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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SUUNTO GUIDING STAR
고 로부터 탐험가들의 길잡이가 되어온 북극성이 빛나는 맑은 북유럽
의 겨울 하늘은, Suunto의 첫 보석 제품을 탄생시킨 영감이 되었습니다.
Suunto Guiding Star는 깔끔한 라인의 양면 기능성 보석 제품입니다.
앞면은 북쪽 부분이 북극성 모양으로 된 실제 나침반이고, 뒷면은 북유
럽 하늘의 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판 표준 실버(은) 보석 제품은 핀란드 보석 디자이너 Lina
Simons가 디자인했고, 1930년  핀란드에 설립된 Suunto와 Kalevala
Jewelry의 합작으로 핀란드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나침반의 선구자인 Suunto는 1936년부터 야외 활동을 위한 나침반을
선보였습니다. Suunto의 제품은 정확성과 신뢰성 외에도, 미적 매력으
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Suunto Guiding Star 나침반 펜던트는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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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취급
실버(은)는 시간이 지나면 변색됩니다. 귀금속 광택 천으로 변색을 제거
한 다음, 잘 씻어내어 옷에 얼룩이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부용 크림, 향수, 살충제 및 기타 화학 물질은 나침반 변색 및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귀금속을 착용하고 있는 동안 그러한 제품을 사용
하지 마십시오.

실버(은) 광택액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귀금속에 알코올이 함유된 액체
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의해서 취급하십시오. 제품에 충격을 가하
거나 떨어뜨리면 나침반이 손상되고 실버(은)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
니다.

저온 및 높은 고도에서는 나침반 액에 거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
조건으로 회복되면 거품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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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적 평생 품질 보증
Suunto는 보증 기간 동안 Suunto의 재량에 따라 무상으로 a) 수리, 또
는 b) 유사 제품으로 교체, 또는 c) 환불을 통해 자재 또는 제조 기술 하
자의 시정 조치를 보증합니다. 이는 본 제한적 품질 보증서의 약관에 따
릅니다. 본 제한적 품질 보증은 a)마모 및 파손, b) 부주의한 취급, c) 개
조, d) 화학제품 노출 또는 e) 오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의무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a) 본 제한적 품질 보증은 구입한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고 b) 보증 서비스 이용 시 구매 확인증을 제시해
야 합니다.

보증 기간
보증 기간은 제품이 마모 및 파손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합리적인 시간 경과 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책임의 제한
해당 의무 법률이 허용하는 최  한도 내에서 본 제한적 품질 보증은 고
객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구제 방법이며,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기타
모든 보증을 신합니다. Suunto는 부품의 구매 및 사용에서 비롯되었
거나, 또는 보증 위반, 계약 위반, 과실, 엄밀한 불법 행위 또는 법적 논
리나 공정성 논리에 따른 예상 이익의 손실, 데이터 손실, 사용 상의 손
실, 자본 비용, 체 장비나 시설 비용, 제3자의 배상 요구, 재산 손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수한, 우발적, 징벌적 또는 결과적 손해
에 해 Suunto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Suunto는 보증 서비스 제공의 지연에 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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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UNTO CUSTOMER SUPPORT

1. www.suunto.com/support 
www.suunto.com/mysuunto

2. AUSTRALIA +61 1800 240 498 
AUSTRIA +43 720 883 104 
CANADA +1 800 267 7506 
CHINA +86 010 84054725 
FINLAND +358 9 4245 0127 
FRANCE +33 4 81 68 09 26 
GERMANY +49 89 3803 8778 
ITALY +39 02 9475 1965 
JAPAN +81 3 4520 9417 
NETHERLANDS +31 1 0713 7269 
NEW ZEALAND +64 9887 5223 
RUSSIA +7 499 918 7148 
SPAIN +34 91 11 43 175 
SWEDEN +46 8 5250 0730 
SWITZERLAND +41 44 580 9988 
UK +44 20 3608 0534 
USA +1 855 25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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