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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설치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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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이 평평한 곳에 설치해 주세요. 
   (제품이 파손 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설치를 피해주세요.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지정된 순서에 맞게 설치해 주세요.

5. 제품을 설치할 때 정격전압(AC 220V)을 확인해 주세요.
   (회로 파손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세요.
   (오작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6. 손상된 전원코드나 플러그, 낡은 콘센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7. 반드시 접지 단자가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1. 제품 구성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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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조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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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도자(3구, 9구)
복부, 어깨, 팔, 다리 등의 신체 부위에 사용하기 편리하며 본체 
사용 시 함께 사용하거나 2인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자밴드
외부도자에 씌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
제품의 기능을 조작하며 작동상태 확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리모콘 거치대
리모콘 거치대를 본체 프레임에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코드
본체와 연결한 뒤 콘센트에 꽂아 사용합니다.

사용설명서
제품 사용에 관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SD 카드
기본적으로 저장된 세라젬사운드 외에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겉천
제품 오염 및 화상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탈착식으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헤드쿠션
제품본체 상단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조립가이드
제품 설치 방법이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리모콘백라벨
리모콘 키에대한 설명이 되어있으며, 리모콘 뒷면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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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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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박스에서 제품 및 부속품을 꺼내세요.1 리모콘 거치대를 프레임에 조립하시고, 리모콘을 거치대에 끼우세요.
SD 카드와 리모콘, 외부도자 커넥터를 확인하시고 알맞게 연결하세요.4

본체에 전원코드를 연결한 뒤 콘센트에 끼우세요. 5

전원스위치가 “켜짐” 상태에서 전원코드를 연결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주 의

경 고

커넥터 핀을 만지지 마세요.

(부상 및 제품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SD CARD

이어폰 SD 카드 리모콘

외부도자

2

3

프레임 조립 가이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SD Card

부속품

* 프레임 조립은 프레임 조립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보조매트 조립 시 레일 양쪽을 잘 확인하신 후 작업 하세요.

슬라이딩 레일

헤드쿠션

겉천

보조매트를 슬라이딩 레일에 끼우신 후 겉천과 헤드쿠션이 부착된 본체매트
를 본체프레임 위에 올려 놓으세요.

포장박스에서 제품 및 부속품을 꺼내세요.

본체에 부착되어있는 케이블을 보조프레임에 있는 커넥터와 연결하세요.

경 고

커넥터 핀을 만지지 마세요.

(부상 및 제품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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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이어폰은 사용시에만 연결하세요.

SD 카드는 윗면(스티커 부착부)을 확인하시고 본체에 삽입해 주세요.

전원을 끈 후 SD 카드를 끝까지 밀어넣어 주세요.

(보조 프레임을 본체의 중간지점까지 이동시킨 후 본체매트를 끝까지 밀어 넣으세요.)

(보조 프레임을 끝까지 여신 후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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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품 사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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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측면에 위치한 전원을 켜주세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1

리모콘의 전원키를 눌러 화면이 켜지는지 확인하세요.2

4. 제품 설치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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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전원코드를 연결하기 전에 리모콘을 먼저 연결하세요.
2. 사용자에 따라 적정한 온도로 설정하여 제품을 사용하세요.
3. 사용이 끝나면 리모콘의 전원을 끈 후 본체 전원을 꺼주세요.

1 2

Temp

1 2

*리모콘 화면은 20페이지 참고하세요.

헤드쿠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