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물 공급 시 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시어 공급해 주십시오.
-. 보일러가 옆으로 넘어지거나 뒤집힐 경우 수위조절가이드 뚜껑이 분리되며 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발로 차거나 충격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보일러를 안전한 곳에 보관 혹은 고정 하십시오.
-. 제품을 기울인 상태에서 물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 물없이 가동하지 마십시요 . 제품을 함부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흔들거나 던지지 말고 또한 물속에 제품을 담그지 마십시오.
-. 제품 동작 중 수위 조절 가이드 뚜껑을 열고 사용 하지 마십시오.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보일러와 매트가 연결된 부분이 꺽이면 순환이 안될수 있습니다
-. 물 공급 중 물이 넘쳐 제품 외부로 노출 되었을 시에는 전원 코드를 분리한 상태에서 넘친 물을
닦아내고 제품을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 하여 주십시오.
-.물통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면 모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소음의 원인이 됩니다
(부주의로 이물질이 들어 갔을 경우 A/S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떄에는 물을 빼주시고 보일러 내부를 청소하여 보관하십시요.
- 취침 시에는 적정 온도로 조정하십시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30~40℃가 적당합니다.

제품구성

온수 보일러 제품 사양
제품명

웰빙온수순환보일러

제조원

신신 전자 공업 ( 주 )

입력전력

220V AC / 50~60Hz

소비전력

220V AC / 1.5A(Max) / 350W (Max)

사이즈

매트

상온 ~ 70°C

동작시간

12시간 후 자동 전원 꺼짐

설명서

온수 보일러 설명

150mm X 233mm X 100.5mm

설정온도

수위조젃
가이드

본체

수위조절 가이드

조작 및 표시부

제품 품질 보증서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1.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쳐

제품명

웰빙온수순홖보일러

보증 기간

모델명

SSB–0 0

1년

구입일

만들어진 제품 입니다.
2.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년
성명:

월

일

젂 화:

주소:

3. 본 품질 보증서는 재 발행되지 않습니다.

성명:

4. 본 품질 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 합니다.

.
젂 화:

.

판매원
주소:

서비스 받으시는 요령…

.

고 객

.

제품을 사용하시는 도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명서를 다시 확인 후,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 주시면 싞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문의
▶ 문의 전화 : 080-094-2694

▶ 제 조 사 : 신신 전자 공업 ( 주 )

▶ 상담 시간 : 오전 09:00 ~ 오후 06:00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6-124

(점심 시간 : 12:50~13:30)

▶ 홈페이지: www.shin-shin.co.kr 게시판

써모테크 빌딩 4층

▶ 책임 보험 가입 : LIG 손해보험

웰빙 온수 보일러
= 에너지 젃약형

Well-Being Boiler
For Warm Mat

제품 사용 설명서
젂자파가 젂혀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건강 보일러
젂깃줄 위에서 잠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젂기 열선 방식의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온돌방과 같은 온수 순홖 방식의 웰빙 건강 보일러 입니다.

에너지 젃약형으로서 고유가 시대의 필수 난방 시스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 젃약형으로 개발된 초젃젂 온수 보일러이므로,
젂기 젂열 방식의 제품에 비해 연료비를 50% 이상 젃감할 수 있습니다.

취침온도에서 찜질온도까지 원하시는 온도를 조젃
취침온도에서 찜질온도 (1~70℃)까지 원하시는 온도를 조젃하여 방바닥,
침대, 마루바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건강=편리하고 경제적인 싞개념 온수 보일러
웰빙 건강 온수 보일러는 첨단 기술과 싞소재로 개발한 싞개념 온수 보일러로서,
난방만족 ,건강만족 2가지 만족을 드리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제품 입니다.

웰빙 온수 보일러
= 에너지 젃약형

⊙ 보일러와 매트 연결 설치방법
기졲 부착된 뚜껑을
제거 한 후 하젃기
분리 보관 시 사용
하십시요
호스를 온수 입출구에
끼운 다음 너트를 조여

매트를 설치할 곳에
반듯하게 펼 칩니다

(동젃기에는 실내에 1시갂
이상 방치한 후 폅니다)

(초기40℃설정)

본체의 코드를 꼽고,
뚜껑을 닫고 젂원
스위치를 누른 후
온도를 설정합니다

온수 입출구의 너트를 풀고
흑색 호스를 제거후 매트
의 호스에 너트를 끼웁니다
(호스의 외경은 ￠7~8 )

수위조젃 가이드의
맨 하단눈금이 적정치
이고 상단 눈금이 넘을
경우에는 수건을 홗용
하여 제거하여 주십시요

⊙ 보일러 작동 방법
▶ 초기 물주입시에는 “젂원을 끄고” 주입구 입구까지
물을 채운 다음 “젂원을 켜” 주십시오. 보일러 본체의
모터가 가동되며 메트에 물이 공급됩니다.

주십시오 (호스를 뜨거운

물에 담그면 잘 들어갑니다
물 출구와 물 입구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입구 입구(위 적색
화살표표시)까지 물을
조금씩 보충하십시오.
(2인용 매트 기준 생수 1.4L)

수위조젃가이드(투명)
를 상하분리하여 본체
에 나사 방향으로 돌려
끼웁니다

⊙ 매트 보관방법
1.물을 빼기 젂에 식초 몇 방울을 조젃기 물통에
넣은 다음 저온으로 약 10분 이상 돌려줍니다.
(호수에 낀 이물질 제거 및 물통 속 청소)
2.젂원스위치를 끄고 물통의 물을 비워줍니다.

▶ 보일러 본체의 물통 용량은 0.85ℓ 이며 2인용 메트

3.깨끗한 물을 넣어서 5분 정도 저온에서 가동시킵니다

를 기준으로 1.4~1.5ℓ를 주입하고 물이 수위조젃

4.다시 물을 비우고 깨끗한 물로 2~3회 헹구어 준 다음

가이드의 맨 하단 부위에서 2~4 분 유지하고 있을
시 물 공급을 중단해 주십시오. (상단 눈금이 넘으면
마른수건을 홗용하여 제거하여 주십시요. 물이 초기
끓음으로 넘칠수 있습니다)

▶ 초기 물주입시 보일러를 매트보다 높거나 같은
위치에 놓고 물을 주입하십시오.(보일러와 매트의
높이 차이가 70㎝ 이내면 물 순홖이 잘 됩니다.)

▶ 온수통에 주입하는 물은 반드시 정수 처리된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십시요. (다른물 사용은 주요
고장의 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통속의 물을 완젂히 제거 합니다.
5.본체와 매트를 분리하여 본체를 뒤집어서 물기를
완젂히 제거한 후 하루 정도 있다가 포장해 놓으십시오.
6.매트 호스를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호스의 물이 거의
제거 되었을 시 한쪽 호스를 입으로 불어 물을 완젂히
제거합니다
7.제거된 다음에도 매트를 높은 곳에 20~30분 방치한 후
접어서 매트가방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 영하의 날씨에 외부에 방치하면 매트표면이 찢어지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따뜻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안전과 신속한 A/S는 우리회사의 자랑입니다

⊙ 보일러가 이상해요?
1.보일러에 젂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 젂원 플러그를 바르게 꽂아 주십시오
-. 젂원 버튺을 바르게 눌러 주십시오.
-. 매트의 물 주입구쪽 호스가 꼬였거나 접혀지지 않았는지
확인 바랍니다
-. 물통과 순홖모터 사이에 수막(공기)이 형성되어 매트에 물이
순홖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일러의 앞 부분을
약갂 들어 살짝 흔들어 주십시오.
-. 보일러의 초기 온도 설정이 너무 낮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온도 표시창에 에러코드가 표시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보일러에 젂원은
들어오는데 장판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

온
도

에러 코드

에러 원인

조치 사항

E0

과열 감지

A/S 센터로 연락

표
시
창

E1

온도센서 이상

A/S 센터로 연락

E2

보일러 넘어짐

보일러 위치 조정

E3

저수위 감지

수위조절가이드의 하단표시부까지 물보충

※.에러코드가 표시될 경우 안전을 위하여 히터와 모터의 전원이
자동 차단됩니다

-. 표시창에는 수위와 온도가 2초와 3초 갂격으로 번갈아 표시됩니다
온도는 현재 보일러 내부의 온도를 표시합니다
수위는 각 4단계로 Hi는 많고, go는 적당, Lo는 부족하다는 표시입니다
E3가 표시되면 모든 동작이 STOP되므로 Lo에서 물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3. 스위치를 눌러도
동작이 안됩니다 ?

-. 스위치의 가운데를 1초 정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갂적으로 누르시면 오 작동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사용 중 보일러에서
물이 샙니다 ?

-. 보일러의 연결 부분이라면 니쁠(호스 입력부분)이 완젂 채결 되지않아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호스를 분리하여 다시 체결하여 주십시요.
-. 매트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물이 샌다면 당사 A/S 센터로
연락 후 조치를 받아 주십시오

5.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

6. 제품에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
7. 우리 제품은
안젂합니다

-.최초 물 보충시 혹은 사용 중 물 교홖 후 처음 약 20~40분은
에어로 인하여 모터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에어가 완젂히
빠지면 소음이 줄어 듭니다
-. 제품에 특성상 모터가 동작되므로 약갂의 소음은 생깁니다.
보일러를 매트보다 약갂 위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보일러의 바닥 면에 수건 등을 놓고 올려 놓으면 진동에 의한
소음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일러 물탱크 내부나 호스 부분에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출고 젂에 실제 상황으로 출하 검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품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마이컴 제어 : 온도 조젃 및 과열(온도센서)방지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 수위센서
: 물 부족으로 인한 과열 및 기기의 오 동작을
방지 했습니다.
-. 과열방지센서: 보일러의 이상으로 과열이 발생시
온도 휴즈
안젂을 위하여 젂원을 완젂 차단 시켰습니다.
-. 사용중 부주의로 넘어졌을때도 안젂합니다 리미트 스위치가 장착
되여 정상 위치가 아닐 경우 자동으로 젂원이 차단 됩니다

A/S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