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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낚시 역사의 주인공!
52년의 신뢰! 

㈜은성사가 걸어온 길 -
대한민국 낚시의 역사를 이끌어온 길이었습니다. 

1966 1970 1980

1966년 10월 은성사 창업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399번지)

1973년 11월 7일 ㈜은성사로 법인 전환 

1974년 무역업 등록, 방위산업체 지정

1976년 10월 품질관리업체 지정

1976년 12월 공장 신축이전(사하구 감천동)

1980년 릴 생산 개시 

1981년 1천만불 수출탑 수상(수출액 1,532만달러) 

1983년 4월 일본 도쿄 사무소 개설. 11월 독일 쾰른 지점 개설 

1983년 동탑산업훈장 수상(수출액 2천만달러 돌파)

1983년 12월 본사 이전(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808번지) 

1983년 “SILSTAR” 상표등록

1984년 미국 법인 설립(사우스캐롤라이나주) 

1987년 세계일류상품화 추진업체 지정(대한무역진흥공사)

1989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시에 ‘SILSTAR ROAD’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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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기간
•구입한 날로부터 1년간 1회입니다.(보증서 제시에 한함)

2. 보증내용
•취급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파손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단, 수리 이후의 필요한 송달료는 소비자의 부담입
니다.)

3. 보증받는 방법
•파손 부품이 동봉된 제품을 본 보증서와 함께 구입하

신 판매점에 맡겨 주십시오.
•보증수리가 해당 판매점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않을

때는 판매점 상호, 해당 제품명, 보증수리요망 사항
등을 연락바랍니다.

4. 보증의 범위
•제품 파손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는 보증하지 않습

니다.

5. 보증에서 제외 되는 경우
•다음 경우의 파손 및 고장

1) 보관불량 및 손질 과정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2) 조작상의 실수나 과격한 사용으로 인한 파손
3) 임의로 개조, 수리, 분해한 제품

•천재, 화재, 도난에 기인한 파손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장면, 도금면, 그외 가공처리면

의 퇴색, 부식, 손상 기타
•기능상 장애가 되지않는 이상음, 진동, 기타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연적 현상
•예) 미세한 휘임, 이음부위의 과도한 밀착, 기타

■ A/S본부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342
TEL.1588-1833          FAX.(051)264-7332 

■ 서울총판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7층 721호
TEL.(02)2253-0211     FAX.(02)2253-0210

■ 부산총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342
TEL.(051)266-0525~6 FAX.(051)262-5986

■ 대구총판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173 (2층)
TEL.(053)571-0011~2 FAX.(053)551-5955

■ 제주대리점(신흥) 제주도 제주시 동문로 130
TEL.(064)725-1398    FAX.(064)757-1398

※ 제작 : 2018. 3. 제품개발 및 개량과정에서 가격, 사양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http://www.silstar.co.kr

※직통 애프터 서비스 - 낚시점에서 해당지역 서비스센
터로  연락하시면 즉시 필요부품을 보내드립니다.

A/S 및 보증규정 전국 A/S센타

은성실스타의 모든 제품은 지정된 A/S센타에서 꼭
A/S받으십시오.

정품 부품을 사용치 않아 생기는 제품의 파손은 책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부품은 품질과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
인이 됩니다.

완벽한 A/S를 바탕으로
평생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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