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품질보증 연장프로그램 안내10년품질보증 연장프로그램 안내

1. 본 서비스는 Z:IN창과 함께 LG하우시스 직영시공 및 Z:IN유리를 동시에 계약하신 후 1년 이내에 시리얼번호를 지인사이트에 등록해주셔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기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기본적으로 2년까지 품질보증 해드립니다.

3. 홈페이지에 시리얼번호 일부만 등록한 경우 해당세대의 미등록한 시리얼번호도 지인유리 및 직영시공만 확인되면 보증기간을 연장해드립니다.

4. 제공된 개인정보는 신제품 홍보, 설문조사 등 마케팅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보증기간은 창문 부위별로 상이합니다.

적용 조건

창문 부위별 보증기간

창문 부위 하자 현상과 원인
보증 기간

기본 보증 등록시

주요 몸체

•창문의 변형, 뒤틀림, 파손에 의한 상당한 누기

•창문 접합부의 파손에 의한 상당한 누수

•창문의 변형 또는 뒤틀림에 의한 개폐 불량

•복층 유리 내부의 습기 발생

2년 10년

하드웨어 등

•시스템창 하드웨어 파손에 의한 상당한 누기

•시스템창 하드웨어 파손에 의한 개폐 불량

•벽체와 창틀사이, 유리와 창짝사이 틈 발생에 의한 누수

•잠금장치(핸들, 크리센트)의 파손 또는 변형에 의한 개폐 불량

•롤러의 파손 또는 변형에 의한 개폐 불량

2년 5년

부자재 •기밀재(모헤어, 필링피스, 가스켓)의 변형 및 손실에 의한 틈발생으로 인한 상당한 누기 2년 2년

•건축물의 훼손, 변형 등 설계 영향으로 인한 창호의 품질문제

•생활환경조건에 의한 자연적인 결로현상 또는 창문을 닫지 않아 발생한 

   우수로 인한 피해

•시간변화에 따른 유리/한지 및 실란트의 오염 등

•사용자 조작 실수, 조작 미숙, 타용도 사용으로 발생되는 고장 및 상해

•천연 목재의 자연 발생적 색상 차이 및 변색, 비규칙적인 나무결, 

   목재 표면의 질감 차이

•사용설명서에 준하지 않는 제품 유지 관리

•주거용 이외의 상업용으로 설치된 제품

•설계 품질을 초과하는 천재지변 등 자연 불가항력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

•유리 표면 또는 내부에 소비자가 필름 또는 기타 부착물을 부착하여 발생한 문제

•설계된 용도 외에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제품의 품질 문제

1. Z:IN 창호 구매 후 문제 발생 시 일차적으로 윈도우플러스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A/S 및 사용상의 문의는 당사 고객상담실(080-005-40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고객 과실에 의한 보수 및 단순문의에 의한 방문 비용은 당사가 

   지정한 규정에 의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 A/S 비용 발생될 수 있는 경우 A/S 절차와 방법

Z:IN창을 구입하신 모든 고객님께 기본적으로 구입 후 2년까지 품질을 보증해드리고 있으나, LG하우시스의 직영시공 및 Z:IN유리를 동시에 계약하신 후 제품등록까지 

완료해주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보증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드리는 LG하우시스만의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10년품질보증 연장프로그램이란?

홈페이지 등록 절차

❶ 제품등록사이트 : 지인 홈페이지(www.z-in.co.kr) > 고객센터 > 창호 10년품질보증 연장프로그램

❷ 10년품질보증 연장프로그램 안내사이트 : 윈도우플러스 홈페이지(www.windowplus.co.kr) 

❸ 제품 시리얼번호 위치 : 핸들 주위 최장10년품질보증 스티커 하단 또는 창틀의 오른쪽 측부 안쪽에 있습니다.

                           로그인

지인홈페이지 로그인또는 회원가입(필수)
www.z-in.co.kr

                         제품등록

시리얼 번호 입력(필수)
찾기 어려울 경우 홈페이지 참조

                          설문조사

설문조사 응답(선택)

10년품질보증 연장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