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검색 및 주문 요령
소비자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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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대번호 및 모델라벨 확인방법
A. 차대번호 확인방법.
-차량의 차대번호가 각인된 위치를 확인하거나 차량등록증을 확인.

예시) T-MAX530 DX 2019년식 차대번호 위치.

A.
B.

예시) YZF-R1 2019년식 차대번호 위치.

주의 : 모델에 따라 차대번호
위치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등록증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함.
예시) NMAX125 2019년식 차대번호 위치

예시) T-MAX530 DX 이륜차등록증

B. 모델코드 확인방법
-일반적으로 시트아래 트렁크에 스티커 형식의 라벨이 붙어있음.

라벨위치
T-MAX 530 DX 2019년 모델 라벨

예시)MT-09 2019년 모델라벨 위치

예시)YZF-R1 2019년 모델라벨 위치

대부분 차량의 모델라벨 위치는 운전
자 또는 동승자 시트밑에 커버, 차대에
스티커 형식으로 붙어있으며 예시참조.

예시)BOLT 2017년 모델라벨 위치

예시)FJR1300 2018년 모델라벨 위치

2. 파츠카탈로그 사용법

부품검색 클릭

1

순서
1)분류
2)모델
3)연식
4)다운

:
:
:
:

각 차량의 장르를 소유차량에 맞게 선택.
장르에 해당하는 차량 선택.
소유차량의 연식 선택.
카탈로그 다운로드 클릭.

2

3

4

ㄱ .파츠카달로그 메인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ㄴ. 본인차량의 모델라벨을 확인 후 소유차량과 일치하는 컬러색상 확인

예시

컬러링 타입코드의 A와B를 뜻하는
컬러네임을 확인해야함.

ㄷ. 목차에서 필요한 부품의 위치를 확인

부품의 위치에 따라 컨텐츠가 분류되어 있음.

ㄹ. 원하는 제품의 파츠넘버 확인. (단품)

모든 부품은 고유의 번호를 갖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구성요소가 다름.
단품 , 완제품으로 나눠지며 완제품의 경우 점선으로 별도 표시.

색상이 들어간 커버류 제품.

예시.

소유중인 차량이 2019년 TMAX530DX 모델일 경우
트렁크에 붙어있는 모델라벨은 위와 같은 스티커가
붙어있으며 A타입은 (MDNM8) 색상이며 B로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B타입 (MLNM4) 색상의 차량임.

A (MDNM8)

B (MLNM4)

주의: 차량의 모델라벨이 위와 같은 경우 파츠카탈로그
모델라벨 페이지에서 소유중인 차량이 무슨 색상인지
확인 후 주문할것.

조립되어 출고되는 완제품.
점섬안의 따로 표시된 부품 역시 별도의 주문이 가능함.

점선안에 표시된 제품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완제품.

3. 부품검색 및 주문요령 방법
4)판매점을 눌러 각 지역별 부품 판매점 연락처 및 위치 확인 후 주문 또는 문의.

2)클릭
3)클릭 후 제품의 명칭과 재고유무, 소비자가격이 포함된 금액 확인가능.

1)파츠넘버 작성

부품주문 Q&A
Q : 부품이 아닌 어페럴이나 액세서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어페럴이나 액세서리 역시 부품과 마찬가지로 파츠넘버 확인 후
검색하시면 재고유무와 가격이 나오며 주문은 판매점에서 가능합니다.

Q : 본사에서 직접 부품을 수령하거나 구매할수 있나요 ?
A : 본사에서는 부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방문해도 구매가 불가합니다.

Q : 부품재고 여부에 NO로 나오면 판매점에도 재고가 없는것인가요 ?
A : 아닙니다. 본사 창고에 재고가 없는것이며 판매점에는 따로 재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 꼭 파츠넘버를 알아야만 부품을 살 수 있습니까 ?
A :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을 알기 어렵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판매점으로 전화해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파츠넘버를 미리 확인해주시는게 부품
주문에 도움이 되며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Q : 부품가격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가격과 판매점에서 파는 가격 동일한가요 ?
A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운송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Q : 부품을 검색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부품을 주문하고자 하는 판매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판매점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
A : 거주 지역내에 판매점이 없을 경우 타지역의 판매점으로 문의주시면 동일하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Q : 부품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하거나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A : 부품을 구매하신 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재고가 없어 일본,유럽,미국 생산제품으로
별도주문이 들어가는 경우엔 교환,환불,취소가 불가능합니다.

Q : 홈페이지에서 파츠카탈로그나 부품가격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 : 인터넷 브라우저를 explore 에서 google chrom으로 변경하여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Q : 현재 소유중인 차량이 본사에서 수입한 모델이 아닐 경우 부품 주문이 되나요 ?
A : 저희 본사에서 수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Q : 재고가 없는 부품의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A : 일본 생산제품의 경우 2~3주, 유럽 및 미국 생산제품은 1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품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엔 이보다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부품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78-7100 내선 2번 부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