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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주)굿플에서 제조하였으며
지적재산권을 보유한제품으로 기구, 의장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용설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함을 금합니다
본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작동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제품 손상 및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기능향상과 사용자의 사용편의에 따라
본 설명서와 사용자가 구입한 제품의 사양이 약간 상이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규격품 이외의 옵션 또는 소모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손상시킬 경우
이에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의 ‘주의사항’ 과 ‘사용방법’ 을 충분히 숙지 후 사용하십시오

The Water Pressure Massage System

AQUA-LAY
본 장치는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물을 가압)를
가하여 마사지하는 기구이다.
조작부에 DISPLAY, 동작부에 MAIN PCB,
순환펌프, 냉각 솔레노이드,
온도센서, 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aution
사용 상 주의사항

1. 날카로운 장신구 및 금속제품(머리핀, 귀걸이, 벨트, 시계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2. 사용도중 작동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사용 중간에 멈출 시 담당자 호출 후 작동이 멈춘 뒤에 일어나도록 한다.
4. 사용도중 마사지기에서 듣지 못했던 소음이나 작동이 멈추는 경우에는 전원스위치를 OFF 후 약 5~10분이
지난 뒤 전원스위치를 ON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5. 마사지기 매트 표면이 뜨거울수 있으니 열에 민감한 사람은 사용 시 주의한다.
6.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수압을 낮게 하여 사용한다.
7. 고장 발생 시 임의로 수리하거나 분해하지 않고 판매점 또는 제조회사의 A/S팀에 연락하여 조치한다.
8. 본 제품을 임의로 조작, 개조하지 않는다.

전원 주의사항

1. 본 제품 전용 전원코드를 사용한다.
2. 사용설명서 전력을 확인 하시고 맞는 전원에 연결한다.
3. 손상된 전원코드, 헐거운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4. 전원 코드 부분을 무리하게 잡아당겨 빼지 않는다.
5.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꽂거나 빼지 않는다.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6.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한다.
7. 정전 시에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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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 Function
AQUA-LAY

리모컨
마사지기의 시작과 정지를
조작한다.

PVC 매트
수압에 따른 진동 효과를 높여준다.

조작부
마사지기의 전반적인 조작과
작동 상태를 볼 수 있다.

앞, 뒷면 커버
마사지기의 앞, 뒷면을
보호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옆면 커버
마사지기의 옆면을
보호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바퀴
마사지기의 이동 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이다.

Electric massage device 05

Operating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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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T

마사지 분사부위를 선택한다.
※ 버튼 터치 시 전신, 어깨, 상반신, 허리, 하반신 순으로 선택된다.

2. TEMPERATURE

마사지기의 수온을 설정한다.
(20~40℃ / 1℃ 단위)

3. TIME

마사지기의 작동시간을 설정한다.
(1~90분 / 1분 단위)

4. STOP

작동 중인 마사지기의 노즐이 원점으로 복귀 후 정지한다.
※ 종료음이 울린 후 마사지기에서 천천히 내려온다.

5. START/ PAUSE

마사지기를 시작 및 잠시 멈출 수 있는 버튼이며, 시작버튼을 누르면 작동한다.
작동 중 잠시멈춤 버튼을 누르면 노즐이동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작동한다.
다시 시작버튼을 누르면 계속하여 노즐이 이동하며 작동한다.

6. 리모컨 버튼

마사지기를 시작 및 정지할 수 있는 버튼이다.

(분사부위 선택)

(온도설정)

(시간설정)

(정지버튼)

(시작 / 잠시멈춤)

(START / STOP)

06 AQUA-LAY

How to operate
작동 전 준비사항

1. 마사지기에 올라가기 전 매트에 흠집을 남길 수 있는 날카로운 장신구 및 금속제품 (머리핀,귀걸이, 벨트,
시계 등)을 빼놓고 편한 복장을 한다.
2. 매트 커버에 흠집 및 구멍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마사지기 안에 물이 충분히 차 있는지 확인한다.
(매트를 손으로 가볍게 두들겨 확인한다.)

작동 방법

1. 부위 버튼을 눌러 마사지 부위를 설정한다.
2. 온도 조절(
) 버튼을 눌러 온도를 조절한다.
3. 시간 조절(
) 버튼을 눌러 시간을 설정한다.
4. 위, 아래 방향을 확인 한 후 리모컨을 들고 어깨라인에 맞추어 편한 자세로 눕는다.
5. 시작 버튼 혹은 리모컨 푸시버튼을 한번 눌러 작동시킨다.
6.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노즐이동을 멈춘다.
7. 정지 버튼 혹은 리모컨 푸시버튼을 다시 눌러 작동을 정지시킨다.

작동 시 주의사항

1. 작동 중 일 때 온도, 시간을 조절 할 수 있으며, 분사부위는 설정이 불가능하다.
2. 작동 중 일어나면 고장의 원인이 되며, 마사지기를 정지시키고 물을 분사하는 노즐이 원상태로 이동하여
완전히 멈췄을 때 매트에서 일어난다.

Electric massage device 07

Preparation
사용 전 준비사항

1. 정격 전원을 확인한다.
2.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필히 확인한다.
3. 전원 스위치와 버튼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 다른 기기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보관조건
및 저장방법

1. 물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한다.
2. 쥐, 해충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3. 제품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 놓지 않는다.
4. 보관 시 바닥에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 보관한다.
5. 위험물질과 격리시켜 보관한다.
6. 오염물, 먼지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관한다.

동작 시 환경

1. 온도 : 10℃ ~ 40℃

2. 습도 : 30% ~ 70%

3. 압력 : 700hPa ~ 1060hPa

보관 시 환경

1. 온도 : -20℃ ~ 50℃ 2. 습도 : 10% ~ 80%

3. 압력 : 500hPa ~ 1060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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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정격전압

AC 220V

노즐 이동거리

120 ~ 140cm

정격주파수

60Hz

수용량

소비전력

2400W

시간설정

수온

20~40℃

치수

2360(W) X 915(D) X 610(H)mm

분사 방식

2회전 진동방식

무게

190kg, 395kg(만수 시)

수동 조작

양방향 이동

중량

190Kg

300ℓ
1 ~ 90분 (1분 단위)

Stated matter
제품명

전기마사지기

모델명

AQUA-LAY

포장단위

1세트

제조자 상호

(주)굿플

주의사항

4 page

제조자 주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07

사용방법

7 page

안전인증번호

JI07013-17004

제품사양

9 page

제조번호와
제조년월

제조 시 기재

정격

AC 220V, 60Hz, 24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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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증서
ㆍ제품명 : 전기마사지기 ㆍ모델명 : AQUA-LAY
구입자

판매점상호.

성명

구입년월일

주소

제조번호
주소.

.

.

.

전화.

1.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 관리에 의한 엄격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본 만일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보증서 기재내용에 따라 보증하여 드립니다.
2. A/S는 (주)굿플 서비스센터나 구입한 특약점에 보증서를 제시하시고 수리를 의뢰하여 주십시오.
3. 특약점이나 구입하신 곳에서 수리가 안될 경우 보증서 하단에 기재된 서비스센터나 상담실에 전화, 서신
또는 내방하셔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보증서를 팩스로 본사에 보내주시면 확인전화 후 제품이력카드에 등록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기간은
본사 출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중일지라도 실비를 받습니다.
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고장
나. 화재,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다. 설치 후 이동 수송으로 인한 고장
라. 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
마. 보증서의 제시가 없을때
바. 서비스 센터이외의 사람이 수리 및 내부개조로 인한 고장

보증기간
구입 후 1년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또는 임의로 수리개조하여 고장 발생 시는
보증기간내라도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처 전화번호

온라인 접수

1644-5866

www.goodpl.kr

본사·공장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07

TEL. 1644-5866 FAX. 033-74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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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굿플

우) 26365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07
Tel. 1644-5866 Fax. 033-746-1545

GOODPL INC.
107 Donghwa Gondan-ro, Munmak-eup, Wonju-si,
Gangwon-do 26365,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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