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믹 글라스루프 문루프 M5(S,R,C)>

제품을 구입하여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M5[4700(S), 7000(R), Coupe(C)]는 개발자와 기술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한국 (주)문루프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입니다.
본 제품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모든 내용이 아래에 있습니다.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지침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문루프의 M5 제품 보증 안내
문루프㈜ 에서 생산/납품한 M5(R,S,C)는 자동차 에프터마켓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었으므로, 차량에 적합한 곡률과 크기가 맞게 적용 하시면 최적의
상태와 최고의 성능으로 안전하게 유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문루프의 보증규정과 소비자기본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드립니다.
문루프는 M5(S,R,C) 제품의 올바른 작동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1.정품으로 인증된 제품에 한하여 품질과 기능을 보증 합니다.
2.(주)문루프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판매하거나 장착한 제품에 한하여

무상 기간 동안 보증이 실시됩니다.
3.장착 안내서에 따라 장착되어진 제품에 한하여 보증이 실시됩니다.
4.글라스패널(유리)는 무상보증 교환,수리 대상이 아닙니다.
5.글라스패널(유리)파손을 제외한 제품 하자는 보증기간 안에 발생되면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리며 보증기간이 만료되시면 유상으로 수리합니다.
6.LED는 소모품입니다.LED는 무상서비스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7. 2 년 무상 서비스 됩니다.

보증제외
1. 누수 발생으로 인한 차량 사용 손실
2. A/S 부분으로 인한 차량 사용 손실 비용
3. 차량 출고 후 발생된 제품 외 적인 손상의 책임 입증
*손상의 종류 : 썬팅흠집 / 차량기스 /시트 흠집/ 오염 / 냄새 / 네비게이션 작동불능/
경보기 등 자동차 공조부분들을 지칭합니다.*
4. 위 3손상의 종류들로 인해 발생된 제반 사항
5. 차양막(전자동 커튼) 원단의 오염
6. 헤드라이너 원단의 오염 및 구김
7. 부속품이 없는 경우(예 : LED가 없으면 LED를 새로 장착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지침
1. 무상보증 기간이라도 A/S 발생 시 장착하신 대리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2. A/S발생으로 인한 픽업과 탁송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합니다.
3. 픽업으로 장착하였더라도, A/S 수리는 대리점으로 직접 입고해야 합니다.
4. 출장 A/S를 요구 하시면 지역에 따른 출장 비용이 발생 합니다.
5. 출장A/S는 미미한 A/S라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되며 경미함의 판단은 장착자가
합니다.
6.출장A/S는 부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후 한 달 이상
대기할수 있습니다.
7.출장A/S의 신청은 전화로 문의 하시거나 ,예약하기란에 예약, 또는 메일로 신청
합니다.

http://mroof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