  비상 정지를 원하는 경우, 

  계기판에 연결된 안전 키가 탈착하면서 안전하게 비상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 착지를 원하실 경우, 벨트 양옆 발 받침대로 비상 착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걸음수
[운동한 걸음수]

 칼로리
[칼로리 소모량]

속도 
[현재 운동속도]

· 아이템명

· 소비전력

· 제조년월

· 제조자명

· 제 조 국

· 수입/판매자명

:JX-I5

:220V~, 60Hz, 350W

:박스상단에 별도표기

:JIANGSU JUNXIA GYM EQUIPMENT CO.,LTD.

:중국(OEM)

:㈜이고진

 XU070186-19002B

 R-R-E13-JX-I5

    
STEP  DIS. SPEEDTIME CAL 칼로리시간 거리걸음수 속도

 시간
[운동한 시간]

거리 
[운동한 거리]



리모컨 선택

빠르게

정지

느리게

시작/일시정지

워킹패드 사용 방법 및 기능 설명

속도 빠르게

속도 느리게

정지

안전키

시작

전원 켜기 플러그를 220V 전원에 연결하면 LED 화면 표시등이 켜집니다.

전원 끄기 전원 코드는 커넥터 방식이 아닌 일체형 입니다. 전원 ON/OFF 스위치가 없는 상품이며,

정지 상태에서(초기화 상태) 10분후 계기판의 전원이 꺼지는 절전 모드상태로 전환됩니다.

워킹패드 벨트의 우측(가속 버튼)을 한번 밟으면 0.5km/h로 시작합니다.

워킹패드 벨트의 우측(가속 버튼)을 밟을 때마다 0.5km/h씩

속도가 빨라집니다.(최대 속도 6km/h)

가속버튼으로 누르면 0.2km/h씩 속도가 빨라집니다.

(최대 속도 6km/h)

감속버튼으로 누르면 0.2km/h씩 속도가 느려집니다.

본체 및 리모컨 모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계기판 중간에 ‘ON’이 표시되면서

발로 감속 및 가속할 수 있는 본체모드가 켜집니다.

한번 더 누르면  ‘OFF’가 표시되면서 본체모드가 꺼지고,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변환됩니다.

워킹패드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계기판의 데이터가

모두 초기화됩니다.

워킹패드를 작동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워킹패드 벨트의 좌측(감속 버튼)을 밟을 때마다 0.5km/h씩 속도가 느려집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키가 장착되어 있어야 워킹패드가 작동합니다.

안전키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EO’라고 표시됩니다.

.
초기속도 0.5km/h가 되었을 때 좌측(감속 버튼)을 두번 밟으면 정지합니다. 
.
워킹패드를 12초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지하고 대기모드로 바뀝니다.
.
0.9km/h 속도로 운동 시 속도가 너무 느려 모터에 부하가 안 걸리므로,

 운동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해 작동을 멈춥니다.

안전 키

속도조절 장치

안전 키

감속버튼

LED 디스플레이

미끄럼방지패드

모터커버

워킹벨트

발받침대

이동바퀴

(SPEED DOWN)

(SPEED UP)가속버튼

리모컨 작동이 안 될 때는

상품의 전원 선을 뽑았다 다시 끼우고,

5초 이내에 “시작/일시정지 버튼”을

삐-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세요.

tip



NO 부    품    명 수 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IRunning stage

Secondary gear assembly

Running plate stiffener

M5x 20mm Phillips Sunk Screw

M8 x 24mm Phillips Sunk Screw

M8x35mm Allen Bolt

M10x80mm Allen Bolt

M6x55mm Hexagon Socket Head Cap Screw

M5x 12 mm Dome Head Phillips Sunk Screw

M6x45mm Hexagon Socket Head Cap Screw

M6x20mm Tri-assembly Socket Head Cap Screw

M8 Nut

10mm Washer

6mm Washer

Button holder

ST4.8×15mm Dome Head Padded Phillips Screw

ST4.8×12mm Dome Head Padded Phillips Screw

ST4.2×40mm Dome Head Padded Phillips Screw

ST2.9×8mm Dome Head Padded Phillips Screw

ST4.8×15mm Dome Head Phillips Screw

ST4.2 x 25mm Sunk Self-tapping Screw

ST4.2×15mm Large Fat head Phillips self tapping screw

ST4.2×10mm Large Flat head Phillips self tapping screw

Compression spring

Power cord Stator

φ25×φ15×5 Side rail stator

Front cover

Motor bottom cover

ventilating slot

button

1

1

1

4

8

2

2

2

4

1

3

2

2

3

2

5

2

2

13

7

4

29

2

2

1

8

1

1

1

2

NO 부    품    명 수 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Bottom mat

Motor cover

end cap

button / PCB board

Button seat

Button connector

Filter

Inductor

fan

Transport Wheel

Button guard for running stage

Side rail

Cushion

Crash Pad

Rubber Cushion

Display screen

Driving Board

DC Motor

1129×546×12mm Running Deck

2500×460×1.5mm Running belt

Motor belt /Long

Motor belt /Short

Front roller

Rear roller

Display PCB Board

Power cord

Safety Key

Magnet Conductor

Magnetic Conductor Stator

Safety Key Sensor

4

1

1

2

2

2

1

1

1

2

2

2

2

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속리스트 | 부속교체 및 A/S를 위한 페이지 입니다.



일반 워킹머신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A)

이 증상은 모든 워킹머신에 동일하게 발생되며 착용하신 운동화와 워킹벨트 표면의 마찰로 인하여 닳아 

가루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가루는 점차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청소기로 가루를 제거해 주세요. 

Q. 워킹머신 위에서 뛰고 난 후, 뒤에 검은 가루가 떨어져 있어요.

A.

Q. 워킹머신 벨트 중간에 사선으로 눌린듯한 이음새 자국과“턱-턱-”소음이 나요 

벨트 중간에 있는 사선 모양의 자국은 벨트 공정 시, 벨트를 접합한 이음매 부분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부분보다 

넓고 두껍게 제작이 되어 런닝머신 구동 시 '턱턱' 하는 소음이 나기도 합니다. 이는 이음새 부분이 롤러 회전 시 지나가는 소리로, 

불량이 아니며 사용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

1. 전원 on/off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2. 기둥선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3. 기둥 내부에 계기판 선이 단선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4. 안전키 장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Q.  계기판에 불이 안들어와요.

A.

1. 사람이 올라갔을 때 쏠리는 경우            

 - 워킹패드 운동 시, 운동자의 왼발과 오른발의 딛는 힘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정 안 해도 됩니다.

2. 사람이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가.  ‘시작’  을 눌러 작동시키고 속도는 5km/h 정도로 올립니다.                                                  

 나. 벨트가 왼쪽으로 쏠렸을 경우 L렌치를 오른쪽으로 반바퀴씩 돌려주면 벨트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다. 벨트가 오른쪽으로 쏠렸을 경우 L렌치를 왼쪽으로 반바퀴씩 돌려주면 벨트가 서서히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라. 30초 정도 지켜보면서 수정을 합니다. 

Q. 벨트가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쓸 때마다 수정을 해야 하나요?

A.

워킹머신은 앞/뒤 롤러를 당겨 장력으로 벨트를 회전시키는데 워킹머신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마찰열에 의하여 

고무벨트가 조금씩 늘어나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멈칫거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워킹머신 벨트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 L자 육각 렌치를 벨트 끝 플라스틱 캡 양쪽 구멍에 꽂고 동일하게 시계 방향으로 한,두 바퀴씩 돌려주세요.

2. 수정 후에도 변함 없으면 기사 방문 요청을 해 주세요.

Q.  벨트가 헛도는 듯이 멈칫멈칫(움찔움찔)합니다. 

A.

처음엔 벨트 하단에 기름이 칠해져 있으므로 주입하실 필요 없고 3,6,9,12월 5일에 벨트와 합판 사이 마찰부분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워킹 운동 시 삑삑, 뽀드득 등의 마찰 소음이 발생하면 전용 스프레이 오일을 칠해야 모터와 부속이 고장 나지 않습니다.  

Q. 오일 주입은 어떻게 하나요?

A.

모터 커버를 열고 먼지 청소를 해주세요. 커버가 있어도 틈사이로 먼지가 들어가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먼지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전도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Q. 워킹머신을 고장없이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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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 경동택배

※

카카오톡(@이고진SVC)/네이버톡톡(egojin1)

10:00~17:00

9

10:00~17: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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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