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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수리 요청서
* 본 수리요청서를 박스내에 동봉하여 보내주세요

성명

휴대폰

이메일 주소

대체 연락처

주소
제품명

시리얼넘버

악세서리 (전원 케이블, 리모컨, 가방, 스트랩, 배터리)
기타 (

)
수리와 관련된 악세서리를 보내주실 경우 위칸 해당 악세서리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및 파손 우려가 있는 악세서리는 반드시 제외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입되어 있지 않은 악세서리에 대해서는 분실 및 파손 시 별도에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증상/의뢰 내역

[주의사항]
1) 배송중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충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고장증상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증유무에 따라 배송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제품 배송 전 해당 서비스센터와 반드시 사전 협의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고객님께서는 상기 명시된 개인전보의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
지 않으실 경우 수리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
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수리서비스, 접수 및 수리이력 보관, 고객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관리, 통계자료 작성, 제품 및 서비스에

모델명, 시리얼번호, 접수, 수

대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리이력

20

년

월

일

수집일로부터 5년

성명:

동의여부
예□
아니오 □

(서명)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동의(선택)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
용에 동의합니다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SMS를 통한 이벤트 참여기회 및 신제품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소개, 맞춤형 광고 제공

수리이력

수집일로부터 6개월

동의여부
예□
아니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
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고객센터 : 080-004-0022
kr.yamaha.com
▼ 보내주실 곳은 다음장 서비스 센터 주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보내주실곳]
https://kr.yamaha.com 고객서비스 > 서비스 센터 위치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서비스센터

주소

연락처

강릉 서비스센터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290

(033)655-0663

광주 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51 (쌍촌동1218-1)

(062)225-0661

대구 서비스센터

대구 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85, 3층 301호(송현동)

(053)653-0662

대전 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55-1 한양빌딩 301호

두일 서비스센터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51-30 원효상가 4동 201호

부산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2동 53-4 우양빌딩 3층

(051)554-6610

안산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3 신광빌딩 3층

(031)411-6689

용산 서비스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9 전자랜드 신관동 광장층 A-5호

(02) 790 - 0617

용인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54-1번지 상현프라자 302호

(031)263-6650

인천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23 4층 401호

(032)434-0661

전주 서비스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78-2

(063)282-0661

제주 서비스센터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82-9

(064)724-0660

청주 서비스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117-1

(043)268-6631

포항 서비스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삼흥로 501번길 24-38

(054)282-8523

홍성 서비스센터

충남 홍성시 홍성읍 옥암리 52-2호

(041)634-7827

(042)221-6681
(02)702-06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