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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에코제트
DC온열매트
사용설명서

HANDMADE HEATED MAT

본 설명서에 기재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이니
반드시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S AV E T HE B ODY

향후 사용을 위해 보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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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 UCT FE ATUR E S

제품정보
원적외선 방출

원적외선이 다량 발생하는 발열실을 사용하여 숙면에 도움이
되는 알파파와 세타파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복사열로 더 따스
함을 몸속 깊숙이 전달해 줍니다.

프리미엄 핸드메이드

에코제트 DC 온열매트는 실로 한 땀 한 땀 재봉하여 고정하는
핸드메이드 방식을 고집합니다. 본드, 실리콘과 같은 유해 성
분, 유해 물질이 없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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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압 고효율 절전 제품

AC 220V를 사용하는 일반 전기매트와 달리 DC 24V 저전압을
사용하여 더 안전합니다. 또한 놀라운 에너지 절감을 통해 1일
10시간 한 달 사용 기준 월 전기료 1,000원으로 사용이 가능합
니다.

사계절 사용과 편리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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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는 포근하고 따스하게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 냉방병 걱
정 없이 더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접어서 간
편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부분 손세탁이
가능한 온열매트입니다.

HAN DMADE H E ATE D MAT

제품구성
에코제트 DC 온열매트 구성품

파워코드

접속구

어답터
04

온열 매트
조절기

조절기 접속구 결합 방향 (퀸)

PRO DU C T COMPONE NTS

접속구

조절기 선

※ 조절기 접속구가 있는 방향을 발 쪽으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절기와 접속구 결합 시
조절기 선이 우측 방향에
접속구 홈이 위에 위치
하도록 결합해 주세요.

싱글에 경우 방향 상관없이 결합 가능

SUPER SINGLE

PROD UCT S PEC IFIC ATION

제품사양

사이즈

110 × 200 cm (±3)

사용전압

DC 24V 2.5A

소비전력

QUEEN

제어온도

25 - 50 ℃

사이즈

150 × 200 cm (±3)

사용전압

DC 24V 5A

소비전력

퀸

24 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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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싱글

온도조절기

60 W

온도조절기
제어온도

100 W

24 Vdc

2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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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사양 및 디자인은 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형태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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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조절기 작동법

※ 조절기 사용법은 슈퍼싱글과 퀸 매트가 상이하오니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설정 아이콘
취침 모드 아이콘

온도 설정 아이콘
슈퍼싱글
온도 표시부

슈퍼싱글
시간 표시부

퀸, 킹
좌측 온도 / 시간
표시부

퀸, 킹
우측 온도 / 시간
표시부

온도 버튼

시간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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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간 누를 시 급속 모드

3초간 누를 시 취침 모드

전원 버튼

온도 / 시간
감소 버튼

온도 / 시간
증가 버튼

HOW TO U SE CO NTROLLE R

왼쪽, 오른쪽 구분 (퀸)

좌측

우측

접속구 부분이 발 밑으로
오게 두고 사용하세요.

좌측

우측

온열매트의 접속구와 조절기를 연결하고 조절기와 어답터를 연결한 후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주세요. 전원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누르면 액정이
켜지고 제품이 작동합니다.

온도 설정

슈퍼싱글 사용 시
온도 버튼을 누른 후 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증가하고 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감소합니다. (온도 설정 범위 : 25~50℃) 설정 온도가 25℃ 미만일
경우에는 액정에
가 표시되면, 이때 매트는 동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설정 온도는 3초 후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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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ON / OFF 설정

퀸 사용 시
온도 버튼 1번 누른 후 좌측 온도 설정, 1번 더 누르면 우측 온도 설정입니다.
온도 버튼 1번 누른 후
로 온도 조절, 온도 버튼 1번 더 누른 후 우측
온도도
로 설정합니다. (온도 설정 범위 : 25~50℃) 설정 온도가 25℃
미만일 경우에는 액정에
가 표시되고, 이때 매트는 동작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설정 온도는 3초 후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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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버튼 3초 이상 누르면 액정에
가 표시된 후 급속 모드 50℃와
15시간으로 설정됩니다.
※ 장시간 사용 시나 취침 시에는 35℃ 이하에서 사용하세요.

시간 설정

슈퍼싱글 사용 시
시간 버튼을 누른 후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증가하고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감소합니다. (시간 설정 범위 : 1~15시간) 설정 시간이 지나면 매트의
전원은 자동 차단됩니다. 설정 시간은 3초 후 자동 저장됩니다.

※ 시간 버튼 3초 이상 누르면 액정에
15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증가, 감소 설정

온도 버튼 누르고
시간 버튼 누르고

가 표시된 후 취침 모드 35℃와

버튼 누르면 온도 증가,
버튼 누르면 시간 증가,

버튼 누르면 온도 감소
버튼 누르면 시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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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사용 시
시간 버튼 1번 누른 후 좌측 시간 설정, 1번 더 누르면 우측 시간 설정입니다.
시간 버튼 1번 누른 후
로 시간 조절, 시간 버튼 1번 더 누른 후 우측
시간도
로 설정합니다. (시간 설정 범위 : 1~15시간) 설정 시간이 지나
면 매트의 전원은 자동 차단됩니다. 설정 시간은 3초 후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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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사항

다음의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히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제품은 병원용, 의료용으로 제작된 제품이 아니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절 기능이 있는 침대 위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만약 사용하셨을 경우 겹치는 부분이 주름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반드시 접지된 콘센트를 사용하세요. 미접지 콘센트는 전자파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0~3세 이하 영유아는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을 핀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지 마세요.

접혀지거나 과도한 힘으로 눌린 상태로 사용하게
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는 고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 주세요.

C AU T ION S ON USI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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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감각, 정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열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마세요.

물기가 있는 손으로 플러그
를 잡거나 뽑지 마세요. 코
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
을 중단하시고 AS를 신청
해 주세요.

높은 온도로 장시간 사용 시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수면모드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35℃ 이하, 최대 15시간)

조절기와 어답터는 이불로
덮거나 제품 위에서 두고
사용하지 마세요. 가열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외출 또는 사용을 안 할 시
에는 전원코드를 반드시 뽑
아주세요.

제품을 핀이나 날카로운 것
으로 찌르지 마세요.

무거운 것을 제품 위에 장
시간 올려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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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바닥에 까는
제품으로 접거나 몸 위에
덮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마
시고, 사용 전 반드시 제품
이 바르게 펼쳐져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조절기와 어답터에 충격을
주지 마세요. 제품 파손 및
퓨즈가 파열되면 사용을 중
단하시고 AS 신청 후 제조
자, 판매업자에게 반드시
반환해 주세요.

열에 민감한 라텍스, 인조
가죽(레자)과 함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단독으로 사용하
지 마시고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 아래 사용하시기 바랍
니다.

접속구 부분은 딱딱하니 부
딪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
요. 또한 코드가 꺾인 상태
로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인화성 물질을 제품 근처에
보관하지 마세요.

조절기와 어답터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세
요.

제품을 젖은 상태로 사용하
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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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와 규정에 맞는 공급
된 전용 어답터를 사용하세
요. 사양에 맞지 않는 어답
터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
다. (SS : DC24V 2.5A / Q :
DC24V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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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사항

에코제트 DC 온열매트 손질 및 보관방법을 숙지하신 후 사용하세요.

온열매트

세탁 시 조절기를 접속구에서 완전히 분리하세요.

기계세탁은 금합니다. 불가피하게 기계 세탁을 할 시에는 이불용
빨래망에 담아 울코스로 세탁해 주세요. (최대 2회까지만 가능)
오염된 부분을 중성세제로 가볍게 손으로 부분 세탁해 주세요.
표백, 합성, 효소 세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드라이클리닝은 하지 마세요.

마른 천으로 물기를 흡수하듯 제거해 주세요.
전기 및 가스 건조기는 사용하지 마세요.

비틀어 짜지 말고 자연 건조로 완전히 건조한 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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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질을 하지 마세요.

조절기 / 어답터

천이나 스펀지에 중성세제를 묻혀 가볍게 닦아주세요.

조절기, 어답터 내부에 세제 또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플라스틱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보관 방법

제품을 박스나 진공팩에 넣어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하세요.
보관 시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지 마세요.

제품을 보관할 때는 열기를 다 식힌 후에 접어주세요.
C AU T ION S ON USI NG

기기의 마모 또는 손상 상태를 자주 점검하세요.

만약 기기가 마모, 손상되었거나 기기를 오동작 시켰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공급자에게 기기를 반납하세요.

본 제품은 국내 전용(220V,60Hz)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AC 220V 전원에서만 사용해 주시고,
해외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사용 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 보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AS 신청 전 아래 방법을 확인해 보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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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기를 켜면 에러, 비정상 표시가 나요.

E1 또는 E2가 표시된다면 연결 부위 중 빠진 것이 있거나, 조절기 설정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열패드와 접속구를 분리 후 재결합하신 다음, 조절기를 다시 켜고 사용해 주세
요.

온열매트가 따뜻하지 않아요.

설정 온도(최대 50도)를 조절해 주시고 바닥이나 주변으로 열이 손실되지 않는지 확인해 주
세요. 온열매트와 바닥 사이에 이불 등을 깔아주세요. 실내 온도가 낮거나 온열매트 위로 침
구를 두껍게 깔고 사용하시면 온열감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 작동 중 꺼져요.

설정 시간이 짧은지 확인해 주세요. 최대 15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조절기나 어답터가 너무 뜨거워요.

실내가 춥거나 설정 온도가 높아서 장시간 난방이 동작하는 경우 어답터가 뜨겁게 될 수 있
으나 정상 범위 내에서만 동작하며, 어답터 과열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동작
중인 조절기나 어답터는 이불로 덮거나 매트 위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어답터에서 소음이 들려요.

변압 기능을 가진 DC 어답터에서는 미세한 동작음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는 감지가 불가
능한 수준입니다. 드물게 소리를 잘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답터를 조금 멀
리 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접지가 없는 콘센트나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누설 전류로 인하여 정전기나 전기가
흐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며, 접지
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ANDMADE HE AT E D MAT

Q

조절기 전원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용량에 맞는 어답터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SS - DC24V 2.5A / Q - DC24V 5A
다른 콘센트에 연결해 보세요. 실내가 밝을 경우 LED 빛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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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절기가 켜지지 않아요.

CH ECK L I S T B E FOR E AS

AS 전 점검사항

HAN DMADE H E ATE D MAT

AS 안내

AS 신청 전 아래 방법을 확인해 보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S 접수

- AS 접수 시는 당사 지정 택배 회사를 통해 발송하셔야 합니다. 만일 타 택배회사 또는 퀵
서비스 등 당사 지정 택배회사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제품을 발송하실 경우 비용
은 고객 전액 부담입니다.

- 제품 발송 시에는 품질보증서를 기재하여 함께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AS 발송 시 왕복 운송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무상수리 및 교환 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한 후 성능 불량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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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장 난 경우

- 임의로 분해 조립하였거나 타사의 부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 사용 전압의 이상 또는 콘센트 불량에 의한 고장 및 화재 발생의 경우

- 사용 설명서상의 경고 및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천재 지변에 의한 제품 고장 또는 결함이 생긴 경우
- 가정용인 본 제품을 영업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서비스 센터 안내 1599-9534

제조 / 판매 SYSTRONICS / 롯데알미늄(주)

AS I NFO

주소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850번길 72(도당동)

임의로 제품을 개조 또는 수리 시 발생하는 제품 손상 및 피해 사항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보증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품에 정해진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 및 취급,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
습니다. 설명서의 지침을 따랐는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슬립메이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AS I NFO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1 - 2)
분쟁유형

해결기준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
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
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무상수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가 환급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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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
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수리 불가능 시
- 교환 불가능 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 한도 : 구입
가격)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6) 제품 구입 시 운송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단, 전문 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
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

HANDMADE HE AT E D MAT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정객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 <0이면,
0으로 계산)

P ROD U CT WA RRA 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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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롯데알미늄 직류 전원 전기요

모 델 명
구 입 일
명

주

소

보증기간
년

월

일

2년

구 입 처
연 락 처

15

성

PROD UCT WAR R AN TY

품질보증서

본 제품은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검사를 통과한 후 출하된 제품입니다.

- 수리를 요할 때는 보증서를 제시해 주세요. 없을 경우 무상 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증서는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이며 해외 반출 시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상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교환 / 반품 / 환불이 불가합니다.

당사의 품질 보증 조건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손실과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당사가 예측 불가능
한 결함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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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입한 슬립메이트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LOT T E A LU M INI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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