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태양광 모듈 품질 보증서 (LG SOLAR MODULE LIMITED WARRANTY)
(“LGxxxNxC-V5”, “LGxxxNxW-V5”)
아래에 명시된 “품질보증”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면허업자에 의해 대한민국에 설치되고, LG전자주식회사에서 판매한 LG Solar Module
제품명 “LGxxxNxC-V5”, “LGxxxNxW-V5” 모델에 적용되며, 보증 시작 일은 최종 소비자가 구입한 날이다.
The limited warranties specified below (hereinafter “Limited Warranty”) apply to LG Solar Module Product name “LGxxxNxC-V5”,
“LGxxxNxW-V5” models (hereinafter “Module(s)”) sold by LG Electronics Inc. (hereinafter “LG”) and installed in the Republic of Korea
by a licensed contractor certified by the authorized agency. The warranty start date ("Warranty Start Date") shall be the date of
purchase by the original end use purchaser.

1. 제품 품질 보증 (Limited Warranty for Module(s))
정상적인 설치, 사용 중에 구입일자로부터 25년 이내에 발생한 원부자재 또는 정상적인 제조 공정상에서 발견된 결점에 대해서, LG는 LG의 판단에
의하여 교환 또는 수리를 제공한다. 본 제품 품질 보증은 최고 출력 보증을 뜻하는 바는 아니며, 최고 출력 보증은 하기 제 2 항에 따른다.
LG will, at its sole discretion, repair, replace the Module(s) if it proves to be defective in material or workmanship for a period ending
25 years from the Warranty Start Date under normal application, installation, and use and service conditions. This Limited Warranty
for Module(s) does not mean the power output warranty, and the Limited Warranty for Power Output i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below.

2. 제품 출력 보증 (Limited Warranty for Power Output)
정상적인 제품 상태에서, 구입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출력 값은 판매된 출력 값의 98%를 보증하고, 이후 2년부터 25년까지는 판매된 출력 값
대비 실제 출력 값이, 매년 0.33% 이하로 감소됨을 보증한다. (단, 출력값 측정 장비의 측정 불확도 범위(±3%)는 허용한다.)
LG warrants that for a period of one (1) year from Warranty Start Date the actual power output of the Module will be no less than
98% of the labeled power output under normal product condition. From the second (2nd) year to the twenty five (25th) year, the
warranty for power output will decline annually by 0.33%. (However, the measurement tolerance range (± 3%) of the measuring
instrument shall be allowed.)

만약, 해당 모듈이 IEC61215 Test 기준에 의거, STC 조건* 하에 LG전자 자체 성능 평가 시 출력 보증을 만족 못 할 경우, LG 전자는 다음 중 한가지를
제공 한다.
If the Module does not meet the warranted power output levels set out above when measured by LG under Standard Test Conditions
(‘STC’) such as IEC 61215, LG will, at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provide one of following remedies;
i)

결점이 발견된 모듈 수리
Repair the Module(s)

ii)

출력 부족분에 대해, a) 추가 모듈을 제공하거나, b) 출력 저하 모듈 교체

LG Warranty – 2019/04/25

1/5

www.lg-solar.com

Supplement such deficiency in power by either: (a) providing additional Module(s), or (b) replacing the Module(s)
iii)

실제의 출력(LG전자의 STC 조건하에 측정 기준)과 보증 출력의 차이에 결함 발견 당시의 모듈의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
Refund the difference between guaranteed minimal power output and actual power output (measured by LG under STC)
multiplied by the then current market price of the Module(s) or a comparable model at the time of the Customer’s claim.

* STC 조건: (a) AM 1.5 조건 (b) 1000W/m2의 빛 (c) 25℃ 조건 에서 IEC61215 Test 기준을 준수한다.
* STC standard: (a) light spectrum of AM 1.5; (b) an irradiation of 1000 W/m2 and; (c) a cell temperature of 25 degrees centigrade at
right angle irradiation and complying with IEC61215 test standard.

3. 보증 적용 조건 (How this Limited Warranty Applies)
(1) 보증관련 모든 요청은 보증기간 내에 LG전자에 접수 되어야 유효하다.
All requests for the Limited Warranty must be received by LG within the warranty period.
(2) 품질 보증 기간은 최초 보증 시작일로부터 적용 되며, 수리 또는 교체 시점부터 신규로 보증 기간이 갱신되지는 않는다.
The warranty period applies from the Warranty Start Date and shall not extend beyond the period set forth therein, nor will a new
warranty period begin upon repair or replacement.
(3) 수리 또는 교체된 기존 모듈 또는 부품은 LG의 소유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소비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The title and ownership of defective Module(s) or parts that have been removed from possession of end use purchaser reverts
back to LG and cannot be used by the end use purchaser any longer under any circumstances.
(4) 수리 또는 교체한 모듈의 해당 지역까지 운송비용은 LG전자가 부담하나, 그 이후의 운송 및 교체비용 (설치, 제거, 재설치 등), 회수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This Limited Warranty covers the transportation cost for return shipment of any repaired or replaced Module(s) to the end use
purchaser site, but does NOT cover the transportation cost and any other costs associated with installation, removal, or reinstallation of the Module(s), and return costs.
(5) LG로 환입된 모듈이 결함이 없거나, 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환 운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If Module(s) returned to LG is found not to be defective or this Limited Warranty has expired, the end use purchaser is responsible
for return shipping cost.
(6) 보증 모듈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할 경우, LG전자는 크기, 색상, 형상, 모델명, 출력이 다른 모듈로 대체 공급할 수 있다.

In the event the Module(s) are no longer available, LG reserves the right, at its sole discretion, to deliver new, refurbished
or remanufactured Module(s) that may differ in size, color, shape, model number, and/or power level.

4. 예외 조항 (Limited Warranty Exclusions)
“제품 품질 보증” 및 “ 최고 출력 보증” 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The Limited Warranty for Module(s) and Power Output does NOT apply to Module(s) which have subject to:
(1) 태양광 전문 기업 또는 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못한 자에 의한 설치로 발생한 손상/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installation by an installer not certified by a solar professional company or an auth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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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gency
(2) LG 전자를 통하지 않고 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한 모듈의 손상/고장
Damage and/or failure of modules purchased through abnormal paths (not through LG)
(3) 해당 제품의 일련 번호가 임의로 변경, 손상, 혹은 제거된 경우
Module(s) that had a serial number or any part thereof altered, damaged or removed
(4) 움직이는 물체(차량, 비행기, 선박 등) 에 설치/사용에 의한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use on a mobile uni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vehicles, aircrafts, vessels, etc.
(5) 국가 및 지역 전기 코드 비준수에 의한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non-compliance with national and local electric codes
(6) 모듈 사양, 설치 설명서, 운영 매뉴얼, 또는 모듈에 붙은 Label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설치한 모듈의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installations not in conformance with the Module(s) specifications, installation manuals and
operation manuals, or instruction of labels attached to the Module(s)
(7) 부적절한 배선/설치/또는 취급 부주의 에 의한 모듈의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improper wiring, installation or handling
(8) 모듈 이외의 주변 장치 또는 부품에 의해 발생된 불량으로 유발된 모듈의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devices and/or parts other than the Module(s)
(9)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유지보수/운영 또는 임의변경으로 인한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improper or incorrectly performed maintenance, operation or modification
(10) 원래 설치 장소에서 제거/ 타 장소 이설에 의한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removal from the original place of installment
(11) LG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임의수리로 인한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repairs not in accordance with LG’s instructions
(12) 구매자측의 저장, 포장, 운송 중 부적절한 취급에 의한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inappropriate handling during storage, packaging or transportation
(13) 비행 물체나 외부 스트레스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external shock such as flying objects or external stress
(14) 산성비, 염분 손상, 그을음, 석회성분이 함유된 지하수 같은 환경 오염이나 석유화학제품으로 인한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direct contact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acid rain, salt water, soot, underground water
containing lime component or industrial petrochemicals including ammonia
(15) 자연 재해(지진, 태풍, 홍수, 번개, 폭설 등), 화재, 정전, 전원 서지 등 LG전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natural forces (earthquakes, typhoons, floods, lightning, heavy snow, etc.) and fire, power failures,
power surges or other unforeseen circumstances that are beyond LG’s control
(16) 테러, 폭동, 전쟁 등의 인재로 인한 손상 / 고장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terrorist acts, riots, war or other man-made disasters
(17)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의 얼룩이나 흠집, 셀 간 / 모듈 간의 색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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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stains, scratches or color variation of cells or Module(s) that do not affect power output
(18) 지속적 사용 중 자연 풍화에 의한 소음, 진동, 녹, 흠집, 변색
Sound, vibration, rust, scratching, or discolorations that are the result of normal wear and tear, aging or continuous use
(19) 작동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지점에 설치된 모듈
Damage and/or failure caused by Module(s) installed in a location that do not meet operating conditions

5. 품질 보증 요청 (Assertion of Claims)
제 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증 요청은 LG전자 서비스 센터 및 LG전자 공식 대리점, LG전자 공인 판매자를 통해 서면으로 접수된 건에 한하여 유효
하며, 품질 보증을 요구 할 경우 반드시 구입 일시 및 구입처가 명기된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청 하여야 한다.
The assertion of claim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valid only if made in writing to LG Service Center, LG Authorized Distributor,
or LG Authorized Seller. Any such assertion of claims must be accompanied by the original sales receipt as the proof of purchase and
time of purchase of LG Module(s).
모든 품질 보증 요청은 문제가 발생한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제품에 대한 반품 및 환입은 LG의 서면 승인 이후에 진행 되어야 한다.
The assertion of the claim must occur within fourteen (14) days from the date that the claim is identified. The return of Module(s)
may only occur after LG gives the written authorization.

6. 불가 항력에 관한 조항 (Force Majeure)
LG전자는 구입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넘긴 어떠한 책임 및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품질 보증 역시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전쟁, 파업, 폭동,
반란, 분쟁, 전시 상황, 전염병, 화재, 홍수 또는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의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LG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LG shall not be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responsibility or problem that the purchaser arbitrarily transfers to the third party, and
does not provide any warranty in such a case. In addition LG shall not be responsible or liable to end use purchaser for any consequences
resulting due to war, strikes, riots, rebellions, conflicts, wartime situations, infections, fires, floods or any other force majeure.

7. 분쟁 해결 (Dispute Resolution)
품질 보증에 대한 불일치 점이 생길 경우, 다음의 국제 시험 기관에 의한 시험 결과에 의거 분쟁 절차를 진행하며 국제 시험 기관은 아래와 같다.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Limited Warranty shall be resolved based on test results by the following
international testing institutions.
ⅰ. Fraunhofer ISE (독일 Freiburg 소재, located in Freiburg, Germany)
ⅱ. TUV Rheinland (독일 Cologne 소재, located in Cologne, Germany)
ⅲ. Arizona State University (미국 소재, located in United States)

분쟁에 따른 모든 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며, LG전자는 최종 합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All costs incurred in the dispute shall be borne by the defeated party, and LG reserves the right of final settlement.

8. 효력 발생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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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구입 일을 명기한 날짜부터 본 품질 보증은 시작된다.
This Limited Warranty starts from the date of purchase specified below.

《부록 (Appendix)》 구매일자 (Purchase date):
No.
1
2

모델명 (Model Name)

용량 (Volume)

.

.

.

수량 (Quantity)

비고 (Remarks)

(배송지 주소 (Shipping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급자 (Supplier)
업체명 (Company Name): LG전자㈜ (LG Electronics Inc.)
주 소 (Address)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트윈타워
LG Twin Towers, 20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공급 받는 자 (Purchaser)
업체명 (Company Name):
주 소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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