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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3와 함께 운동하기 

1. 어떤 Fitness운동기구와 마찬가지로, 귀하의 VX-3 운동 
프로그램을시작하시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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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다 상세한 로잉 기술들에 대해선, FDF사의 웹싸이트인 
www.firstdegree.com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1. VX-3는 보관 시 세워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본 매뉴얼의 
기본적인 작동에서 나타나 있는 설명들을 준수해 주세요. 

2. 메인 프레임 위에 부착된 경고 스티커 및 탱크 뒷면에 나타나 있듯이, 
구동부에 손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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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3 제품포장의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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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Qty Description Item Qty Description 

1 1 Mainframe and Tank   10 4 M10 Nylock Nut 

2 2 Left/Right Seat   Rail 11 1 4mm Allen Key 

3 1 Rower Seat 12 1 6mm Allen Key 

4 1 Rear Leg 13 1 Multi-tool 

5 9 Bolt M6 x 20 14 2 AA batteries 

6 5 Bolt M10 x 47.5 15 1 Touch up paint 

7 *4 Bolt M10 x 80 16 1 Water Treatment   
Tablet 

8 9 Washer M6 17 1 Funnel and hose 

9 11 Washer M10 18 1 Owners Manual 

* 하드웨어 키트 내에는 2x M10x80 볼트들만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볼트

들은 조립상의 편의를 위해 좌석 레일에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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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이 완성될 때까지 로잉 핸들, 발뒤꿈치 지지대, 컴퓨터 받침대를 풀지 마

세요. 

메인 프레임과 모든 구성품들을 박스에서 꺼낸 다음, 모든 부품들이 맞게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Rower의 메인 프레임을 수직으로 천천히 세워 주세요. 

평평한 바닥면에 수직으로 세워지면, 다음 단계의 

조립을 위해 좌/우 좌석레일 및 하드웨어 키트를 

옆에 두십시오. 

주: 좌석 조립 볼트(4xM6x20)들은 좌석에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메인 프레임과 좌석레일과 같은 VX-3의 

구성품들은 무거우니 조립시 주의 바랍니다. 

경고:  VX-3모델의 좌석레일은 메인 프레임과 

마주하는 앞쪽 부분에 날카로운 면이 있으니 조

립시 주의하길 바랍니다.

힌트: 스크래치 및 흠집방지를 위해 
Rower belt pulley아래에 마우스 패드 
또는 부드러운 천을 깔아 주세요.

좌석레일의 조립으로 가기 전에, Bungee Shock 
Cord를 프레임에서 분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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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에 좌석레일 부착하기

이 부분의 조립은 메인프레임, 

1xLeft/1xRight Seat Rail[2], 

2xM10x80mm Bolt[7], 4xM10 Nylock 

nut[10]이 필요합니다.

 *주: 2x M10x80mm 볼트/스페이서 들

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렬한 다음, M10x80mm bolt[7], M10 

Nylock nut[10] and M10 washers[9]을 

사용하여 하부의 부착지점들을 조립하세

요. 

왼쪽 좌석레일[2]부터 시작하십시요. . 
보이는 바와 같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M10x80mm bolt[7]을 사용하여 
정렬하십시요.  
M10 Nylock nut[10]를 사용하여 뒤에서
부터 조립하세요. 

좌석레일 부착 지점 

우측좌석

레일

좌측좌석레일

왼쪽 좌석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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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아래쪽의 왼쪽 좌석레일[2]을 

조립하세요.   M10x80mm bolt[7], 

Nylock nut[10] 과 M10 washers[9]를 사

용

4x M6x20mm bolts[5] 과 4x M6 

washers[8]를 사용하여 좌석을 프레임에 

조립하세요.

오른쪽 좌석레일을 조립하기 전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Bungee Shock 
Cord를 좌석레일의 상부를 통과하게 한 
다음, Bungee Pulley를 거쳐서 바닥으로 
나오게끔 끼워 주세요. 일단 이 작업이 
끝나면, 왼쪽 좌석레일에도 동일한 조립 
절차를 반복해 주세요.  



- 9 -

좌석조립을 마무리 하세요. 좌석은 반드시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그대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좌석 어셈블리는 화살표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좌석레일 위에 설치합니다. 
좌석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기계 뒤쪽으로 
향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의: 좌석[3]이 무거우니, 양손을 
사용하시고 좌석을 좌석레일 밑으로 
집어 넣을 때 손가락이 기구물에 닿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 

좌석프레임의 목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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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다리의 조립

M6x20mm bolt[5] and M6 washer[8]  

M10x47.5mm bolt[6] and M10 washer 

[9] 

뒤쪽 다리[4], 5x10x47.5 bolts[6], 5xM10 

washers[9], M6x20mm bolts[5] 그리고 M6 

washers[8]. 뒤쪽 다리를 그림에서 보듯이 

좌석레일에 조립하고 볼트를 체결해 주세요.  

안쪽에서 M6x20mm bolts 과 M6 washers

를 체결하기 전에, 바깥쪽에서부터 모든 

M10x47.5 bolts들을 체결하여 뒤쪽 다리를 

제자리에 고정시키세요.  

주: 뒤쪽 다리와 좌석레일의 우측에 있는 세 

번째 볼트 구멍은 Bungee hook를 고정시키

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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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gee Shock Cord 부착 

Bungee Hook을 부착할 때, ShockCord
가 우측에서 보듯이 Bungee Pulley를 정
확하게 지나가는지를 확인하세요.

주의: Bungee shock cord는 설치하기 
위해 잡아당겼을 때 팽팽한 상태여야 합
니다. . 번지(Bungee)는 팽팽하게 잡아당
기고 있는 동안에는 놓쳐서는 안됩니다.  
부상 또는 기계에 손상을 미칠 수 있습
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Bungee 
Shock      Cord를 Hook
의 끝을 이용하여 뒤쪽 다
리/좌석레일의 추가 볼트
에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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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완료

Bungee Shock Cord의 부착이 완
료될 때까지는     Rower 핸들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컴퓨터 받침대

Rower 
핸들

 조립을 완성하기 위해 발판, 핸들 그리고 컴퓨
터 받침대를 제자리에 위치시키십시오.  컴퓨터 
내부에 2개의 AA배터리를 설치하세요.

발판 



- 13 -

탱크 채우기 및 물 관리
주: 물을 채우기 위해선 큰 양동이가 필요합니다.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돗물 
상태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FDF사는 증류수를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뒤쪽 상단에 있는 노란 색으로 된 탱크 플러그를 열어서 호스를 탱크(추진날을 약간 회전시켜 줌으로써 
호스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속으로 집어 넣고, 탱크 조절 핸들을 level 20으로 가게 한 다음, 물을 
채워 주세요.  앞면에 나타나 있는 레벨 표시기(level indicator)보다 더 높게는 물을 채우지 마십시요.  
탱크에 물이 적절하게 채워진 상태라면, 8리터의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경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가락을 탱크 속에 집어 넣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호스의 끝을 사용하여 추진날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물 관리 절차: 
염소 알약 투여. 
주: 물 관리의 주기는 로잉머신의 위치와 햇빛에 노출되는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로잉머신과 함께 공급된 염소 알약 이외의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제품 
박스 내에는 4개의 물관리 알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수량은 수년간 물 관리를 위해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물이 변색되거나 조류/박테리아가 생성되는 조짐이 있을 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염소 알약의 구매를 원한다면 가장 가까운 지역 판매점/총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파란색 염료를 채우거나 보충할 때, 바닥이나 카펫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물받이

               천을 바닥에 깔고 하시길 바랍니다.

탱크에서 물을 빼낼 때: 실내에서 물을 뺄 때에는, 8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

란색 탱크 플러그를 열고서, 물받이 천을 바닥에 깐 상태에서, VX-3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려주

세요.  일단 로잉머신이 이런 위치에 놓이게 되면, 탱크 속 물이 쉽게 빠집니다.

         물이 튀거나 바닥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받이 천을 사용하십시요

   

 아래쪽의 검정색 탱크 플러그
는 영구히 봉인된 것입니다.

Rower가 무거우므로, 탱
크의 물을 뺄 때는 2인이  
   작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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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물 관리 및 기본적인 작동법 

     주의: 탱크의 레벨 스티커에 표시되어 있는 눈금 마크를 넘어서 물을 채우지 마세요. 그

렇지 않으면 물이 흘러 넘을 수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탱크 채우기/물 관리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기적인 물 관리: 
본 제품과 함께 제공된 정제(알약) 이외의 다른 어떠한 물 관리도 하지 마십시요.  
정제(알약)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FDF사의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세요.  VX-3의 물 관리 
스케줄은 물탱크가 햇빛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밝고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는 8~12개월 정도이고, 보다 어두운 곳에서는 2년 또는 그 이상입니다.  물이 약간 
흐려지는 시점에는 염소 정제(알약)를 투여하십시요. 

     주의: 물 관리를 위해 탱크 플러그를 열 때마다 탱크 아래에 물받이 천을 깔아 줄

                것을 강하게 권고 드립니다.

수직으로 보관할 때: VX-3는 수직상태로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장소의 구석과 같은 적당한 공간을 선택해 주세요. 바닥 흠집,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로잉 풀리(rowing pulley)아래에는 부드러운 카펫이나 수건 등을 항상 바닥에 깔아 
주세요.  

주 : 제품이 무겁기 때문에 주의해서 옮기십시요. 뒤쪽에서 들어서 45도 각도로 끌어주세요.

발뒤꿈치 지지 조절장치:
VX-3는 독특하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발뒤꿈치 지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뒤꿈치 판을 위아래

로 밀면서 정위치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발의 볼 부분을 수평방향의 발끈 아래에 두도록 조절하시면 됩

니다.  로잉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끈을 조여주시길 바랍니다

저항:
저항은 탱크 앞면에 있는 레벨 표시기

에 의해 정해집니다. 레벨1은 가장 가

벼운 저항을, 레벨20은 가장 무거운 저

항을 가리킵니다. 레벨표시기를 조절한 

다음, 3~4차례의 스트로크를 가하게 

되면 새로운 레벨에 도달하게 됩니다. 

컴퓨터상의 레벨은 정확한 입력정보를 

위해 각각의 탱크 레벨 별로 수정되어

야 합니다. 상세사항은 귀하의 IPM

컴퓨터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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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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잉 운동의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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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하십시요.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날 

경우에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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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

VX-3 Rower Ergometer 

Quickstart: 즉각적인 운동정보를 제공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곧 바로 작동합니다. 

사용자는 표시되는 UNITS을 변경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UNITS:  WATTS, SPM, HR, 500/m를 나타냅니다.  

LEVEL: 1-20까지 조절이 가능.  탱크상의 저항 레벨과 LEVEL 숫자를 일치시켜 주세요. 

SET: Time, Distance parameters를 변경 

PROGRAM: 현재의 운동 프로그램을 클리어(삭제)합니다. 

RESET: 데이터를 클리어합니다..  

Note: 완전한 작동설명에 대해서는, 귀하의 VX-3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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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Degree Fitness사의 USB 
Interface 사용하기   
설명: 
USB가 새로운 모든 FDF사의 계기판과 IPM에 내장되어 있어서, 가정용 PC 
또는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운동경험을 향상시켜 줍니다.  FDF사 
고유의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좋아하는 영화를 감상하
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Rower용 NetAthlon 2 XF 는 가상 현실 3D
환경 또는 train solo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상대방과 함께 경기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USB 연결을 셋팅
1. FDF Website로부터 USB Device Driver (CDM2xxxx_Setup.exe for 32 
and 64 bit Windows 7/Vista/XP)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세요. 

  2. FDF Website (www.firstdegreefitness.com)에서 샘플 USB 
Applications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세요. 
http://www.webracing.org/downloads.htm 에서 Rower용 NetAthlon 2 XF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세요. 

계기판에 연결 

- USB 커넥터는 센서 및 심박수 모니터 커넥터와 함께 IPM의 뒤쪽에     
  있는 flying lead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 표준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노트북이나 PC에 연결하십시요.            
  Windows가 USB 장치 Driver를 시작하는 동안 잠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컴퓨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FDF사의 웹싸이트인 www.firstdegreefitness.com을    
   참조바랍니다. www.firstdegreefit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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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간 지시사항 주 

좌석 및 
좌석레일. 

주1회. 좌석레일을 깨끗하고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세요.  
스프레이형태의   실리콘을   
레일   안쪽에   가볍게   
뿌려주세요. 

프레임. 주1회. 보푸라기 없는 천으로 
닦아주세요.

탱크 및 물관리. 12 개월에서 2년. 본 매뉴얼의 “물   
관리”부분에서 명시한 설명을 
따라주세요.

번지 코드. 정확한 장력(tension)및  
 노후   조짐을   
확인하기   위해   매 
100시간마다 확인해 
주세요. 

Bungee Cord(번지 코드)는 수년 
동안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번지   
코드의   교체가   필요하다면, 
본 매뉴얼의 “번지   코드의   
교체”부분에서 제공되는 
지시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로잉 벨트. 정확한 장력(tension)및  
 노후   조짐을   
확인하기   위해   매 
100시간마다 확인해 
주세요. 

Rowing Belt는 수 년 동안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로잉벨트의 교체가 필요하다면, 
지역대리점에 문의바랍니다. 

유지보수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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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추측 가능한 요인 해결책

물 색깔이 변하거나 뿌옇게 

될 때

Rower가 직사광선 아래 있

거나, 물 관리를 제대로 받

지 못한 경우

태양광선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줄이기 

위해 Rower의 위치를 바꾸어 주세요. 물 

관리를 해주시고 파란색 염료를 보충해 주

세요. 그리고, 본 매뉴얼의 물 관리 부분에

서 지시하는 대로 탱크 물을 교체해 주세

요

되감기는 로잉 스트로크가 

너무 가벼울 때

Bungee가 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Rowing belt가 

Rower belt pulley에서 1개 

wrap이 빠진 경우.  

Bungee가 Bungee Pulley 

Wheel에서 미끄러진 경우.

컴퓨터 스크린에 조명은 들

어오는데, 로잉 시 기록이 

되지 않을 때

연결이 느슨하거나 실패한 

경우. / 센서 사이의 거리가 

너무 넓은 경우. 

Computer lead가 정확하게 연결되었는지

를 확인하세요. 만약 정확하게 연결되었다

면 센서의 간격을 확인하세요. 그래도 작

동하지 않는다면, 지역 서비스 센터에 문

의하세요. 

로잉 벨트가 로잉 스트로크

의 끝까지 연장되지 않거나, 

저항이 느껴지지 않을 때

Rowing Belt가 한 바퀴 풀

어져야 하는 경우, 또는 

Rower Belt Pulley에 추가

로 한 바퀴 더 감아야 하는 

경우.  

VX-3 computer가

배터리를 장착했는데도 불

이 들어오지 않을 때

배터리가 부정확하게 설치

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

우. 

배터리를 정확한 위치에 다시 끼운 다음 

재차 시도해 보십시요. 만약 LCD스크린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터리를 컴퓨터 

내에서 약간 돌려 주세요. 그래도 안된다

면, 지역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요. 

VX-3컴퓨터 표시가 SPM과 
500미터 시간을 표시하는 
동안 불규칙할 때.

센서와 마그네틱 링과의 간
격이 너무 넓은 경우.

큰 서비스 커버를 해체한 다음, 센서와 마
그네틱 링과의 간격   (2.5mm이내 여야 
함)을 확인하세요.

고장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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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벨트의 조절 

위 그림에서 보듯이 큰 금속 검사판을 

제거해 주세요. 

긴 연장을 사용하여 좌측 아래 그림에서

처럼 뒤쪽 끝의 캡을 밀어 내십시요. 이

렇게 하면 탱크의 장력용 볼트(우측 아래 

그림 참조)에 닿게 될 것입니다. 

좌측에서 보듯이 뒤쪽과 앞쪽의 탱크볼

트를 살짝 풀어주세요. 앞쪽의 고무 벨트 

커버를 제거해 주세요. 

6mm Allen Key를 사용하여, 벨트가 격렬한 

로잉 도중에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을 때가

지 탱크 장력용 볼트를 사용하여 벨트를 팽

팽하게 하여 주세요. 주: 탱크 볼트를 너무 

세게 조이진 말아 주세요.   

팁: 조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선 손으로 벨

트를 비틀어 보세요. 벨트가 60도 이상 비틀

어지지 않을 때가 정확한 장력 지점입니다.  

 

탱크 장력용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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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gee Cord의 교체
(Bungee의 수명은 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5년 정도입니다.  초기에 Rower의 조립시 발생한 손상은 

보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ungee Cord Hook을 풀어주시고, 

6mm Allen key로 컴퓨터 마운트를 해

체하십시오. 

Belt Pulley Sticker를 조심스럽게 뒤로 
벗겨내 주신 다음, C-Clip과 Black 
Spacer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해체해 주
세요. 

  

Belt Pulley와 Spacer를 해체해 주세요.  

Bungee Cord의 끝을 Pulley에서 분리

한 다음, 밑에서부터 잡아당겨서 해체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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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만약 검정색의 내부 Spacer가 프레임 내부로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재 조립시 주의사항 : C-Clip을 너무 세게 조이게 되면, 벨트가 걸려서 상기작업  
                    을 계속 반복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Bungee Cord를 밑에서부터 끼

워주시고 Ear strap을 Belt Pulley에 다

시 부착해 주세요.

  

Spacer를 rower pulley 끝에 부착해 주
시고, “ear"를 사용하여 strap을 기계 내
부에 끼워주세요. 이때, Spacer가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있어야 조립하기 수월
합니다. 

 Bungee Hook을 좌석레일의 끝에 다시 

부착하고, 바깥쪽 Spacer, C-Clip 그리고 

Sticker순으로 조립해주세요.  그런 다음, 

정확하게 설치가 되었는 지를 점검해 주

세요. 만약 C-Clip이 다시 조립이 안된다

면, strap이 내부에서 걸렸을 수도 있으

니 Pulley를 해체한 다음, 다시 시도해보

세요. 

Spacer를 약간 기울임

Joiner(연장)가 이 지점까지 닿을 수 있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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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EX SERIES ROWERS 
INTERNATIONAL WARRANTY – FULL COMMERCIAL USE 

본 제품은 헬스클럽 및 피트니스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First Degree Fitness Limited는 승인된 대리점에서 구입하였고 손상되지 않은 원래의 포장상태에서의 
Vortex Rower(VX-3모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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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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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모든 부품들(마모성 재질) –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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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t 그리고 pulley Hand grips & foot straps Polyester rowing belt / 
Dyneema cable Seat All pulleys, rollers & bearings All rubber components Computer & speed 
sensor (배터리는 제외) All drive belts Aluminum seat r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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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