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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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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OJIN
Sweeper



아이템명

상품크기(mm)

박스크기(mm)

상품중량

용량

재질

청소면적

시간당 작업효율

브러쉬 너비

무동력 청소기

1300(L) * 1050(W) * 1035(H)

890(L) * 810(W) * 390(H)  

N.W : 23KG / G.W:25KG 

50L

PP

1050㎟

3680㎡/h

1100mm

상품정보

각 부분의 명칭 및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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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및 각 부분 명칭

Sweeper
상품 사용전,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상품 상세 정보 및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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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전 참고 사항  / 사용시 안전 주의 사항

설치전 참고 사항 안전 주의 사항

전방 브러시

손잡이

사용 및 관리

본 상품은 유해 물질을 청소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각재 혹은 인화물을 청소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이나 기름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줄 혹은 철사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우천 시 사용하지 마세요. 물로 세척하지 마세요.

한 바퀴만 사용하여 운행하지 마세요. 상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유리나 금속 또는 기타 부품을 청소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주위 환경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청소하려는 바닥의 상태에 따라 브러시의 높이를 조절해야 됩니다.
브러시가 너무 높으면 청소가 잘 안되고, 너무 낮으면 브러시의 마모도가 심해집니다.

손잡이를 너무 세게 조이면 볼트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전방 브러시를 접은 상태에서 메인 브러시의 높이를
가장 낮게 조절합니다. 실외에 보관 시, 습하지 않은 실내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청소기의 수리는 전문 수리기사에게 맡겨야 하며, 반드시 공식 부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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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전 주변을 정리한 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이 어수선할 경우 부품식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치 전 꼭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전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 상품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각 조립순서에 맞춰 볼트나 너트 등 부품을 나열해 두면 편리합니다.

설치 전에 미리 필요부품 등을 분리하면 조립 시 편리합니다.

·각 조립순서에 맞춰 볼트나 너트 등 부품을 나열해 두면 편리합니다.

포장을 뜯기 전에 파손을 발견한다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게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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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상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전방 브러시 조절 레버

전방 브러시

먼지통

메인 브러시 조절 레버

손잡이 조절 레버



상품 분해도 및 부속번호

상품 분해도 및 부속번호상품 분해도 | 부속교체 및 A/S를 위한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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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리스트 | 부속교체 및 A/S를 위한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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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 Sponge

Seal

Sponge Cover

Sponge

Locking Pin

Screw ST 4.8 x 16

Handle lever

Round Head Bolts M8 x 25

Dust-proof rear Cover

Wheel Cover

Baffle Plate

Transmission Belt

Dust-proof Rubber

NO 부    품    명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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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w ST 4.8 x 32

Main Brush

Screw ST 4.8 x 22

Front Brush

Wheel

Bolt Set

Baffle Plate 2

Handle

control lever

Wastebasket

Rear Wheel

NO 부    품    명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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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청소기 설치 방법

무동력 청소기 세척 및 조립방법

브러시의 하단 양측 방진 커버를 분리합니다.

먼지통 밀봉 커버를 분리합니다.

메인 브러시를 분해합니다.

*세척 후 조립 시에는 반대 순서로 작업하면 됩니다.

상품의 상단 부분(먼지통)을 열어 전방 브러시 2개를 빼줍니다.1

손잡이 각도를 조절 후 양쪽 레버를
돌려서 잠가 줍니다.

3 브러시 조절레버로 메인 브러시의 높낮이를
조정합니다.

4 앞부분의 조절레버로 전방 브러시의
높낮이를 조정합니다.

5

손잡이와 브러시 홀더를 들어, 전방 브러시를 장착합니다.
(결합되어 있는 볼트(16)를 빼낸 후, 양쪽 전방 브러시와 다시 결합합니다.)

2

1

5

3브러시의 후방 방진 커버를 분리합니다.2

정기적으로 배기구 스펀지를 세척해 줍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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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브러시는 볼트(16)  3개로 고정합니다.

뒤로 이동 시 턱의 높이가 19CM가 넘으면 안됩니다.

19cm

청소 시 턱의 높이가 2.5 CM가 넘으면 안됩니다.

손잡이는 3단계로 각도조절이 가능합니다.손잡이를 잡고 먼지통을 위로 들어올리면
먼지통이 분리됩니다.

메인 브러시에 이물질이 걸렸다면 즉시 반대로
돌려서 이물질을 꺼내 줍니다.

먼지를 버릴 때 먼지통에 충격을 가해
털어내지 마세요.

조절 레버를 사용하여 메인 브러시 조정
+ : 브러시의 높이를 낮춤
- : 브러시의 높이를 높임

조절 레버를 사용하여 전방 브러시 조정
+ : 브러시의 높이를 낮춤
- : 브러시의 높이를 높임

무동력 청소기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전방 브러시 장착방법

2.5cm

-

+

-

+

메인 브러시 높이 조정 방법 전방 브러시 높이 조정 방법

손잡이 각도 조정하는 방법 이물질 제거 방법먼지통 분리하는 방법

전진 시 주의사항 이물질 제거 방법후진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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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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 경동택배

※

카카오톡(@이고진SVC)/네이버톡톡(egojin1)

9:30~17:00

9: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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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