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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tune Challenge AR Rower와 함께 운동을

1. 어떠한 Fitness운동기구와 마찬가지로, 귀하께서 Neptune Challenge AR 
Rower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요.  

2. 정확한 발의 위치 및 기본적인 로잉 기술들에 대해선 본 매뉴얼에서 제공
되는 설명들을 준수해 주세요

1. Neptune Challenge AR Rower는 수직으로 세워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보관 시, 방의 구석(코너) 또는 벽에 기대는 자리와 같은 안전한 위치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2. 기계 메인프레임에 부착된 경고 스티커에 나타나 있듯이, 손과 손가락은 
구동부에 가까이 대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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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tune Challenge AR Rower 구성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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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설  명 Item 설  명

1 Mainframe   16 Footstrap (2)

2 Rower Seat 17 Rear Leg (1)

3 Seat Rail (별도로 박스포장) 18 75x50 Rubber End Cap 
(1)

4 M10x180mm Bolt (1) 19 M10x25 Rear Leg Bolt (1)

5 M10 Plastic Dome Washer 
(1) 20 Rear Rubber Bumpstop 

(1)

6 M10 Nylock Nut (2) 21 M6x10mm Bumpstop 
Screws (2)

7 M10 Washer (1) 22
Seat Rail Internal Support 
Bracket
(1)

8 M10x95mm Bolt (1) 23 Siphon

9 11x21x2T Washer (3) 24 Multi-Tool (1)

10 Washer M6 25 6mm Allen Key (2)

11
12mmx388mm Footplate 
Shaft
(1)

26 8mm Allen Key (1)

12 Nylon Footplate Spacer (2) 27 2x AA Batteries

13
17mmx1.5Tx110 Internal 
Spacer
(1)

28 4x Water Treatment Tablet

14 M8x15mm Bolt (2) 29 Owners Manual

15 M8 Wash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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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설명서

좌석의 넓은 면을 뒤로 가게 해서, Rower 
Seat[2]/좌석을 Seat Rail[3]/좌석 레일에 
설치하세요

좌석을 부정확하게 설치하게 되면, 로잉 
운동 중에 얻어지는 데이터가 부족하게 
됩니다.  

좌석 레일을 뒤집어서 Rear Rubber 

Bumpstop/뒤쪽 고무 범퍼[20]를 설치하는

데, 이 때 경사진 면이 앞으로 가게 하여 

2x M6x10mm screws[21]를 이용하여 조

립하세요

경사진 면  

M10x25mm Bolt[19], 11x21x2T 
Washer[9]를 사용하여, 좌석레일 안쪽 
지지 브래킷[22]과 뒤쪽 다리[17]를 
그림과 같이 조립하세요.  뒤쪽 다리가 
고정되었으면 Rear Rubber End Cap 
[18]/뒤쪽 고무 캡을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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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레일을 메인 프레임에 설치하세요. 좌
석 레일에서 sensor lead(센서 선)을 꺼내
어 메인 프레임에 부착하세요. 그런 다음, 
앞쪽의 좌석 레일 구멍과 메인 프레임의 
구멍을 일치시키고, 1x M10x95mm Bolt[8], 
2x 11x21x2T Washers[9] 그리고 1xM10 
Nylock Nut[6]를 사용하여 조립하세요

좌석 레일의 윗구멍 위로 플라스틱 돔 캡
(plastic dome cap)을 올리고, 그 위로 
M10x180mm[4] 수직방향 프레임 장력용 
볼트를 위에서 아래로 집어 넣습니다.  그
런 다음, 아래쪽에서 M10 Washer[7] 와 

Nylock Nut[6]를 사용하여 조여 주세요  

주: 수직 방향의 프레임 장력용 볼트를 너무 세게 

조이진 말아 주세요. 조립이 완료되고 나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튜닝”페이지를 참

조하세요 

Footplate[10]/발판을 Rower에 설치하세요. 

Footplate assembly left side.  조립을 쉽

게 하기 위해서, 발판의 왼쪽과 좌석 레일

의 스페이서(spacer)를 그림에서처럼 위치 

시키십시요  

팁: 발판 어셈블리를 rower에 장착할 때, 
한쪽만 제거하시고 나머지는 그림에서처럼 
그대로 두십시오

주: 이 부분의 조립을 위해 동일한 사이즈
의 Allen Key 2개가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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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tune Challenge AR의 적절한 튜닝:

Neptune Challenge AR Rower는 강화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간 다리를 가이
드 라인으로 사용하면서, 중간 다리가 바닥면에서 3~5mm정도 올라올 때까지 수직 방향의 프레임 장력

용 볼트를 조여 주세요.  중간 다리는 로잉 스트로크 도중에 바닥면을 살짝 닿게 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Allen Key를 사용하여 수직방향의 프레임 장력 

용 볼트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Multi-Tool은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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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영역의 조절이 가능한(AR) Tank 
First Degree Fitness사가 개발하고 특허 받은 저항을 조절 가능한 (AR)탱크는 진정한 의
미의 다단계 저항을 제공합니다.  AR탱크 내에서 “저장” 및 “활동”공간 사이로 물이 이동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본 제품을 사용할 때 개개의 사용자가 다이얼을 돌려서 선호하는 
저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최소한의 저항대에 도달하기 위해선, 탱크 조절장치의 “MIN”을 선택합니다. 중앙에 있는 
저장 탱크를 채우기 위해선 바깥쪽(활동형) 탱크엔 최소한의 물의 양을 남겨둔 채, 
10번의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저항만을 필요로 할 때는 항상 이 작업이 
요구됩니다. 일정한 페이스(분당 20~25회 스트로크)로 세게 잡아당기되,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스트로크시 힘을 가해 주세요. 사용자가 로잉하는 동안에도 저항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본 로잉 머신은 저항을 거의 즉각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지만, 
중앙의 (저장)탱크가 가득 차 있으므로, 10회의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운동 루틴 개발하기  
사용자가 요구하는 운동 레벨을 찾게 되면, 운동량을 보다 다양하게 하기 위해 SPM 및 
스트로크 강도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Interval Pacific은 대부분의 로잉 운동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저강도 구간이 고강도의 짧은 구간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FDF 
Rowing Ergometer는 단일 운동 도중에 다단계의 저항운동을 경험할 수 있게끔 알아서 변
환이 됩니다. 운동 루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FDF사의 웹싸이트인 
www.firstdegreefitness.com 를검색해보시길바랍니다.

MAX: 가장 무거운 저항에 도달하기 
위해 물의 양을 최대치로 허용합니다. 

MIN: 가벼운 저항을 생성시키기 위해 

일정량의 물을 가두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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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Tank 물 채울 시 주의사항 
     
        중요: 탱크를 채우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경고: 
         AR tank의 물을 채울 시, 조절 핸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한 만수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MAX”위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MAX”가 아닌 다른 것으로 셋팅하게 되면, 부정확한 만수위가 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사용 중이나 또는 세워서 보관할 시에 누수의 염려가 
있습니다 

17리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최대치를 초과해서 탱크에 물을 과도하게 
채워서는 안됩니다.  탱크의 하부에 있는 탱크 레벨 표시를 참조해 주세요. 

물을 채우기 전에 조절 핸들을 “MAX"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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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탱크에 물을 채울 시, 바닥이나 카펫에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 아래에 물받이 천을 깔아 주세요.

탱크 물 채우기 및 물 관리  

1. 탱크 상단에서 고무로 된 마개/플러그를 제거해 주세요.

2. Rower옆에 큰 양동이의 물을 준비한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사이폰의 딱딱한 부위를 양동이에, 
부드러운 호스를 탱크 내에 집어넣어 주세요.  주:  물을 채우기 전에 사이폰 상단의 작은 흡기용 
밸브를 닫아 주세요. 

주: 수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증류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사이폰(siphon)을 짜주면서 탱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탱크 내부의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탱크 옆면에 표시되어 있는 레벨 게이지를 이용하세요.  탱크에 물을 과도하게 채워선 안 
됩니다 ! 

4. 원하는 레벨까지 탱크를 채운 다음에는, 사이폰 상단의 밸브를 열어서 호스 안의 물을 빼내어 
주세요. 

5. 탱크 채우기 및 물 관리 절차가 완료되면, 탱크 플러그를 반드시 제자리에 끼워 주세요 

사이폰 사용시 팁: 물을 담은 양동이를 탱크보다 높은 위치에 두게 되면, 탱크에 물을 보충할 때, 
사이폰이 자동적으로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물 관리 절차: 염소 정제 투여. 
주: 물 관리의 양은 Rower의 위치와 햇빛에의 노출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에서든, 제공되는 정제(알약) 이외의 어떠한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

가 구매하신 제품 박스에는 4개의 물 관리 알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수 년간 물 관리를 하기에 충분

합니다.  물이 변색되거나 또는 조류/박테리아의 징후가 나타나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염소 정

제의 구매를 위해서는, 가까운 지역 판매점/대리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탱크 물 채우기 및 물 관리 절차 

주: 만수위를 채우기 위해선 17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탱크에 물을 

채울 시, 반

드시 조절 

핸 들 을 

“MAX”에 설

정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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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내 물을 제거/교환: 

1. 조절 핸들을 “MIN”으로 설정.

2. 저수 탱크를 가능한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번의 스트로크로 당겨주세요.  

3. 탱크 플러그를 제거. 

4. 사이폰의 딱딱한 부분을 탱크 내에 삽입하고, 부드러운 호스는 큰 양동이 속으로

  삽입해 주세요. 

5.탱크 속의 물을 빼낸 다음, (대략 40%의 물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본 매뉴얼의 
  탱크 물 채우기 영역에 나타나 있는 대로 다시 탱크에 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 사이폰 상단의 밸브는 적절한 물 빠짐을 위해 반드시 닫혀져야 합니다.  

주: 물 관리는 관리 일정대로 유지된다면 탱크 내의 물을 교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염소정제의 투여는 오직 물의 색깔이 변색될 때만 요구됩니다. 
 
주: 햇빛에의 노출은 수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Rower를 직사광선으로부터 멀리 두시길 
   바랍니다.  

탱크의 물을 빼내기 전에 최소한 10번의 완벽한 스트로크로 
로잉해 주세요. 탱크 플러그를 떼어 내고, 사이폰의 딱딱한 
끝을 탱크 내에 집어넣은 다음 물 빼기를시작하세요.

주 : 대략 40%의 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A/R탱크를 

분해하지 않고는 완벽하게 물을 빼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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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tune Challenge AR Rower 의 컴퓨터 옵션: 

배터리를 설치하면, LCD 패널이 윙 하는 기계음과 함께 표시됩니다.  

Mode: 다양한 setting들을 설정 가능: 

Set: 숫자들이 깜박거리면 눌러서 value들을 위로 설정하세요.  “Total Count” 와 “SPM”을 제외한 

    모든 setting에 적용 가능합니다.  일단 value들이 설정되고 나면, “Enter”를 눌러서 그 다음 

    mode로 이동하세요.  

Reset: 이 키를 눌러서 value들을 리셋(reset)합니다.  

       주: Total count(전체적인 카운트)는 배터리를 끄집어내고 다시 설치했을 때만 RESET할 
           수 있습니다. 

Enter: Enter를 눌러서 value들을 설정합니다. 숫자들이 깜박이면 “Set”를 눌러서 setting(설정)들을

      확정합니다.  

일단 value들이 결정이 되면, 컴퓨터가 매 6초마다 다양한 setting들을 통해서 스크롤(scroll)하게 

됩니다. 그 셋팅(setting)들은 “Mode” 버튼을 눌러서 하나의 set value(예를 들어, SPM)안에 고정이 

됩니다.  시간과 같은 value들은 0(제로)으로 누적이 되며, 일단 0(제로)에 도달하면 알람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Alarm(알람)을 멈추려면 아무 키나 누르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4분 30초 이상 사

용하지 않으면 절전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Computer의 설명: 

Time: 작업 영역은 0:00-99:59 

Count: 작업영역은 0-9999 

SPM: 15SPM-3000. 

Calories: 0-9999 

Total Count: 0-9999 

주: Total count를 리셋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꺼진 다음,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Tempo: 작업영역은 분당 0-180 be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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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잉 운동의 방법? 
1. 스트로크를 편안하게 앞으로 한 다음, 팔과 등을 쭉 편 상태를 유지한 채 귀하의
  다리를 강하게 뒤로 밀어 냅니다. 
2. 팔이 무릎을 지날 때 뒤로 쭉 잡아당기고, 골반을 약간 뒤로 지나면서 끝까지 그
  스트로크를 유지하십시요. 
3. 출발위치로 되돌아 가셔서 반복하십시요. 
4. 로잉 기술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www.firstdegreefitness.com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합니까 ? 
하루에 한번 5분간 훈련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500m 구간을 2분 30초에서 2분 45초로 
목표하여 훈련하십시요.  스트로크 사이에 물이 계속해서 회전하도록 속도를 유지하면서 
로잉을 해 주세요. 
매일 수 분씩 운동시간을 늘려 가면서, 30-45분씩 일주일에 3또는 4차례 정도로 
운동하십시요. 
이 운동은 유산소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과 체중 감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충
분한 칼로리 소모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의하세요.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날 
경우에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등과 팔을 편 

상태로 편안하

게 앞으로 이동

팔은 쭉 편 상
태에서 다리를 

밀어준다. 

골반을 약간 움직이
면서 팔과 다리로 잡

아당긴다. 

상체가 골반보다 
약간 앞으로 기울
게 해서 앞으로 

이동 

잡고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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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er Belt를 떼어내기 

Rower Belt를 다시 부착하기 

1. 벨트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벨트가 
Bungee Pulley로부터 떨어질 때가지 
정상적인 로잉 스트로크보다 더 세게 
잡아당겨 주세요.  

팁: 벨트가 떨어지기 직전에 Velcro가 
분리되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2. 번지 부착지점에서 번지를 묶어주고 있
는 플라스틱 타이를 자른 다음, 3개의 
Pulley 모두를 통해 Cord를 잡아당기세요. 
그리고는 탱크 상부에 초과분(여유분)을 남
겨 두세요. 

1. Velcro(벨크로)면을 그림과 같이 위로 가

게 해서, Rower Belt Pulley 근처에서 실패

에 실을 감듯이 Rower Belt를 다시 부착합

니다. 

2. 다음으로, Belt를 Idle wheel(가동되지 않

는 휠)에 그림처럼 끼워 주세요. 그런 다음, 

Rower Belt를 belt/bungee pulley에 부착해 

주세요.  접합 부위에 선명하게 “lip”(입술자

국)이 있습니다.   

3. Rower Handle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데

까지 가게 해서 Rower Belt를 belt/bungee 

pulley에 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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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gee Shock Cord를 제거할 때 : 

4. Bungee Shock Cord (on opposite side 

of the Idle Wheel의 반대방향에 있는)를 

Bungee Pulley의 뒤쪽으로 다시 끼워 넣

은 다음, 접합 부위에서 묶어 주세요.

힌트: 만약 Bungee Shock Cords의 이전 장력이 적당하다면

(이를 판단하기 좋은 방법으로는 로어 핸들이 bungee 장력

만으로 메인 프레임 상단부의 앞쪽으로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위치에서 묶어 주세

요. 만약 되돌아 오는 것이 너무 느슨하다면, 정확한 장력을 

얻을 때까지 장력을 약간씩 크게 조절해 가면서 테스트 해 

보십시요.

만약 로어의 핸들이 로잉 스트로크 중간에 좌석레일의 끝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bungee shock cord가 

너무 팽팽해져 있는 것입니다.

Rower의 핸들을 메인 프레임의 가장 먼 앞쪽

으로 가게 한 다음, 플라스틱 타이(tie)를 잘라 

주세요. 그리고는 상기 그림대로 bungee를 제

거해 주세요. 다음으로, Bungee shock cord가 

프레임의 상단에 감길 수 있도록 상단의 프레

임 플러그를 떼어내어 주세요.  주: 구멍들을 

정확하게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belt/bungee 

pulley를 회전시켜 주셔야 합니다. Bungee를 

교체하는 도중에 벨트가 빠지게 된다면, 앞 페

이지의 “Rower belt의 부착/재부착”을 참조해 

주세요

Bungee Cord와 상단의 프레임 구멍들이 정렬

되고 나면, Bungee Cord 를 그림처럼 프레임

을 통과해서 위로 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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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gee Shock Cord를 교체하기 

Upper Frame(위쪽 프레임)을 따라서, Idle Wheel(가동되지 않는 휠)의 반대 방향으

로, Mid Frame(중간 프레임)과 Lower Bungee Pulleys(아래쪽 번지 풀리)를 따라서 

Shock Cord를 다시 설치하세요. 그런 다음, 장력을 맞추기 위해 플라스틱 타이(tie)

를 묶어 주세요.  프레임 쪽의 플러그를 다시 끼워 주세요. 

팁: 정확한 번지의 장력은 프레임의 가장 앞쪽에 있는 Rower Pulley Belt Bracket(로어 풀

리 벨트 브라켓)의 앞쪽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로잉 핸들에 대해 충분한 recoil(반동)이 

존재할 때 얻어집니다.  만약, 로잉 핸들이 좌석 레일의 뒤쪽 끝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 

번지 코드가 너무 조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번지 접합 부위 

Bungee를 안전하게 빠

질 때까지 잡아당기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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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함 추측 가능한 요인 해결책

물 색깔이 변하거나 흐려질 

때

Rower 가 직사광선 아래에 있

거나 물 관리가 제 대에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 

Rower의 위치를 바꾸어서 태양

광선의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게 

하여 주세요. 물 관리를 하고 파

란색 염료를 보충하거나, 본 매

뉴얼의 물 관리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탱크 물을 교체해 주세요.

Rower belt 가 belt/ 

bungee pulley로 부터 미

끄러졌을 때. 

Bungee의 장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본 매뉴얼의 Bungee/Shock cord

의 교체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Bungee cord를 조여 주세요. 

Rower의 앞부분이 격렬한 

로잉 도중에 약간 들릴 때, 

M10X180mm Vertical 

Frame Tensioning Bolt가 약간 

느슨해진 경우

볼트를 1/2정도 조인 다음 다시 

시도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문제

가 멈출 때까지 더 조여 주세요.  

주: 이 볼트를 너무 과도하게 조

이면 좌석 레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중간 다리가 약간 들

릴 정도까지만 조여 주세요. 상

세한 내용은 “Neptune 

Challenge AR의 적절한 튜닝’을 

참조하세요. 

배터리를 설치한 후에도 

Neptune Challenge AR 컴

퓨터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

을 때

배터리가 부정확하게 설치되었

거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배터리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

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요.  만약 

그래도 LCD스크린에 불이 들어

오지 않으면, 배터리를 약간 돌

려 주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지

역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요. 

컴퓨터 스크린에 불은 들어 

오는데, 로잉 시 기록이 되

지 않을 때

연결이 느슨하거나 끊어진 경

우

컴퓨터 LEAD가 정확하게 연결되

었는지를 확인하세요. 만약 정확

하게 연결되었는데도, 문제가 해

결되지 않으면 지역 서비스 센터

에 문의하세요. 

고장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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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TUNE CHALLENGE AR ROWER INTERNATIONAL WARRANTY – 
HOME USE 

First Degree Fitness Limited는 승인된 대리점에서 구입하였고 손상되지 않은 원래의 
포장상태에서의 Neptune Challenge AR Rower(model NEPAR)이 원자재 및 제조공정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First Degree Fitness Limited 또는 그 대리점은 그들 재량에 따라, 하기의 
특정포함 및 제외사항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불량이 된 부품들을 수리 또는 교체해 줄 것입니다. 

금속 프레임 – 5년간 제한적인 보증 
First Degree Fitness는 금속 메인 프레임이 원자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결함으로 인한 불량에 
대하여 최초구매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해 줄 것입니다.  프레임의 코팅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탱크 및 씰(Seals) – 3년간 제한적인 보증 
First Degree Fitness는 폴리카보네이트 탱크 또는 씰이 원자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결함으로 인한 
불량에 대해 최초 구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해 줄 것입니다. 

기계 부품(비마모성 재질) – 2년간 제한적인 보증 
First Degree Fitness는 어떠한 기계 부품이 원자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결함으로 인한 불량에 대해 
최초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해 줄 것입니다.  

특정 포함 
 알루미늄 좌석 레일 
 스테인레스 스틸 추진날 어셈블리 

기타 모든 부품들(마모성 재질) – 1년간 제한적인 보증 
First Degree Fitness는 어떠한 부품들이 원자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결함으로 인한 불량에 대해 
최초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해 줄 것입니다.  

특정 포함 
Bungee recoil cord,  Hand grips & foot straps,  Polyester rowing belt,  All pulleys, rollers 
& bearings,  All rubber components,  Computer & speed sensor (배터리는 제외), Foot 
plates(pivoting & sliding) 

일반적인 제외사항 
제품 어느 부위의 마감상태가 손상된 경우.  제품의 방치, 남용, 부정확한 조립 또는 사용.  
부품을 반송 또는 발송시 발생하는 운송료 또는 관세.   운송 도중에 발생한 손상 또는 소실.  
보증 클레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 

일반적인 조건들 
   ·  제품의 일련번호는 First Degree Fitness Limited 또는 승인된 대리점에 의해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First Degree Fitness Limited는 보증기간 내에 교체가 요구되는 부품들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보증기간은 오직 최초의 구매자가 구매한 일자로부터 적용되며 양도되지 않는다. 
제품은 반드시 원래의 포장상태대로 귀하가 구매한 장소로 반품되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운송료, 보험 등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귀하가 책임을 질 
것이다. 

·  First Degree Fitness는 상기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보증사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모든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부인한다.     First Degree 
Fitness또는 대리점은 어떠한 부수적이거나 간접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  제조업자의 보증은 어느 것이 먼저 오건 간에, 제품을 최종 사용자(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자동적으로 시작되거나, 제조월로부터 1년이 끝나는 시점에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