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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사용 설명서

EGOJIN
roman
CH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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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조립전, 

조립동영상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입력하거나

egojinsvc.com에서 조립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GOJIN roman CHAIR

상품명

상품크기(mm)

박스크기(mm)

상품중량

재질

최대 허용하중

로만체어

990(L) * 560(W) * 850(H)

720(L) * 290(W) * 165(H)

N.W : 9KG / G.W : 9.9KG

스틸, 레자, 스펀지

110KG 이하

상품정보

02

상품정보 및 각 부분 명칭

높이 조절 레버

안전핀

발등 스펀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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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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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에 대해서

설치전 참고 사항  / 안전 주의 사항

설치전 준비 사항

사용자 편의를 위해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참고

안전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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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은 가정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헬스클럽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장소 사용에 따른 상품 고장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유상 A/S 처리됩니다.

운동하시기 전 반드시 상품상태를 확인 후 운동하세요.
·상품은 잘 고정이 되어있는지, 상품의 나사는 잘 고정이 되어있는지(흔들리지 않는지)

    꼭 확인 후 운동하세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평소 운동량이 적었던 분들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식사 후 40분 후에 운동하세요.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이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운동 중 기구 파손 등으로 다치거나 어린이가 기구 주변에서 놀다 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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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다칠 수 있으므로 별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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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고 소비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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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은 1인용으로 동시에 여러명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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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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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편리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동봉된 조립 공구는 일회용으로 약하니 더욱 견고하게 꽉 조이기 위해서는 가정에 있는 스패너를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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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후 상품을 사용하세요.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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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은 실내용 기구이므로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실외에서 사용 시 상품의 품질 저하 및 고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용으로 인한 고장.사고 시에는 무상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손잡이

뒤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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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Front Support

Back Support

Front Bottom Tube

BackBottom Tube

Adjust Tube

Left Handle

Right Handle

Hook Leg Tube

Pad Holder

Foam Tube

Steel Plate

Arm Curl Cushion

Safe Pin

NO 부    품    명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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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1

22

23

24

25

26

27

28

2

2

3

1

2

3

4

6

15

4

Front Support Cap

Back Support Cap

Hex Bolt M10*70

Hex Bolt M10*65

Hex Bolt M10*60

Hex Bolt M10*16

Hex Bolt M8*35

Nut M10

Washer M10

Washer M8

NO 부    품    명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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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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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21

21

27

27

22

2614

27



처음 조립 시 공구 없이 손으로 볼트와 와셔, 너트를 어느 정도 조이고, 좌우대칭을 위해 평평한 바닥에서 고정합니다.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무리는 반드시 공구를 이용해 끝까지 조여 주세요. 주의

상품 조립방법

04

A. 메인프레임을 펴줍니다.
메인 프레임(1)을 그림과 같이 펴서 볼트(21), 와셔(27), 너트(26)로 조립합니다.

안전핀(13)으로 고정합니다.

B. 튜브 지지대를 결합합니다.
메인 프레임에 튜브 지지대(8)을 플레이트(11)과

함께 볼트(21), 와셔(27), 너트(26)로

결합합니다.

1

2 13

21

27

27 26

8

21
27

27

26

11

C. 앞.뒤 지지대를 결합합니다.
앞 지지대(3)을 볼트(22), 와셔(27), 너트(26)를

이용하여 조립합니다.

뒤 지지대(4)를 볼트(24), 와셔(27)를

이용하여 조립합니다.

D. 발등 스펀지를 결합합니다.
스펀지 튜브(9)를 튜브 지지대에 끼우고 

양쪽에 스펀지(10)를 끼웁니다.

3

4

22

27

24

24

27

27 26

27

10

10

9



상품 조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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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시트를 결합합니다.
시트(12)와 시트 프레임(5)을

볼트(25)와 와셔(28)을 이용하여

결합합니다.

F. 메인 프레임과 시트 프레임을 결합합니다.
메인 프레임과 시트 프레임을 높이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높이 조절 후 결합합니다.

12

5
25

28

7

26

27

23

6
27

G. 좌.우 손잡이를 부착합니다.
좌측 손잡이(7)와 우측 손잡이(6)을 볼트(23),

와셔(27), 너트(26)를 이용하여 시트 뒤쪽 프레임에

결합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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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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영수증 포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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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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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경동택배

※

카카오톡(@이고진SVC)/네이버톡톡(egojin1)

대한통운, 경동택배

※

카카오톡(@이고진SVC)/네이버톡톡(egojin1)

 

10:00~17:00

29

10:00~17:00

29



상 품 보 증 서

이고진 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

부품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판매원 : 주식회사 이고진

고객센터 1544-6312
       운영시간  10:00 ~ 17:00(주말,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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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