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템명

· 소비전력

· 제조년월

· 제조자명

· 제 조 국

· 수입/판매자명

:XG-1916S(MAESTRO V2)

:220V, 60Hz, 700W

:박스상단에 별도표기

:NINGBO NEW NOBLE SPORT EQUIPMENT CO.,LTD.

:중국(OEM)

:㈜이고진

XG-1916S(MAESTRO V2)

MSIP-REI-E13-XG-1916S

XU070166-17003B



벨트가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쓸 때마다 수정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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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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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