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용 및 보관상의 경고/주의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 아래의 경고/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에이지락 미 스킨 케어 시스템 내에 동봉된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외의
용도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격, 화상, 화재, 기타 상해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을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제품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반드시 적합한 인증(KC인증 등)을 받은 건전지를 사용하십시오.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전지는 분리하여 보관하십시오.
※ 건전지 누액이 흘러나와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지 단자에 목걸이, 동전, 열쇠, 시계 등 금속 제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품을 열 또는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전원을 켠 상태로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보관하지 마십시오.
분해, 압착, 관통 등의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등 비정상적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제품의 손상 및 수명 단축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특정 장소 및 환경에서의 제품 보관 및
사용을 피하여 주십시오.
•여름철 자동차 내부 및 40도 이상의 고온
•욕조, 샤워기, 세면대, 기타 욕실 주변 등 습한 환경
•찜질방 등 고온 다습한 환경
•이불, 전기장판, 카펫 등 울퉁불퉁한 바닥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는 방수(waterproof) 제품이 아닙니다.
다른 제조업체에서 만들었거나 뉴스킨 코리아에서 권장하지 않은 액세서리 또는 부품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액세서리나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품질보증이 무효화됩니다.

상호명

뉴스킨 코리아(주)

제조년월

별도 표시

기자재명칭

Hands-free Dispenser

제조자

Rosti Integrated Manufacturing
Solution Co,.Ltd.

모델명

ageLOC Me Device

제조국

중국

B급 기기(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 품질보증서
본 품질보증서는 사용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제품이 올바르게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
기간(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 내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 발생 시,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 품질보증기간(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15881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품질보증서의 내용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만 해당됩니다.

01 사용 및 보관상의 경고/주의사항과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
기간 내에 제품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구입하신 제품과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다만, 제품의 단종 등의 경우로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이 어려운 경우 변경·출시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보증 기간 내에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 및 제품을 구입한 영수증과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어 당사의 소비자 상담실(☎1588-1440)로 교환 의뢰하여 주십시오.
02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인 1년 이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무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상 서비스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잘못된 사용법(사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이나 부당한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및 손상
나. 구입한 후의 낙하나 수송으로 인하여 발생된 고장 및 손상
다. 화재, 지진, 풍수해, 낙뢰, 염해, 가스 사고,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라. 본 보증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마. 본 보증서에 구입연월일, 구입자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록된 내용이 수정된 경우

03 본 보증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 뉴스킨 코리아를 통해 정식 수입/
유통을 거쳐 구입하신 제품에 대해서만 본 보증서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04 본 보증서는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 본 보증서는 명기되어 있는 기간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 무상 보증 서비스를 약속하여 드립니다. 보증 기간 이후에
제품의 하자 또는 상기의 무상 보증 서비스 대상 제외의 경우 하기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소비자 상담실(☎1588-144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처리 기준

보상 기준

무상 보증 기간 이후 또는 무상 보증 제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 제품 교환

06 무상 또는 유상 교환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7 제품을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설명서에서 권장하지 않거나 경고하는 행동이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이
없으며, 보증이 제한됩니다.
08 본 보증서는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 기간이 지난 이후의 교환이나 수리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소비자 상담실(☎1588-144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제품명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

회원번호

품질보증기간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

전화번호

제품 구입연월일
구입자

주소

* 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다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