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ezer Bikes Warranty Policy
Breezer Bikes 의 무상 보증 정책
Advanced Sports Inc. provides the original retail purchaser of each new Breezer bicycle the
following warranty against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Advanced Sports Inc. 는 새로운 Breezer 자전거를 구입하신 각각의 소매 구매자에게 자재 및
공정상의 결함에 대해 무상 보증을 제공합니다:
Rigid frames
견고 프레임

5 years
5년

Rigid forks
견고 포크

5 years
5년

Full‐suspension frames
전체 서스펜션 프레임

5 years
5년

Suspension fork
서스펜션 포크

1 year or manufacturer’s warranty
1 년 또는 제조사의 무상 보증

Suspension parts (shock/pivots)
서스펜션 부품 (충격 /축)

1 year or manufacturer’s warranty
1 년 또는 제조사의 무상 보증

Paint Finish
페인트 마무리

1 year
1년

Components
부품

1 year or manufacturer’s warranty
1 년 또는 제조사의 무상 보증

Electric bicycle components
자전거 전장물

1 year or manufacturer’s warranty
1 년 또는 제조사의 무상 보증

This warranty is expressly limited to the repair or replacements of a defective frame, fork, or
part and is the sole remedy of the warranty. This warranty applies only to the original owner
and is not transferrable. Claims under this warranty must be made through an authorized
Breezer dealer. Proof of purchase is required and warranty registration must be completed at
http://www.advancedsports.com/register/, or a warranty registration card must be received by
Breezer Bikes/Advanced Sports Inc. before a claim can be processed. Warranty remedies are
subject to depreciation based on age and use of the bicycle
이 무상 보증은 프레임, 포크나 부품의 수리 혹은 교체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품질 보증
상의 단 하나의 조치입니다. 이 무상 보증은 본래의 소유주에게만 적용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무상 보증 하의 청구는 공인된 Breezer 딜러를 통해 이루어져야합니다.
구매에 대한 증빙이 요구되며 보증서의 등록은
http://www.advancedsports.com/register/에서 완료하거나, 보증서 등록 카드는 청구를
처리하기 전에 Breezer Bikes 나 Advanced Sports Inc.에 의해 수령되어야합니다. 무상 보증
조치는 자전거의 수명과 사용에 의거한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Voids and Exclusions
무효 및 예외사항
Wear and tear items

Paint, decals, tires, tubes, chains etc.

마모 물품

페인트, 전사물, 타이어, 튜브, 체인 등.

Climatic conditions

Damage due to climatic conditions such as but
not limited to rain, sun, excessive heat, and
exposure to salt air are not covered under the
warranty policy

기후 조건

우천, 태양, 과도한 열, 및 염분성 공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기후조건에 의한 손상은
무상 보증 정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Improper assembly or follow‐up maintenance
부적절한 조립이나 사후 보전

Failure to properly assemble, failure to
perform regular maintenance, and the
installation of parts or accessories not
originally intended or compatible with the
bicycle as sold voids the warranty
올바르게 조립하지 않거나, 정기적 보전을
행하지 않거나, 부품이나 악세서리의
장착이 본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판매된 자전거와 호환되지 않는 경우는
무상 보증이 무효화 됩니다

Accident and neglect
사고와 방관

Damage or failure due to accident, misuse, or
neglect and modification of the frame, fork, or
components voids the warranty
프레임, 포크 혹은 부품의 사고, 방관 및

변경에 의한 손상은 무상보증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Racing and competition
레이싱과 경기

Damage associated with racing or competition
voids the warranty
레이싱이나 경주와 연관된 손상은 무상
보증을 무효로 합니다

Abuse
남용

Use for stunts or lack of the technical skill of
the user voids the warranty
곡예를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기술
부족은 무상보증을 무효화합니다

Labor charges
인건비

Labor charges for the replacement or
changeover of part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sumer
푸품의 교체나 변경에 대한 인건비는
소비자의 부담입니다

Commercial use (rentals, fleet, security, etc.)

2‐year limited frame, 6 months components

상업적인 사용(대여, 운송수단, 보안 등)

프레임에 대해 2 년, 부품에 대해 6 개월로
무상 보증이 제한됩니다

Government use (police, military, etc.)

5‐year limited frame, 6 months components

정부 관서의 사용(경찰, 군대 등)

프레임에 대해 5 년, 부품에 대해 6 개월로
무상보증이 제한됩니다

Liability Limitation
책임 한계
Breezer Bikes/Advanced Sports Inc.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damages for personal injury, property damage, or economic loss. Some
states and countries do not allow the exclusion of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so the
above exclusion may not apply. Warranty duration and detail may differ by frame type and/or

by country. This warranty gives the consumer specific legal rights, and those rights may vary
from place to place. This warranty does not affect the statutory rights of the consumer.
Breezer Bikes 및 Advanced Sports Inc. 는 개인의 부상, 재산상의 손상, 혹은 경제적인 손실을
포함한 부대적 혹은 결과적인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주와 국가는
부대적이거나 결과적인 손상을 제외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의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상보증 기간 및 내역은 프레임 유형 및/혹은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무상 보증은 소비자에게 특정한 법적 권리를 드리며, 이 권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무상 보증은 소비자의 법률에 의거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