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란시 공기청정기 평생 무상 품질보증 (Lifetime Warranty) A/S 정책
※ 평생 무상 품질보증 A/S 는 한국에서 구입한 정품만 해당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품등록한 제품만 적용됩니다.
※ 1 차 구매자가 정품등록을 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전 구매했던 제품들도 적용됩니다.
- 평생 무상 품질보증 A/S 제외 목록 1. 필터와 같은 소모품인 경우.
- 가습기와 같은 습기가 높은 곳에서 사용하다 필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
-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본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
- 정품 필터와 같이 정품 외에 필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상의 잘못이나 개조, 임의수리, 당사가 인정하지 않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경우.
- 본 제품의 부품을 당사 외에 부품으로 개조 및 수리한 경우
(예: 나사, 커버, 모터, 스위치등)
- 본 제품의 본체 속이나 겉면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는 경우
- 콘센트를 꽂고 청소하는 경우

- 콘센트를 꽂은 채로 본 제품을 이동시키거나 들어올리는 경우
- 조립이 되지 않는 상태 혹은 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예: 걸쇠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사용)
- 가습기나 고온을 내는 제품 옆에 두는 경우
- 실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본 제품을 작동하는 경우
- 기울어진 경사면과 같은 평평하지 않는 곳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본 제품의 낙서를 하거나 튜닝을 할 경우
- 본 제품의 정품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본 제품에 이상이 생길 시 직접 수리하거나 당사가 인정하지 않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는
경우

3. 도금 변색, 굴곡, 스크래치, 찌그러짐 등과 같은 외형적 변형이 있는 경우.
- 본 제품의 사용 시간이 오래 될수록 자연스럽게 도금이 변색이 되는 경우
- 본 제품을 잘 못 된 장소, 사용에 의해 굴곡, 스크래치, 찌그러짐이 생기는 경우
- 본 제품을 다른 물건과 부딪힐 때 굴곡, 스크래치, 찌그러짐이 생기는 경우
- 본 제품을 모서리가 날카로운 사물 근처에 놓을 경우
- 본 제품에 스티커 등 부착된 부품을 임의적으로 떼어버리는 경우

4. 물에 빠트리거나 화학물 (고체, 액체, 기체) 노출로 인한 고장 및 손상.
- 청소 시 본 제품을 물에 빠트리거나 물기를 안 닦는 경우
(예: 커버, 모터, 본체 속, 스위치, 필터 등)
- 화장실, 욕실, 욕조 등 물이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
- 알코올, 가솔린, 희석제, 용제, 암모니아 등 화학물로 제품을 청소하는 경우
- 음료수와 같은 액체를 본 제품에 쏟는 경우

5. 흙이 묻거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 본 제품에 흙을 묻히거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고장 및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
- 본 제품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거나 물리적 충격을 가한 경우
(예: 바퀴가 달렸다고 해서 타고 놀거나, 심하게 미는 행위)
- 본 제품을 임의적으로 신체 부의로 충격을 주거나 다른 물건을 본 제품을 향해 던지는 경우
- 본 제품을 엎어지거나 떨어트리기 쉬운 장소에 놓은 경우
(예: 선반, 책상, 탁자, 의자 등)

6. 일반가정 외 공장, 사무실, 등 영업소 및 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일반가정보다 먼지가 훨씬 많은 공장, 사무실,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수명과 필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장소)
- 제품을 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화재, 지진 등 공해, 천재지변과 같은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고장 및 손상.
- 화재가 나서 제품이 그을리거나 타버리는 경우
- 지진으로 인해 제품이 고장이 나는 경우

8. 차량, 선박, 이사 등 이동 중에 생기는 고장 및 손상.
- 차량, 선박 등으로 이동시킬 시 외부충격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이 생기는 경우
- 이사 시 부주의로 본 제품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같이 외부충격으로 고장 및 손상이 생기는
경우

9. 사용설명서에서 제시된 것과 다른 사용 방법.
- 본 사용설명서의 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본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 극단적인 고온, 저온, 다습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 난로, 가습기 근체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1. 제품의 생산이 중단 된 경우.
- 본 제품이 단종이 될 경우
- 본 제품의 수입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