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사용방법

INSTRUCTIONS FOR USE

전기찜질기의 사용기간 2년

•전원 플러그를 AC 100V~240V에 사용하십시오.
•전원버튼을 켜면 온도는 1단(1LOW), 타이머는 30분(30M)으로
작동됩니다.

•전기찜질기의 사용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열선의 경화로 피복이 벗겨지고 심선이 노출되어
화재나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사용을 금합니다 .

•디지털 온도조절기의 버튼을 조작하여 시간과 온도를 설정하세요.
(설명서 참조)
•시간은 30분/60분/90분/4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고온으로 설정할 경우 안전을 위해 90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도는 1단(1LOW)/2단(2MID)/3단(3HIGH)/4단(4MAX)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반듯하게 펴서 사용하시고 접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맨살에 직접 사용하지 마시고 속옷을 입거나 마른 수건 등을
댄 상태에서 찜질하세요.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엄격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 제품의 수리, 교환, 환불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재경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따릅니다.
- 본 보증서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보증서는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
제품보증서

•찜질기 사용은 1회 20~30분 정도 하루 3회가 적당합니다.
•사용이 끝나면 전원스위치를 끄고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하십시오.

2. 기기에는 불이나 심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3. 휘발성 물질, 습기 등이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4. 제품을 보관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복잡한 곳에 기기를 보관하거나 사용을 피하십시오.
- 고온 다습한 장소, 직사광선 등을 피하여 주십시오.
- 기기는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물이나 수분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5.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기기를 분해, 수리, 개조 등을 하지 마십시오.
6. 기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를 한 후 판매점 또는
제조사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제품 점검사항

온도가
낮다.

보증기간

고객명

1. 전원을 분리하여 보관하십시오.

열이
오르지
않는다.

모델명

구입일
구입처

사용후 보관 및 관리방법

증상

제품명

확인사항

조치

전원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뽑혀 있는지 확인한다.

플러그를 콘센트에
끼우십시오.

집에 전기가 나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다.

누전차단기를
확인하십시오.

온도 또는 시간 조절이 설정
되었는지 확인한다.

온도 또는 시간을
지정하십시오.

온도조절기가 약에 있는지
확인한다.

온도를 강으로
조정 하십시오.

찜질기 라벨의 상판을
확인 한다.

상판 쪽을 사용한다.

구입일로부터 1 년

상호
연락처
주소
성명

(TEL :

)

제품의 교환, 환불, A/S를 위해서는 구입처로부터 위 제품보증서란을
확인받아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입 후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제품은 즉시 교환하여 드립니다.
2. 제품 품질 보증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3. 제품 품질 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실비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4. 다음의 경우 유, 무상 수리를 받으실 수 없으며 성능 및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품을 사용자 임의로 분해, 개조, 수리, 타사에 의뢰한 경우
-사용 설명서의 경고사항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제품을 자가 사용 외에 영업용이나 업소용으로 사용할 경우
품질보증기한 이내일지라도 유상으로 처리됩니다.
6. 제품 보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비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CAS 온열찜질기
Electric Heating Pad

제품사용설명서
Model
황토세라믹 SHP-670C1 / 맥반석세라믹 SHP-670C2
참숯세라믹 SHP-670C3 / 천연옥 SHP-670C4

보증수리절차
▶해당 제품과 보증서는 포장박스 안에 적입 되어 있으며, 서비스센터
및 A/S 지정점의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폐사에서는 상기 기술한 보증사항에 한해서 처리해 드립니다. 만일
폐사의 서비스 센터 및 A/S 지정점에서 수리를 받은 후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카스 고객지원센터 전화 : 1577-5578 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지원하여 드리겠습니다.
▶A/S문의 : 전화 : 070-7510-2200
성진에이블(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278
카스고객지원센터

1577-5578

■제품의 색상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카스고객지원센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O-91015102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경고 - 사용상의 경고사항

다음에 표시되어 있는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들은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상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상의 주의를 읽고 정확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만약 사용중 불편한 점이나 고장이 있으면 판매점이나 제조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의사항은 “경고”와 “주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의 기호는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과 조작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기호입니다. 이 기호가 있는 부분은
위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읽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경고

경고 표시사항을 위반할 시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

주의 표시사항을 위반할 시 경미한 상해나 제품 손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고 - 안전을 위한 경고 사항

제품을 수리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물이 묻거나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거나
꽂지 마십시오.
감전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 플러그를 뺄 때는 항상 플러그를 잡고 빼주시고，
전원코드 선을 잡고 당기거나 뽑지 마십시오.
제품을 옮기거나 움직일 때도 전원코드 선을 잡고 당기거나
들지 마시고 매트 전체를 들어서 움직이십시오.
코드 선을 잡고 빼면 심선이 단선되어 발열, 발화의
원인이 되고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플러그, 커넥터, 전선 등이 손상되거나
콘센트가 헐거울 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플러그를 손상시키거나 전원코드를
연장하지 마십시오.
전원코드 위에 물건 등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전 등의 원인이
됩니다.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의 콘센트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 콘센트 발열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직사광선이나 난방기구의 온풍이 직접 닿는 곳에서 사용
하지 마시고,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담요 등 다른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 변형의 우려가 있으며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외출 시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절연열화로 인해 감전, 누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제품을 켜둔 상태로 방치하거나 외출하는 것은 절대 삼가십시오.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시에는 전원코드를 반드시 뽑아주십시오.
고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제품을 켜둔 상태로 방치하거나
외출하여 화재 발생 시 사용자 과실이므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본 제품은 전열기가 아닌 찜질전용 기기입니다.
난방용이나 방석용으로 사용을 금하며 특히 취침용으로 사용시 화상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사용을 금합니다. 수면 중이나 취침용으로 사용하여
화상을 입을경우 사용자 과실이므로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3. 다른 기기 또는 타회사 제품과 함께 사용을 하면 위험과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주의 - 사용상의 주의사항
•영유아, 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사람은 절대 사용
하지 마십시오.
•당뇨가 있거나 혈액순환장애가 있는 사람, 노약자, 어린이 등 열 감지가
어렵거나 늦는 사람은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임산부, 특이체실, 악성종양환자, 고열환자, 전염성질환자,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환자는 전문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 사용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패드를 반듯하게 펴서 사용하시고 접히거나 구부러진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열선끼리 맞닿아 온도 과승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열선이
이탈 또는 끊어져 화재가 발생하거나 감전 및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4. 기기를 물에 담그거나 물을 끼얹지 마시고, 사용 중 기기에 물이나 액체
등을 엎지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기기에 수분이나 액체가 유입된
경우 감전이나 가열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 사용을 중지한 후 제조사로
문의하십시오.

•찜질기를 깔고 앉거나 심하게 구기거나 접힌 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선이나 열선이 단선되어 감전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5. 코드에 상처를 주거나 파손시키거나 가공하거나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잡아당기거나 잡아 뜯거나 묶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리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하지 마세요.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기기의 작동 이상 발견시 즉각 사용을 중지하시고 코드선을 빼주십시오.

6. 전원 코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AS센터나 제조사에 문의하여 코드를 교환하십시오.
7. 애완용 동물이 있는 곳에서는 매우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애완동물에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애완동물이 코드선이나 제품을
물어뜯어 감전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깔고 사용하거나 기기 위에 눕지 마십시오. 과열로 화상의 우려가
높고 기기가 눌어붙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기를 켜둔 상태로 방치하거나 절대 외출하지 마십시오.
•기기 사용 중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원코드를
뽑아 놓으십시오.
•기기 사용 중에 온도조절기가 찜질기 밑이나 이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고열이 발생하므로 제품 위에 이불, 담요, 의류 등을 덮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일부가 이불이나 담요에 덮어진 경우에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침대 매트리스나 소파 위에서 사용할 경우 고온으로 인하여 매트리스나
소파가 변형되거나 눌 수 있고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찜질기의 본체에 종이, 볼펜, 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들어가면 고온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있사오니 이물질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 사용상의 주의사항
•1회 30분 정도, 1일 3회 정도 사용하시먼 적당합니다.
•맨살에 직접 사용하지 마시고 속옷을 입거나 마른 수건 등을 댄 상태에서
찜질하세요. 맨살에 사용하는 경우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본 제품은 찜질용으로 장시간 사용을 금하며 저온 상태에서도 장시간
찜질을 하게 되면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동안 찜질을 계속할 경우 피부에 화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취침 시 사용을 절대 금하며 이로 인한 화상이나 사고시 모든 책임은
사용규정을 어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에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때는 보호자의 엄격한 관리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금합니다.
- 음주 후 또는 피로가 극심한 사람
- 잠이 오는 약을 복용한 사람.(예. 수면제, 감기약, 비염약 등)
- 본인 스스로 조절기를 조작할 수 없는 사람 (예. 환자, 아동, 노인 등)

•기기를 라텍스, 스폰지나 의류 등 열에 약한 제품에 올려두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열에 약한 라텍스 특성 때문에 라텍스가 변형되거나 과열
되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찜질기나 본체는 절대 물에 넣으시면 안되며, 만일 물이나 액체를
찜질기에 엎질렀을 경우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전원코드를 뺀 후 		
제조사나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찜질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거나 끝이 날카로운 물체가 찜질기
전선, 조절기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기선이 꼬인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단선으로 인한 제품 고장 및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기선은 반드시 꼬이지 않도록 		
바르게 펴서 사용하십시오.
•찜질기가 오래 사용하여 낡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는지 자주 살펴보십시오.
제품의 손상이 있으시거나 오염 등 사용에 문제가 있을 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제조사나 판매점에 연락하십시오.
•기기 커버의 염색이 소파 장판 이불 등 함께 사용하는 물건에 이염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겉커버 세탁시 단독 세탁하십시오.
•본 제품을 찜질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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