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형 보증서 사용 매뉴얼 
대리점용 



보증서 작성을 하면? 

• 병행수입품과 구분이 됩니다. 

• 코스모스악기 정품임을 알기 쉬워집니다. 

• 소비자는 보증을 받기 쉬워집니다. 

• 보증 서비스 단계에서 소비자와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서 필수작성 및 
S/N(제조번호) 관리대상 품목 

• Roland(계열사 BOSS 포함) 전 품목  

• KAWAI 디지털 피아노 

• CASIO 건반 류 

• 전공용 관악기 전 품목 

• Jupiter 관악기 전 품목 

• ADAMS 팀파니  

 
* 드럼 SET, 심벌 류, 소모품 ,액세서리류 제외 



보증서 작성 예외의 건 

• 보증서에 준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판매(납품)의 건 

• 해당 제품의 보증기간이 1년 이상이나 이하일 경우 

• 부속, 소모품,액세서리 등의 보증 예외 제품의 경우 

 
위 경우는 보증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서 기재방법 (매장 판매 시) 1.   

• 판매 시 영수증 발급 후 보증서를 꺼내어 작성합니다. 

•  2페이지 내용을 고객이 일독하도록 권합니다. (보증기간은 1년) 
• 보증서 2p 내용 1줄 요약:  “보증서가 없으면 보증 서비스 받기 곤란하다” 

 



보증서 기재방법 (매장 판매 시) 2 

1. 제품 보증서 내용에 고객기재란에 고객이 작성합니다. (자필) 

2. 판매처 기재란에 판매자가 내용을 작성합니다. 

고객이 기재 

판매처 기재 



보증서 기재방법 (매장 판매 시) 3 

마지막  장의 앞면에 개인정보 이용안내 동의서에  

고객이 자필로 직접 동의에 체크하도록 안내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서 기재방법 (매장 판매 시) 4 

맨 마지막 페이지 3번 항의 마케팅 목적 동의는 선택사항입니다. 

맨 아래의  날짜, 서명을 꼭 받아주십시오. 



보증서 고객전달 (매장 판매 시) 

아래 3종류 + 영수증을 전달합니다. 

보증서를 잃어버리면 보증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홀로그램 스티커는 스티커는 제품에 부착 시 더욱 빠르게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 미 제시 시라도 당사 판매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택배 판매 시 보증서 처리방법 
1. 판매처 기재란을 작성합니다.  (제조번호, 날짜 필수)  
2. 영수증을 스태플러로 철합니다.(제일 중요!) 
3. 알아보기 쉽게 보증서라고 쓴 봉투 등에 넣습니다.. 
4. 택배에  동봉하여 배송합니다. (고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점의 제품 환불, 반품, 보증 안내가 적힌 인보이스도 동봉하면 좋습니다.   

  

  
 
 
 
 
 
 
 

판매처 기재 



보증서 보관 (대리점) 
노란색 보증서 -> 대리점에서 보관하십시오.  
보증서는 개인정보이므로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곳에 보관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잠금 서랍 추천) 

파란색 보증서 + 개인정보 동의서는  ㈜코스모스악기에서  대리점 관리자가 수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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