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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당사의 체지방측정기는 의료기기 MDD/CE(93/42/EEC)로 ‘CE0197’ 인증을 받았으며 EN
ISO13485의 생산 및 품질 규격에 적합한 기기임을 인정 받은 진단용 장비입니다.

1. 소개의 말
본 제품은 생체 전기 임피던스법을 이용하여 신체의 저항을 측정하고 분석에 필요한 개인
자료(신장, 연령, 성별, 체중)를 이용하여 체지방량과 비율 및 제지방량, 근육량, 체수분량,
단백질량, 무기질량 등의 체성분과 체질량지수, 체형평가, 조절치, 기초대사량, 1일 필요열량,
복부비만 평가 결과, 신체연령, 부위별 근육량/체지방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기기입니다.
생체 전기 임피던스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이란 인체에 무해한 미세 전류를 보내
인체성분에 따라 다른 전기저항으로부터 체내 성분을 분석해 내는 방법으로 생활 습관병의
주원인인 비만을 진단,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2차 질환을 예방하고 체성분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의 치료 효과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석법입니다.
본 제품은 다주파(Multi-Frequency)를 사용하여 피검자의 수분 측정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측정 결과를 누적시켜 데이터화 하면 수분 균형의 판정 기준이 되는 개인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품은 수분 상태의 평가를 통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분야에 유용합니다.
또한 본 제품은 부위별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신체 5부위의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분석합니다.
특히 화면상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부위별 근육량은 운동 선수나 재활환자 등 특정
부위의 근육량이나 근력 증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용하여 운동이나 재활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노력을 집중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8개의 접촉전극을 이용한 4전극법으로 신체저항을 측정합니다. 체성분 분석에 이용하는
전극은 초기의 접착형, 흡입형, 클립형을 거쳐 접촉형으로 발전해 왔으며 접촉전극은 손에 쥐거나
발로 밟거나 발목에 닿게 하여 항상 일정한 위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의
체지방측정기는 손전극, 발판전극과 함께 위생과 편리함을 고려한 발목전극이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통전 경로로 측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경로에 8개의 전극을 배치하고 측정시
입·출력점 각각 2개씩, 4개의 전극만 ‘통전’ 시키고 나머지는 ‘단전’ 시키기를 되풀이하는
4전극법으로 체성분을 분석합니다. 발목전극 옵션 사용시, 12개의 전극 중 발판전극-손전극 혹은
발목전극-손전극을 시스템설정에서 선택하여 동시에 8개의 전극을 사용합니다.

４

본 제품은 정확한 신장의 측정으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비만과 혈압을 연계하여 고객진단이
가능한 혈압계, 실천성이 돋보이는 전문상담프로그램, 위생적인 발목전극, 무선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블루투스 통신 등이 옵션으로 준비되어 체지방 측정기의 활용성과 정확성, 편리성을 더욱
확장 할 수 있습니다.

2. 체성분에 대하여
① 체성분이란?
인체의 체성분은 수분, 단백질, 지방, 무기질이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수분은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절 및 유지됩니다.
단백질은 수분과 함께 주로 근육층을 형성하고 있는 성분으로 사지와 내장을 비롯하여 몸
전체에 분포하며, 제지방은 신체의 지방이 없는 성분 즉, 근육량과 뼈의 무게를 합한 것으로
체지방과 구분하여 일컫는 이름입니다. 체지방은 피하와 복부 장기에 저장되어 있으며,
분해되어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과다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비만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러한 체성분이
상호간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건강치 못한 사람은 비만, 영양결핍,
골다공증 등 체성분 상호간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② 비만이란?
비만 판정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비만의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은 체지방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은 신장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겉보기 비만’과 체지방량이나 비율이 높은
‘숨겨진 비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비만은 체지방의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③ 체성분 분석의 필요성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성분의 양과 분포의 불균형은 각종 질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말해 줍니다.
체지방측정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체성분을 분석하여 기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상의 유해
요소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서,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응용되는 기초 검진 도구의 하나입니다.

５

④ 비만판정의 지표
체지방률(%): 체중에 대한 체지방량의 비율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만을 찾아줍니다.
체질량지수(kg/m2):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 질병이환율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비만도(%): 표준 체중을 통하여 현재 체중이 가지는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⑤ 복부비만
체지방률 또는 체지방량과 같이 인체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체
어느 위치에 축적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지방은 축적되는 위치에 따라
피하지방(Subcutaneous

fat:

피부

밑에

저장)과

내장지방(Visceral

fat:

장기

사이사이에

저장)으로 구분됩니다.
W.H.R.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비율로 감별하는 것이므로 체형을 판정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⑥ 부위별 분석
본 제품은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몸통의 5부위에 대한 체지방량과 근육량의 측정 및
평가를 합니다. 인체가 늘 정확한 대칭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좌우 발달이 약간씩
보이는 차이를 문제 삼기 보다는 최초 분석 값을 기준으로 근력이나 근육량 증가를 위한 운동
재활 치료 등에 의해 얼마나 목적한 바를 효율적으로, 긍정적으로 달성하느냐를 평가하는데
이용하십시오.
⑦ 체형판정도표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의 축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체형을 판정합니다.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량이 적을수록 운동선수형에 가깝고, 근육량과 체지방량이 모두 많으면 비만 체형에
가까우며 체중은 적고 체지방량이 많은 사람은 마른 비만 체형에 속합니다.
⑧ 신체연령
피검자의 체성분 분석결과와 성별, 생물학적 연령을 감안하여 평가한 신체의 연령입니다.
성별과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 적정한 체성분을 결정하고, 실제 분석한 체성분을 적정 체성분과
비교하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연령을 산출해냅니다. 이때 체중이 속하는 영역에 따라 현재
체성분이 갖는 의미가 달라지는 점이 감안되었으며 피측정자의 신체발달과 건강에 대한 평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６

사용자 알림
사용설명서는 소비자의 제품 사용을 최대한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제품과 함께 보관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십시오.
본 사용설명서는 본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와 기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기의 성능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사용 중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언급된
지시사항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즉시 이 사용설명서에 수록된 내용을 다시 읽고
숙지하신 다음, 기기를 작동 또는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동을 시도하였거나 임의 작동 또는 기계를 적절하게 보존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는 취급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제조자는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기 사용 중 작동상 문제가 발생하면, 전원 버튼을 눌러 끈 다음 사용설명서에 따라 다시 작동해
보십시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면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사용설명서 안에 있는 경고, 주의, 알림을 통하여 명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그 경고가 소홀히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나 장비의 심각한 손해나 손상, 개인 자산의 소실

주의

주의 사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시 사항이 무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손상이나 손해, 불이익 등 실질적 손해

알림

알림은 기계의 설치, 작동, 설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위험 경고나 주의 사항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 개인 자산이라 함은 주택, 세간, 가축, 애완동물 등을 널리 포함한 개념입니다.
※ 개인이라 함은 사람의 심적, 육체적 개념은 물론 의류 등의 부착물까지도 널리 포함합니다.
※ 당사는 본 사용설명서의 인쇄상의 오류, 오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어떠한 결과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７

경 고
• 본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께서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첨부된 당사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하게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알림’, ‘안전관리’, ‘보관
및 유지’를 숙지하고 실천하십시오.
• 본 제품으로 측정한 결과는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소비자의 판단에 따른
투약이나 치료에 사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당사는 소비자 임의로 판단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경고

1. 지금까지 체지방측정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나 피해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 주
십시오.
① 아래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밝혀진 바 없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 심박조절기(Pace-Maker), 심세동제거기(defibrillator), 스텐트(stent: 심동
맥확장용 그물망), 심장이나 대혈관에 사용된 금속 봉합재(metal suture
in the heart and great vessel)등 체내에 이식된 금속물질 또는 체내 이
식형 의료 및 전자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
• 인공심장, 인공심폐기 등 체내에 전기신호를 송, 수신하는 의료 또는 전
자 기기를 이식한 사람
• 용액으로 채워진 카테터나 전도 가능한 용구 및 전자 기기가 심장에
연결된 사람
② 다음 사람이 체지방측정기를 이용할 경우 전기적 신호를 교란하여 위험
에 처하거나 목적하는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 여러 가지 목적의 전기 자극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 측정을 목적으로 체내에 전류를 주입받거나 기기가 연결, 작동되고 있
을 때
• 심전도(ECG), 근전도(EMG), 뇌파검사(EEG) 등
• 기타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치료나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
③ 다음 사람은 사용하기에 앞서 의사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 여성용 불임 기구를 삽입하고 있는 사람
• 임신 중인 사람
８

• 미세한 전기자극에 의해서도 신체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
• 기타 전도성이 좋은 전기, 전자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2. 제조자나 기기판매 업체의 허락 없이 기기를 열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3. 비정상적인 분석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의사나 인증된 전문가의 상담을 받
으십시오.

알림

기기의 결함에 의해 비정상 값이 분석되면 기기 판매업체나 A/S 센터에 연락
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９

안전 관리
본 제품은 국제적인 규격에 의거하여 제조되었으며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사용자의 안전과 제품의 신뢰성이 유지 될 수 있습니다.
① 이 기기의 내부는 기기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 교육을 받고 제조자로부터 자격을 인정 받은
전문가만이 조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기기의 내부를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기기의 손상, 전기쇼크, 화재 등의 손해는 당사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② 본 제품은 최적 상태로 작동되도록 설정하여 출고되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사항들
외의 어떠한 조정장치나 스위치의 조절도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변형을 원하시면, 당사나 지정
거래처에 서비스 요청을 하십시오.
③ 만일 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되었다면 즉시 전원을 끄시고 당사나 지정 거래처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④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는 본 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주위온도가 -25℃ ~ 70℃를 벗어난 곳에서의 보관
- 주위온도가 5℃~ 40℃를 벗어난 곳에서의 사용
- 대기압이 70kPa (700mbar) 이하이거나 106kPa (1060mbar) 이상인 곳
- 습도 15% 미만이거나 93% 이상인 곳에서의 사용
- 습도 93% 이상인 곳에서의 보관
- 기기가 수증기나 물에 노출되는 곳
- 기기가 먼지에 노출되는 곳
- 기기가 진한 농도의 기름 증기에 노출되는 곳
- 기기가 소금기 있는 대기에 노출되는 곳
- 기기가 가스나 먼지의 폭발 위험에 노출되는 곳
- 기기가 과도한 충격이나 진동에 노출되는 곳
- 표면의 경사각이 10° 이상인 곳
- 기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된 곳
⑤ 본 기기는 반드시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십시오. 접지를 할 때는 가스나 수도관,
피뢰침, 전화선 등 전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과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⑥ 전원은 반드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어댑터를 사용하여 공급하시고 전선, 플러그 등 전원공급
부속품은 결함이 없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⑦ 전원선은 반드시 주전원 스위치를 끈 다음 뽑으십시오.
⑧ 젖은 손으로 기기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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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본체를 옵션 또는 주변기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먼저 본 장비의 전원을 끄십시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전선을 연결하면 전기적 충격이 발생하여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⑩ 주위에 다른 전원기기가 있을 경우 의사, 간호사, 사용보조자 등 설치 사용자나 측정고객 특히
체내 이식 전류장치나 다른 의료,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설전류나 전도체
표면의 전위차에 의한 감전위험이 존재합니다. 기기 뒷면의 등전위 단자와 사용실 내의
접지선을 연결하여 사용하십시오.
⑪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기기는 반드시 점검 서비스를 받은 후
사용하십시오.
⑫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기기를 재사용할 때는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⑬ 기타 일반 전기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과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십시오.

주의

1. 본 기기의 전원 공급은 반드시 제조자가 제공한 전용선을 사용하십시오.
2. 본 기기는 FCC의 15항 (Class B 디지털 기기를 고정, 설치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방해 전파로부터의 보호 규정)의 품질 규격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본 기기를 텔레비전, 마이크로 전자파를 이용한 기기, 엑스레이 또는 강한
전기장을 발생하는 기기 근처에서 사용하시면 측정상의 장애나 분석된 값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다른 장비의 전원을
끄십시오.

알림

1. 본 기기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부분과 연계시키는 부속 장비들은 IEC
950(data 처리장비) 및 IEC 60601-1(의료장비)과 system 기준 EN 60601-11:1995의 규정에 의거 제조되었으며 신호 입력부 또는 신호 출력부에 접속
되는 System 기준 IEC 60601-1-1:1995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기기입니다.
2. 본 기기를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기 규정 및 각국의 규정에 의거
폐기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１１

각 부위의 명칭 및 기능
1. 주요 구성물
본 제품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체 1대

② 간편가이드

③ 전원케이블 및 어댑터

④ USB 케이블

⑤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⑥ M6 볼트

⑦ 4mm 육각렌치

⑧ 바디커버

① 본체

② 간편가이드

③ 전원케이블 및

⑥ M6 볼트

⑦ 4m 육각렌치

어댑터

④ USB 케이블

⑧ 바디커버

⑤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 구성물들의 외관 및 사양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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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옵 션
1) 발목전극 AE-202

발목전극

① 편리성: 양말이나 스타킹을 벗지 않아도 측정됩니다.
② 선택성: 발판전극/발목전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세균, 곰팡이 등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④ 발바닥의 각질이 두꺼워도 정확하게 분석됩니다.
2) 실천형 전문상담프로그램

전문상담프로그램

간편하게 체계적으로 체성분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체지방 측정결과를 깊이 있고 알기 쉽게 평가, 해석해 주며
일목요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선하여 체성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용성이 높습니다.
부위별/소아용결과지

3) 부위별결과지 및 소아용결과지
신체5부위의 부위별결과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부위별결과와
소아성장곡선 등 소아의 성장상태를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4) 전자동 혈압계
혈압을 측정하는 당사의 전자동 병원용 혈압계를 연결하시면

전자동 혈압계

혈압과 비만, 체성분과의 연계성 안에서 혈압을 관리할 수 있으며
기왕력이

있는

고혈압

환자의

체중조절을

통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USB 메모리
측정데이터를 저장하여 P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B 메모리

써멀프린터

6) 써멀프린터
써멀프린터를 통한 신속하고 간편한 인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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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열지
출력결과를 간편하고 알기 쉽게 표시해 줍니다.

주의

감열지

당사에서 제공하는 감열지 외에 시중 판매되는 감열지를 사용할 경우 55g/m2
사양을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사양에 부적합한 감열지를 사용하여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블루투스

8) 블루투스
블루투스를 연결해 PC 또는 모바일기기와 무선통신이 가능합니다.

9) 초음파신장계

초음파신장계

신장계를 연결하여 정확한 신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아침에 측정한 신장은 저녁에 측정한 것보다 커서 성인의 경우 평균 1~2㎝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중력, 자신의 무게하중에 의하여 척추연골이 저녁에
최대로 눌리기 때문입니다.

※ 제공되는 악세서리는 시장수급에 따라 모델이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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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기의 명칭 및 기능
1) 전면부

컬러 LCD

전극손잡이

▪ 컬러 LCD (Color TFT LCD monitor): 입력된 데이터와 측정과정 및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인 동시에
터치스크린 기능이 내장 되어 있어 데이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 전극손잡이: 인체에 전류를 통전시키고, 인체의 임피던스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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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면부

스페어포트(I)

신장계 포트

스페어포트(II)
USB포트(B)

혈압계 포트
USB포트(A)

전원 입력부

전원 스위치

▪ 스페어포트(I): 블루투스(옵션) 등 외부 장비를 연결하는 단자
▪ 스페어포트(II): 외부 장비를 연결하는 단자
▪ 신장계 포트: 신장계를 연결하는 단자(옵션)
▪ 혈압계 포트: 혈압계(옵션)와 기기를 연결하는 단자
▪ USB (A) 포트: 프린터와 기기를 연결하는 단자
▪ USB (B) 포트: 사용자의 컴퓨터와 기기를 연결하는 단자
▪ 전원 입력부(ADAPTER): 어댑터 연결
▪ 전원 스위치: 전원을 끄거나 켜는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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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판부

발판전극 체중계

발판전극

▪ 발판전극 체중계: 발판전극이 부착된 체중계입니다. 체중을 측정합니다.
▪ 발판전극: 피검자의 발 측정 부위가 닿는 전극입니다. 신체 임피던스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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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1. 전원 연결
본 기기의 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원입력부에 당사에서 제공하는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전선 연결 후 전원 입력부 우측에 설치된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자세한 제품 조립 및 설치법은 본 설명서의 “조립설명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주의

1. 본 기기와 주변기기의 연결은 반드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기기에 전기적 충격이 가해져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본 기기와 주변기기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전원공급의 순서는 본 기기부터
해야만 기기의 성능과 안전이 유지됩니다.
3. 전원공급은 반드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어댑터와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4.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켤 때 체중계가 있는 발판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
시오.
발판부에 무게가 실리면 그 무게만큼 체중계의 ‘0’ 점에 오차가 발생하므로
체중측정이 부정확해집니다.

주의

어댑터를 연결할 때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댑터 연결부의 화살표가 위로 오
도록 하여 본체 후면의 전원 입력부에 정확히 연결해 주십시오.
잘못된 연결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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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연결
1) 컴퓨터 연결법
기기 후면부에 있는 USB(B) 단자에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컴퓨터 USB 단자와 연결합니다.

알림

1. 본 기기를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포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2. 컴퓨터 포트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먼저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여야 합니
다.
‘USB 드라이버’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CD에 있는 설명
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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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린터 연결법
① 기기-프린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
본 기기 후면부에 있는 USB(A) 단자에 A4 프린터를 프린터케이블로 연결합니다.

② 기기-컴퓨터-프린터를 연결하는 방법
A4프린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측정 결과를 보고자 할 경우, 본 기기 후면부에 있는
USB(B) 단자에 USB케이블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당사에서 제공하는 A4프
린터를 프린터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하면 분석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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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압계 연결법
본 기기는 당사의 전자동 혈압계를 옵션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본 기기의 후면부에 있
는 혈압계(RS-232C) 단자와 혈압계를 당사에서 제공하는 혈압계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알림

혈압계와 연결하는 RS-232C 통신 케이블은 반드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전용케
이블을 사용하십시오.

4) 초음파신장계 연결법
본 기기의 후면부에 있는 신장계 단자에 신장계 코드 끝에 연결되어 있는 RS-232C 케이블을
꽂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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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써멀프린터 감열지 교체법
감열지 교환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① 그림과 같이 써멀프린터 고정나사를 그림과 같이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프린터커버를 엽니다.
② 써멀프린터에 삽입된 보호용 감열지를 화살표 방향으로 천천히 잡아당겨 제거합니다.
③ 그림과 같이 감열지 끝단을 프린터 투입구 방향으로 살짝 밀어 넣으면 감열지가 출력되고 자
동으로 종이가 잘립니다.
④ 프린터 커버를 닫고 고정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프린터커버를 고정합니다.

5-1) 써멀프린터 FEED/CUT 기능
• FEED기능

• CUT 기능

초기화면에서 LCD왼쪽 상단을 5초간
길게 누르면 패스워드 창이 표시됩니다.
‘0000’을 누르면 감열지가 출력됩니다.

알림

초기화면에서 LCD왼쪽 상단을 5초간
길게 누르면 패스워드 창이 표시됩니다.
‘5555’을 누르면 감열지가 잘립니다.

감열지 인쇄 중에 종이를 당기지 마십시오. 인쇄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종이가
잘립니다.
인쇄 중 기기 작동은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２２

시스템 설정
기기의 작동 환경을 조절하기 위하여 ‘SYSTEM SETUP’이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가 기기 환경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본 기기의 시스템 설정의 내용은 성능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설정’ 화면으로 들어가기
초기화면에서 “

” 아이콘을 3~4초간 눌러 ‘SYSTEM SETUP’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종 류
설정 메뉴는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아이콘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ATE/TIME(날짜/시간)
2. VOLUME(음량)

1.

2.

3.

4.

3. PRINT(인쇄)

5.

6.

7.

8.

4. PRINT POSITION(인쇄위치)

9.

5. CLOTHES(옷무게)

13.

6. SCALE SET(체중계설정)
7. ABDOMINAL FATNESS(복부비만)
8. DATE TYPE(날짜유형)

15.

9. THERMAL PRINT(써멀프린터-옵션)
10. COMMUNICATION (통신설정)
11. ID USAGE(ID 사용 설정)
12. CHILD/ADULT/AUTO(결과지 양식 설정)
13. PLATE/ANKLE (발판전극 또는 발목전극 선택)
14. HEIGHT METER(신장계-옵션)
15. DATABASE BACKUP/RESTORE(데이터 백업/복원)

２３

10. 11. 12.
14.

3. 메뉴로 들어가기
터치패드를 눌러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 후 SET을 누릅니
다.

4. ‘SYSTEM SETUP’ 화면에서 초기화면으로 나오기
시스템설정 화면에서 CLOSE를 누릅니다.

5. 메뉴에서 ‘SYSTEM SETUP’ 화면으로 나오기
각각의 선택

메뉴

화면에서

‘CLOSE’ 버튼을 누르면

‘SYSTEM SETUP’ 화면으로 나가며, ‘SYSTEM SETUP’ 화면
의 ‘CLOSE’ 버튼을 누르면 기기의 초기 화면으로 나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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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 정
<DATE/TIME>
날짜 및 시간(년, 월, 일, 시간, 분)을 설정합니다.
‘SYSTEM SETUP’의 초기화면에서 ‘

’ (DATE/TIME)을

선택하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기본 설정: 현재 날짜/시간
- ‘YEAR’을 선택하고 화면의 ‘▼, ▲’ 를 이용하여
숫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MONTH’을 누르면 깜박이며 커서가 이동합니다. ‘YEAR’과 동일한 방법으로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DAY’, ‘HOUR’, ‘MIN’을 각각 선택하고 ‘YEAR’과 동일한 방법으로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설정이 끝나면 ‘SET’ 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을 눌러 ‘SYSTEM SETUP’ 화면으로
나갑니다.

알림

1. 설정 중간에 ‘SET’ 버튼을 누르면 그 때까지 설정한 내용이 기기에 입력되고
‘CLOSE’ 버튼을 누르면 ‘SYSTEM SETUP’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설정 내용
을 취소하려면 ‘CLOSE’ 버튼을 눌러 새로 입력된 내용을 취소하십시오. 원
래 저장되었던 날짜가 유지되면서 ‘SYSTEM SETUP’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
다.
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기기에 설정된 ‘날짜/시간’
이 측정 시에 측정 날짜로 자동 입력되므로 정확한 ‘날짜/시간’을 확인하십
시오.

<VOLUME>
기기의 안내 메시지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 조절범위: 0~9
- 기본설정: 3
-‘

’ (VOLUME)을 선택하여 메뉴로 들어갑니다.

- 화면 아래쪽 ‘▼,▲’ 버튼을 눌러 음량을 조절합니다.
-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메인 화면으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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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프린터 출력방식을 AUTO(자동) 또는 MANUAL(수동)으로
설정합니다.
- 기본설정: AUTO(자동)
- ‘

’ (PRINT)를 선택하여 메뉴로 들어갑니다.

- 터치패드를 눌러 출력 방식을 설정합니다.
-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버튼을 눌
러 ‘SYSTEM SETUP’ 메인 화면으로 나갑니다.
<PRINT POSITION>
인쇄위치를 전용지에 맞도록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조절범위: U-D(상하), L-R(좌우) 각각 ‘99’
- ‘

’ (PRINT POSITION)을 선택하여 메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사각형그림 바깥 자리의 화살표를 해당하는 자리로
위치를 조절하고 싶은 만큼 누릅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약 0.2mm씩 이동합니다.

- ‘▲, ▼’ 를 누르면 ‘U-D’ 가 깜빡이면서 수치가 변하고 ‘◀, ▶’ 를 누르면 ‘L-R’ 이 깜빡이며
수치가 변합니다.
- ‘SET’ 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메인 화면으로
나갑니다.

알림

1. U-D (상하): ‘−’는 위쪽으로, ‘+’는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L-R (좌우): ‘−’는 왼쪽으로, ‘+’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2. 인쇄위치는 체성분결과지와 소아용결과지(옵션)를 각각 설정합니다.
“BCA”를 누르고 체성분결과지 인쇄위치를 설정 후 ’SET’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CHD”를 눌러 소아용결과지 인쇄위치를 설정 후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3. 시험인쇄
“BCA”, “CHD” 결과지 위치를 각각 설정하고 “Printer” 버튼을 누르면
시험인쇄가 가능합니다. 전용지의 인쇄위치 조절 시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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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ES>
피검자가 착용한 옷무게를 보정합니다.
- 조절범위: 0 ~ -9.9kg
- 기본설정: +0.0kg
-‘

’ (CLOTHES)를 선택하여 메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터치스크린의 ‘▲, ▼’ 버튼을 눌러 옷무게를 설정합니다.
한번 누를 때 마다 0.1kg 단위로 변화합니다.
-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메인 화면으로 나갑니
다.
현재 측정 체중에서 설정한 옷무게 만큼 보정시킨 체중이 분석에 이용됩니다.
<SCALE SET>
기기에 제시된 체중계 값을 보정합니다.
- 조절범위: -9.9 ~ +9.9kg
- 기본설정: +0.0kg
-‘

’ (SCALE SET)을 선택하여 메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터치스크린의 ‘▲, ▼’ 버튼을 눌러 눈금값을 설정하며,
한번 누를 때 마다 0.1kg 단위로 변화합니다.
-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메인 화면으로 나갑니
다.
현재 체중계 값에서 설정한 수치만큼 보정시킨 값이 분석에 이용됩니다.
<ABDOMINAL FATNESS>
복부비만 분석 결과의 on, off 설정 기능 입니다.
- 기본 설정: 18세 미만: NO, 복부둘레: NO
-‘

’ (ABDOMINAL FATNESS)를 선택하여 메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터치 패드의 ‘YES’ 또는 ‘NO’를 선택합니다.
-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화면으로 나갑니다.
- ‘YES’를 선택하시면 모든 연령대에서 복부비만 결과를 나타내고, ‘NO’를 선택하시면 18세 미만에
서는 복부비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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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YPE>
날짜 유형을 선택합니다.
- 기본 설정: YY/MM/DD(년/월/일)
-‘

’ (DATE TYPE)을 선택하여 메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원하는 날짜유형을 선택합니다.
-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메인 화면으로 나갑니다.
<THERMAL PRINT>
써멀프린트 출력방식을 선택합니다.
(써멀프린트는 옵션사항입니다.)
- 기본설정: OFF(꺼짐)
- ‘

’ (THERMAL PRINT)를 선택하여 메뉴화면으로 들어갑니

다.
-

ON/OFF

설정:

‘ON/OFF’를

선택하고

‘AUTO(자동)’,

‘MANUAL(수동)’, ‘OFF(꺼짐)’ 중 출력방식을 선택합니다.
-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메인 화면으로 나갑니
다.
<COMMUNICATION>
통신방식을 선택합니다.
- 기본 설정: CABLE(유선통신)
- ‘

’ (CABLE/WIRELESS SELECT)을 선택하여 메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CABLE’ 또는 ‘WIRELESS’ 중 원하는 통신방식을 선택합니다.
-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메인 화면으로 나갑니다.
- 블루투스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WIRELESS를 설정하여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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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USAGE>
ID 사용여부 및 데이터 저장 장치를 선택합니다.
- 기본 설정: YES, FLASH MEMORY
-‘

’ (ID USAGE)를 선택하여 메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ID 사용여부를 선택 합니다.
- ‘FLASH MEMORY’ 또는 ‘USB MEMORY’ 중 데이터를
저장 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합니다.
-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메인 화면으로 나갑니다.

알림

1. ID 사용여부를 ‘YES’로 선택하시면 측정 시 ID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되어
ID 입력이 가능하고, 측정완료 시 측정결과가 저장됩니다. ‘NO’를 선택하시면
측정 시 ID를 입력하는 화면 없이 사용자의 기본정보만 입력하고 측정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2. FLASH MEMORY는 본체 자체의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되고, USB MEMORY는
이동식 USB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알림

1. FLASH MEMORY 사용 시
① 저장은 100,000건까지 가능하며 저장횟수가 100,000건을 넘을 경우
측정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사용 중 데이터를 삭제하여 초기화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② A4프린터 및 써멀 프린터에서 결과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USB MEMORY 사용시
① 저장은 100,000건 이상 가능하며 저장횟수는 USB 메모리의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② 써멀 프린터에서만 결과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USB(A) 포트에 USB MEMORY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
3. USB 메모리(옵션)는 반드시 당사에서 제공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연결에 문제를 일으켜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구매한 USB를 사용하여 발생한 제품의 이상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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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ADULT/AUTO>
결과지 출력양식을 설정합니다.
‘SYSTEM

SETUP’의

(CHILD/ADULT/AUTO)를

초기화면에서
선택하여

‘

’

메뉴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기본 설정: AUTO(자동)
-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결과지 양식을 선택합니다.
- 설정이 끝나면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화면으로 나갑니다.

알림

1. 결과지 출력양식
① CHILD(소아/청소년): 나이에 관계없이 소아용 결과지로 출력됩니다.
단, 만 18세 이상은 소아성장곡선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② ADULT(성인): 나이에 관계없이 성인용 결과지로 출력됩니다.
성인용 결과지를 선택했더라도 만 18세 미만일 경우는 결과지 상에
소아성장 백분위수를 표시하여 학생의 성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AUTO(자동): 만 18세 미만은 소아용 결과지, 만 18세 이상은 성인용
결과지로 출력됩니다.

<PLATE/ANKLE>
발판 전극과 발목 전극 중에서 선택합니다.
- 기본설정: Plate (발판전극)
- ‘PLATE/ANKLE(발판/발목)’을 선택하여 메뉴 화면으로 들
어갑니다.
- ‘PLATE’ 또는 ‘ANKLE’ 버튼을 선택합니다.
- 설정이 끝나면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메인 화면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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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METER>
신장계 조절과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 기본 설정: +00.0cm, OFF
- ‘

’ (HEIGHT METER)를 선택하여 메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ON’ 또는 ‘OFF’를 선택합니다.
- 화살표 버튼을 눌러 신장계 조절 값을 설정합니다.
-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고 ‘CLOSE’ 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메인 화면으로
나갑니다.

알림

1. 신장계는 옵션입니다.
2. 신장계 연결 시 시스템설정에서 신장계 사용을 ‘ON’로 설정하셔야 신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DATABASE BACKUP/RESTORE>
본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외장메모리로 저장하거나 (백업),
외장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파일을 본체로 불러옵니다 (복원).
-

‘

’ (DATABASE

BACKUP/RESTORE)를

선택하여

메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백업: 본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외장메모리에 백업할 경우,
외장메모리를 후면에 연결 후 “Backup”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체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와 백업진행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백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 복원: 외장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본체로 불러올 경우, 외장메모리를 후면에 연결 후
“Restore”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체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와 복원진행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 백업이나 복원이 완료된 후 본체 전원을 껏다 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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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면 설정
전원을 켜면 기기의 초기화면에 다음과 같은 기능 설정이 있습니다.

1. ID 검색
기기 초기화면의 ID 입력칸에 알파벳과 숫자조합의 ID 20
자리를 입력한 후 ‘

’ 버튼을 누르면 해당 ID의 측정리스

트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리스트를 선택하여 결과보기나 결
과인쇄가 가능합니다.

알림
ID 검색 시 시스템설정에서 ‘ID USAGE’가 “YES”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INDEX 검색
I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과지 왼쪽 상단에 표시되는 Index(측정순번)로도 검색이 가능합
니다.
ID 부분을 누르면 INDEX가 표시되고 검색하고자 하는 Index 번호를 입력 후 ‘
검색하고 결과보기나 결과인쇄가 가능합니다.

알림

INDEX 검색 시 반드시 6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 1번 INDEX를 검색할 경우 ‘0000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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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눌러

3. 측정모드설정
초기화면에서 ‘체중계’ 모드 또는 ‘체지방측정기’ 모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에서 화면의 ‘
아이콘이

’ 버튼을 3~5초 정도 길게 누르면

로 바뀌면서 체중계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경

우 체중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중계 모드에서 기기에
올라서면 현재 체중만 표시되고, 체성분 측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버튼을 3~5초 정도 길게 누르면

로 바뀌면서 체지방측정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4. 체중계 오프셋
초기화면에서 체중계 0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SCALE OFFSET” 버튼을 누르면 0점 설정을 진행합
니다.

주의

0점 설정 시에 체중계에 올라서 있거나 다른 물체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부정
확한 체중값이 측정되거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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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분석
1. 측정 시 주의사항
체성분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의 신뢰도는 정확성을 통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 값
이 피검자의 실제 몸에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기기의 정밀성을 ‘정확도’라 한다면, 신체적 조
건과 분석 환경이 모두 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값을 분석해내는 기기의 안전성은 ‘재현성’이라
합니다. 분석값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검자는 아래 내용들을 지켜야 합니다.
① 식후에는 수분량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공복에 측정합니다.
-

식사 후 3 ~ 4시간이 경과하면 측정합니다.

-

측정 4시간 이내에는 커피 등 카페인이나 이뇨 작용이 있는 음료를 금합니다.

-

측정 2시간 전에 미리 2잔 정도의 물을 마십니다.

② 측정 전에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체액의 분포가 일정하도록 합니다.
-

목욕, 사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나 활동 후에는 3~4시간 지나서 측정합니다.

-

또는 운동, 땀의 분비량이 많은 활동 전에 측정합니다.

③ 측정 전 24시간 동안은 금주합니다.
④ 측정할 때는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⑤ 앉은 자세에서 갑자기 선 자세로 자세를 옮겨 측정하면 수분이 하체로 내려오면서 측
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선 자세에서 5분간 유지한 후 측정하십시오.
⑥ 측정 부위와 전극을 청결히 하고 둘 사이에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⑦ 실내 온도의 변화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20℃ 전후의 상온에서,
신체의 온기가 안정된 후 측정합니다.
⑧ 하루 중에도 체중과 체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일정한 시간에 측정합니다. 장시간 서
있는 사람의 경우 오전에 측정하면 더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⑨ 측정 전 화장실을 다녀와 체내 잔유물을 최대한 제거합니다.
⑩ 측정할 때는 올바른 측정법과 측정 자세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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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체성분 분석을 통하여 체성분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 그 결과들을 비교하여 체성분
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신체적, 환경적 조건을 일정하게 하여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 때는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보다는 분석할 때의 조건을 같은 상태로 유
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때 이용되는 것이 기기의 재현성입니다. 식사량 및 식사 후
경과시간,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활동 조건들(운동, 기온, 사우나, 다량의
음료섭취, 배뇨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기기의 재현성이 확보되면 각 분석 결과들은 지속적인
체성분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 되므로 목적하는 체성분 변화의 평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

체성분을 분석하는데 의사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분석을 하지 말도록 권유 받
는 경우는 8쪽의 ‘경고’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고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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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바른 측정법
1) 발판 전극 체중계에 서는 법
• 발판전극이나 발목전극 또는 손잡이의 전극이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 발판전극을 사용할 경우 양말이나 스타킹을 벗습니다.
• 손, 발, 발목 등 전극과 접촉할 부위의 땀이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발판일 경우 위•아래의 발판 전극에 고루 접촉되도록 서고, 발목전극일 경우 4개의 전극에
모두 닿도록 섭니다. 이 때 바지나 옷이 전극과 발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발목전극은 측정 시작버튼 역할을 하므로 측정 부위가 전극에 바로 닿아야 측정이 바로 시작
됩니다.

(○) 바르게 선 모습

(×)

발이 한쪽 전극에 치우침

(○) 바르게 선 모습

알림

(×)

(×)

이물질이 끼었음

발목이 정확히 닿지 않았음

1. 발목전극을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양말을 벗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목이 긴 스타킹은 아래로 내려주십시오.
3. 발목전극은 고객의 위생과 측정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4. 발목전극으로 측정시 정확성과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티슈로
전극부위와 측정 부위(발목)를 닦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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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발목전극 사용 시 측정 전후 걸림에 주의하십시오.
사용자는 발목전극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약자는 발목전극 사용 중 안전에 특별히 더 주의하십시오.

2) 전극 손잡이 잡는 법
• 손의 땀이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두 개의 전극 모두에 손바닥과 손가락이 닿도록 전극 손잡이를 쥔 후 엄지 손가락으로 시작
버튼을 약 2초 정도 누릅니다.

(○) 바르게 쥔 모습

주의

(X) 손이 한쪽 전극에 치우침

(X)손바닥으로만 쥐었음

1. 손이나 발이 작은 사람을 측정할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전극과 접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측정방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측정값의 신뢰
도가 떨어집니다.
2. 측정자의 몸이 다른 사람과 닿거나 전도성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
십시오.
3.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8개 전극 중 하나의 전극이라도 접촉이 안되거나 불
량하면 측정이 중지 되거나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측정자세
• 발판전극을 잘 밟고 선 다음, 손잡이 전극을 바르게 잡고 팔을 몸통과 30˚각도가 되도록 유
지합니다.
• 측정이 끝날 때까지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마십시오.
• 측정 중 전극과의 접촉이 유지되지 않으면 측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측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팔을 굽히거나 흔들지 말고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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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1) 기본분석
(1) 측정
① 체중측정
- 체중계에 올라서면 차임벨 소리와 함께 화면이 전환
되며 체중 측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체중이 완전히
측정되기 전까지 움직이거나 말하지 마시고, 측정 시
다른 곳을 짚거나 물체를 들고 체중계에 올라서지 않
도록 주의하십시오.

② 체중 측정이 완료되면 측정결과가 표시됩니다.
③ 개인정보 입력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순서는 ID, 신장, 나이, 성별 순서로 진행됩니다.
▪ ID입력
- ‘ID’ 칸이 먼저 깜빡입니다.
- 터치패드에 ID를 입력합니다. 영문, 숫자 그
리고 띄어쓰기를 포함한 20자리까지 입력 가능합
니다.

알림

1. 기존에 등록된 ID로 재측정시에는 ID 입력 후 “ID SEARCH”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신장, 나이, 성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해당 항목을 눌러 원하는
항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사용 시 멤버전송을 할 경우, 시스템설
정의 'ID USAGE' 설정과 관계없이 ID 사용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때 기기에서 신장,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프로
그램 상에서 개인정보 수정 후 다시 멤버를 전송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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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입력
- 터치패드숫자판을 이용하여 측정자의 신장을 입력
합니다.
측정자의 신장이 입력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분석
이 불가능 합니다.

▪ 나이입력
- 터치패드의 숫자판을 이용하여 측정자의 연령을 입
력합니다.

▪ 성별입력
- 터치패드의 남자 또는 여자 중 해당하는 성별을 선
택합니다.
- 입력이 끝나면 ‘ ’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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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측정시작 – 발 위치 고정
발판전극에 발이 바르게 닿도록 서 주십시오.

⑤ 측정시작 – 스타트 버튼
엄지 손가락으로 시작버튼을 누르십시오.
측정자가 시작버튼을 누르면, “측정을 시작합니다.
움직이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⑥ 측정 중
측정이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알림

1. 양쪽 전극 손잡이의 시작버튼을 약 2초 정도 누르시고 측정이 끝날 때까지
팔을 굽히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측정에 필요한 시간은 약 1
분 이내입니다.
2. 측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 “임피던스가 측정범위를 벗어났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 다시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극 손잡이를 감싸 쥔 후 전극손잡이의 시작버
튼을 누르십시오.
- 3회 연속 측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연속적인 오류로 측정을 종료합니다.
초기화를 위해 체중계에서 내려서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화면에 나타납니
다. ‘문제해결’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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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보기
① 측정완료 및 결과
분석이 완료되면 약 2~3초 후 측정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 분석결과는 그래프와 수치로 표시되어 이해하기 쉽습
니다.

알림

결과지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는 프린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프린터 케이블이 연결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프린터 전원이 꺼진 경우
3. 프린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지 부족, 잉크부족 등)
4. 출력 중 인쇄버튼을 다시 누른 경우

②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결과보기 - QR 코드
- 결과화면에 있는 QR 코드를 누르면 결과화면 전면에 크게
확대되어 표시됩니다.
- 모바일기기의 QR코드 인식기로 인식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약관이

표시됩니다.

약관에

동의하면

측정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합니다.
- 개인약관에 동의하고 패스워드를 설정하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측정결과와

누적결과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림

1. QR 코드 인식은 스마트기기에 있는 QR 리더기를 사용하십시오.
2.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서버 문제에 의해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서버 저장은 본체에서 입력한 ID 번호에 저장되며, ID를 사용하지 않은 경
우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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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결과보기 – 앱
- 본체 후면에 블루트스를 연결하여 무선통신을 이용할 경우,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앱을 통해 측정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 앱다운로드 방법: 구글 앱스토어에서 “ACCUNIQ”을 검색하거나 당사 홈페이지에 링크된
싸이트를 클릭해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 앱 설치 후 모바일기기에서 체지방측정기로 측정자의 정보를 전송하고 측정을 완료하면
앱으로 측정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전용 앱을 통해 데이터 확인 및 누적데이터 확인, 결과보기가 가능합니다.
측정데이터는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고 이메일로 전문가에게 결과지를 전송하고
전문가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1. 당사의 전용 앱은 삼성, LG 제품의 Android 4.0 (Ice Cream Sandwich) 이상
만 지원됩니다.
2. 앱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당사 홈페이지나 설치된 앱 내부의 사용방법을 참
고하십시오.
3. 앱을 사용한 방법은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측정결과는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내부에 저장됩니다.

④ 재시작
결과 확인한 후 ‘초기화면’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면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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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장계를 사용한 분석
옵션으로 초음파 신장계를 선택하여 연결하면 정확한 신장을 측정할 수 있어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분석방법]
① 신장계를 사용하려면 먼저 신장계와 기기를 연결합니다.
② 체중계에 올라서면 “신장을 측정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③ 측정이 완료되면 신장 및 체중의 측정 결과가 LCD에 나타납니다.
④ 차임벨 소리가 나면서 개인정보 입력이 진행됩니다.
⑤ 신장입력 부분이 빠지고, 아이디, 나이, 성별 입력 후 나머지는
기본 분석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알림

신장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장계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입력모드로 전환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신장 입력화면이 표시됩니다.
신장계 연결 케이블을 확인하십시오.
신장계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같은 메세지가 표시되면 당사나 지정 거래처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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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압계를 사용한 분석
본 제품과 혈압계를 연결하여 혈압 측정과 함께 체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당사의 병원
용 혈압계를 옵션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혈압과 비만을 연계하여 진단, 평가하고 체성분 변화에 의한 혈압개선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여 환자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압계 사용 체성분 분석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체지방측정기와 혈압계를 연결합니다.
②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와 기기를 연결합니다.
③ 혈압계와 컴퓨터의 전원을 켠 후 기기의 ‘POWER’ 스위치를 ‘ON’에 위치합니다.
④ 컴퓨터 화면에 피검자의 자료를 새로 입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불러 들입니다.
⑤ 먼저 혈압을 측정합니다.
⑥ 혈압 측정이 끝나면 체성분을 분석합니다.
⑦ 체성분 분석이 끝나면 컴퓨터 화면에 혈압 및 체성분 분석결과가 출력됩니다.
⑧ 자료를 저장하거나 각 프로그램의 양식에 맞게 인쇄합니다.

알림

체성분을 측정하기 전에 연결된 혈압계에서 측정된 혈압을 사용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창이 표시됩니다.
‘YES’를 선택하면 체성분측정 후 결과지에 혈압데이터가 표시되고,
‘NO’를 선택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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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메모리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
1. 데이터 저장
1) FLASH MEMORY 저장을 선택한 경우
① 초기화면에서 본 기기 후면에 있는 ‘USB(A) 포트’에 USB 메
모리를 꽂아주십시오.
② 초기화면에 그림과 같이 “USB 메모리에 저장된 측정결과를
전송하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예”를 눌러 USB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③ 전송 중 창이 표시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확인’을 눌러 저장을 완료합니다.

2) USB MEMORY 저장을 선택한 경우
‘USB MEMORY’ 선택 시에는 별도의 알림 없이 매 측정데이터를 USB MEMORY에 저장합니다.
측정 시 USB MEMORY를 본체의 초기화면에서 꽂아두어야만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USB MEMORY가 꽂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했을 경우 "USB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환되는 USB 메모리가 아닙니다."라는 창이 표시되고 해당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USB MEMORY 연결 후 다시 측정하십시오.
USB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위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면 USB 메모리를 뽑았다가 다시 삽입해
주십시오. USB 메모리는 반드시 당사에서 제공받은 USB 메모리를 사용하십시오.

알림

시스템설정의 “ID USAGE”가 ‘YES’로 설정되어 있고 해당 저장 방식을 선택하였
을 때에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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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 USB 메모리는 초기화면에서만 인식하므로, 반드시 초기화면에서 꽂아 주십시
오.
2. FLASH MEMORY에 저장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측정결과 전송여부를 묻
는 화면에서 ‘예’를 눌렀을 때 “저장된 측정결과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체성분 측정 후 USB 메모리를 꽂아 주십시오.
3. USB MEMORY 저장방식에서 FLASH MEMORY 저장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반
드시 USB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PC로 옮기셔야 합니다.
4. USB 메모리의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수신하는 방법 및 자세한 사용법은 프
로그램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2. 데이터 삭제
초기화면의 체중값 0.0에서 소수점 뒤에 있는 “0”을 3~5초간 누르면 키패드가 표시됩니다.
‘1→1→1→1’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삭제를 확인하는 “본체에 저장된 측정결과를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삭제를 원하시면 ‘예’를 눌러 삭제하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예’를 눌러 삭제하면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눌러 초기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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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기기에 내장된 실시간 결과화면을 통하여 출력된 결과 외에 상세한 내용은 A4 용지로 인쇄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A4 용지로 인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린터 연결법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기와 프린터가 연결되면 분석이 끝남과
동시에 인쇄가 시작됩니다.
① 기기와 A4 프린터를 연결합니다.
② 기본 데이터 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기기를
연결하여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에서 인쇄합니다.
③ 전문상담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와 기기를 연결하여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에서 인쇄합니다.

2) 인쇄용지
체성분결과지
전체적인 체성분에 대한 결과지입니다.
체수분과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근육량 등 인체 성분에 대한 전체 결과입니다.

４７

결과 판정 기준 및 해설
본 제품은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체형평가와 복부비만과 종합평가, 부위별 평가를 보여줍
니다.
전용지에 출력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 및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성분결과지]
(1) 개인 자료
피검자의 성명 / ID 번호, 측정날짜, 신장, 체중, 연령, 성별이 인쇄 됩니다.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2) 로고
병원이나 스포츠 센터, 비만클리닉의 상호,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등 본 기기의 사용자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로고삽입은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3) 체성분 분석
체중을 구성하고 있는 체성분 분석결과를 무게와 체중에 대한 비율로 표시해 줍니다.
① 체중(Weight): 체성분이 모두 합해져 100%를 나타내는 몸무게입니다.
② 체지방량(M.B.F.): 체중에서 제지방을 제외한 양을 말합니다.
③ 제지방량(L.B.M.): 체중에서 체지방을 제외한 양을 말하며 근육과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④ 근육량(S.L.M.): 체수분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력을 형성하는 골격근과 심장, 위
장 등의 내장근을 이루어 신체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⑤ 무기질량(Mineral): 뼈와 전해질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⑥ 단백질량(Protein): 수분과 함께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⑦ 체수분량(T.B.W.):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의 45~65%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체수
분량은 세포내수분(I.C.W.)과 세포외수분(E.C.W.)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표의 표준이하, 표준, 표준이상의 판정은 표준체중을 기준으로 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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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만분석
체성분과 체중을 조절하기 위하여 제시된 항목으로서 체성분의 분석 결과와 피측정자의 연
령, 성별을 감안한 적정 체성분을 비교하여 현재 상태를 판정해 주는 그래프입니다.
측정결과를 토대로 체지방률과 체질량지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4단계로 평가됩니다.
① 체질량지수(B.M.I.): 체중(kg)과 신장의 제곱(m2)으로 나타내는 건강 지표(kg/m2)
구

분

저체중

표준

과체중

비만

18.5kg/m2 미만

18.5~≤23kg/m2

23~≤25kg/m2

25kg/m2 초과

② 체지방률(P.B.F.): 체중에 대한 체지방량의 비율(%)
구

분

저지방

표준

과지방

비만

남

자

15%미만

15~≤20%

20~≤25%

25~≤30%

여

자

20%미만

20~≤30%

30~≤35%

35~≤40%

③ 비만도(%): 표준 체중을 통하여 현재 체중이 가지는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 비만도 = {현재체중-표준체중)/표준체중} X 100
• 표준체중 = 신장(m)2 X 22 (남), 신장(m)2 X 21 (여)
구분

아주 마름
-20% 미만

마름

정상

-20%~-10%

약간 비만

-10%~+10%

+10%~+20%

비만
+20% 이상

④ 복부둘레: 허리둘레를 cm로 표시합니다. 남성은 90cm 미만, 여성은 80cm 미만이 적정
범위입니다.

(5) 복부비만 평가
① 내장지방면적(V.F.A.): 내장지방 면적을 cm2로 나타냅니다.
② 내장지방레벨(V.F.L.): 내장 비만의 진행 정도를 1~20단계로 나누어 레벨로 표시해 줍니다.
구

분

1~4단계

5~8단계

9~10단계

11~15단계

16~20단계

피하형

균형형

경계형

내장비만형

고도내장비만형

③ 복부비만율(W.H.R.): 허리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비율(Ratio)을 말하며 0.9이하(남),
0.85이하(여）일 때 내장비만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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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절목표
측정자의 체중, 체지방량, 근육량에 대한 조절목표를 제시합니다. 현재 측정결과를 기준으
로 체중 조절치, 체지방량, 조절치, 근육량 조절치가 제시되고 측정결과에 따라 조절방향을
제시합니다.
① 지방조절 케이스
체지방량이 정상범위보다 많을 경우 조절목표에 체지방량 조절치가 표시됩니다. 조절은
주당 0.5kg 조절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조절기간을 표시합니다.
② 근육조절 케이스
근육량이 정상범위보다 적을 경우 조절목표에 근육량 조절치가 표시됩니다. 조절은 주당
0.5kg 조절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조절기간을 표시합니다.
③ 현 체형 유지 케이스
근육량이 많고 지방이 적을 경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절치와 조
절기간은 0으로 표시합니다.

(7) 세포외수분비 평가
전체 체수분량에 대한 세포외수분의 비율로써, 수분균형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경계 또는
이상으로 수치가 높은 경우 세포안팎의 수분 불균형 상태로 짠 음식, 영양부족, 인체기관의
이상, 산후, 무리한 운동, 일시적인 피로 등으로 인해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적정, 경계,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8) 신체변화 누적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에 대한 측정자의 산체변화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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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평가
① 체형평가(Body Type)
체형은 체중으로 대표되는 체질량지수(B.M.I.)와 체지방률(P.B.F.)의 교차 판정을 통하여 두
가지의 비만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피검자의 체형을 판정합니다. 체형판정은 총 20
단계로 평가됩니다.

② 신체연령(A.M.B.)
피검자의 체성분 분석 결과와 성별, 생물학적 연령을 감안하여 평가한 신체의 연령입니
다. 체중이나 체성분 분석결과가 속하는 영역에 따라 체지방량, 근육량을 감안하였으며
20세 이하인 사람의 신체연령은 자신의 나이와 동일합니다.
③ 기초대사량(B.M.R.): 기초대사량은 심장, 위, 뇌 등의 움직임, 신경전달, 체온조절 등 인체
가 생존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며 제지방량에 비례합니다. 지방은 열량을
공급하고 제지방은 열량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체중이라도 제지방량이 많
을수록 기초대사량은 증가합니다.
BMR = The Katch-McArdle 공식 = 370 + (21.6 X L.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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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일 필요열량(T.E.E.): 1일 필요열량은 기초대사량+활동에 필요한 열량
TEE = 기초대사량 X 활동계수(PAL: Physical Activity Level)
기기에서 활동계수는 보통활동에 해당하는 1.54가 적용되어 기초대사량 X 1.54가 1일필
요열량이 됩니다. 활동정도에 따른 활동계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활동정도

안정상태

가벼운 활동

보통 활동

심한 활동

극심한 활동

활동계수

1.10

1.32

1.54

1.98

2.20

(10) 신체균형 평가
측정자의 상체 좌우와 하체좌우에 대한 균형상태를 균형, 약한불균형 또는 심한불균형으로
평가합니다.

(11) 부위별 평가
자신의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한 부위별(양팔과 양다리, 몸통)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나타냅
니다. 부위별 운동지도, 재활치료, 비만치료 시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2) 임피던스
신체의 주파수별, 부위별 저항을 나타냅니다. 학술적인 연구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
며 기기의 작동평가, 피검자의 상태변화 등 저항관련 지표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의 정상수치는 없습니다. 임피던스는 개인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며 자신의 임피
던스 값이 측정할 때마다 일정하게 표시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혈압 평가
당사의 병원용 혈압계와 체지방측정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혈압측정결과를 표시해 줍
니다. 최고혈압, 최저혈압, 맥박수 및 심부담도 측정 결과가 기록되며 비만과 관련한 고혈
압 판정, 체중조절과 혈압의 개선 정도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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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용 결과지-옵션]
(1) 개인 자료
피검자의 성명 / ID 번호, 측정날짜, 신장, 체중, 연령, 성별이 인쇄 됩니다.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2) 로고
병원이나 스포츠 센터, 비만클리닉의 상호,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등 본 기기의 사용자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로고삽입은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3) 체성분 분석
체중을 구성하고 있는 체성분 분석결과를 무게와 체중에 대한 비율로 표시해 줍니다.
① 체중(Weight): 체성분이 모두 합해져 100%를 나타내는 몸무게입니다.
② 체지방량(M.B.F.): 체중에서 제지방을 제외한 양을 말합니다.
③ 제지방량(L.B.M.): 체중에서 체지방을 제외한 양을 말하며 근육과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④ 근육량(S.L.M.): 체수분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력을 형성하는 골격근과 심장, 위
장 등의 내장근을 이루어 신체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⑤ 무기질량(Mineral): 뼈와 전해질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⑥ 단백질량(Protein): 수분과 함께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⑦ 체수분량(T.B.W.):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의 45~65%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체수
분량은 세포내수분(I.C.W.)과 세포외수분(E.C.W.)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표의 표준이하, 표준, 표준이상의 판정은 표준체중을 기준으로 한 결과입니다.

(4) 비만분석
체성분과 체중을 조절하기 위하여 제시된 항목으로서 체성분의 분석 결과와 피측정자의 연
령, 성별을 감안한 적정 체성분을 비교하여 현재 상태를 판정해 주는 그래프입니다.
측정결과를 토대로 체지방률과 체질량지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4단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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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질량지수(B.M.I.): 체중(kg)과 신장의 제곱(m2)으로 나타내는 건강 지표(kg/m2)
(나이, 성별에 따른 정상범위는 결과지설명책자 참고)
② 체지방률(P.B.F.): 체중에 대한 체지방량의 비율(%)
(나이, 성별에 따른 정상범위는 결과지설명책자 참고)
③ 복부비만율(W.H.R.): 허리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비율(Ratio)을 말하며 0.9이하(남),
0.85이하(여）일 때 내장비만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정합니다.
18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복부평가 설정이 OFF로 제공되며, 소아에서 복부평가 결과를
보시려면 시스템설정의 복부평가 설정을 “ON”으로 변경하십시오.

(5) 종합평가
① 체형평가(Body Type)
체형은 체중으로 대표되는 체질량지수(B.M.I.)와 체지방률(P.B.F.)의 교차 판정을 통하여 두
가지의 비만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피검자의 체형을 판정합니다. 체형판정은 총 9단
계로 평가됩니다.
② 신체연령(A.M.B.)
피검자의 체성분 분석 결과와 성별, 생물학적 연령을 감안하여 평가한 신체의 연령입니
다. 체중이나 체성분 분석결과가 속하는 영역에 따라 체지방량, 근육량을 감안하였으며
20세 이하인 사람의 신체연령은 자신의 나이와 동일합니다.
③ 기초대사량(B.M.R.): 기초대사량은 심장, 위, 뇌 등의 움직임, 신경전달, 체온조절 등 인체
가 생존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며 제지방량에 비례합니다. 지방은 열량을
공급하고 제지방은 열량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체중이라도 제지방량이 많
을수록 기초대사량은 증가합니다.
BMR = The Katch-McArdle 공식 = 370 + (21.6 X L.B.M.)
④ 1일 필요열량(T.E.E.): 1일 필요열량은 기초대사량+활동에 필요한 열량
TEE = 기초대사량 X 활동계수(PAL: Physical Activity Level)
기기에서 활동계수는 보통활동에 해당하는 1.54가 적용되어 기초대사량 X 1.54가 1일필
요열량이 됩니다. 활동정도에 따른 활동계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활동정도

안정상태

가벼운 활동

보통 활동

심한 활동

극심한 활동

활동계수

1.10

1.32

1.54

1.98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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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만도(%): 표준 체중을 통하여 현재 체중이 가지는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 비만도 = {현재체중-표준체중)/표준체중} X 100
• 표준체중 = 신장(m)2 X 나이, 성별에 따른 표준 BMI
(나이, 성별에 따른 표준 BMI는 결과지 설명책자 참고)
구분

아주 마름
-20% 미만

마름

정상

-20%~-10%

-10%~+10%

약간 비만
+10%~+20%

비만
+20% 이상

(6) 신체균형평가
인체의 상하좌우, 하체좌우에 대한 균형을 균형/약한불균형/심한불균형으로 각각 평가합니
다.

(7) 체중조절
① 근육조절
현재 측정값을 기준으로 적정 근육량이 되기 위한 조절목표치입니다.
근육이 적정치보다 많을 경우, 조절치는 +0.0으로 표시됩니다.
② 지방조절
현재 측정값을 기준으로 적정 체지방량이 되기 위한 조절목표치입니다.
③ 체중조절
지방조절치와 근육조절치를 합한 총 체중조절 목표치입니다.
(-)일 경우 감량, (+)인 경우 증가시켜야 합니다.
④ 권장체중
현재 체중에 총 체중조절치를 더하거나 (+인 경우) 빼면 (-인 경우) 권장체중이 됩니다.

(8) 부위별 평가
자신의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한 부위별(양팔과 양다리, 몸통) 근육량과 체지방량으로 부위
별 평가를 나타냅니다. 부위별 운동지도, 재활치료, 비만치료 시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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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아성장곡선
한국소아발육곡선(대한소아과학회)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성장이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세로축에 나타난 것이 신장 또는 체중이며 가로축이 만 나이입니다.
측정자의 신장 또는 체중과 만 나이가 만나는 점이 몇%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 나이는 ‘기기에서 입력한 나이-1’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기에서 11세를 입력하면 그
래프상에서 만 10세에 표시됩니다. (PC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입력되므로
정확한 만 나이가 계산됩니다.)
50%의 수치가 표준 신체발육수치이며 3%는 100명 중 3번째로 작은 것을 의미하고 97%는
100명 중 97번째로 큰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성장장애의 기준은 3%입니다. 즉, 성별과 나이
가 같은 어린이 100명 중 작은 순으로 3번째 안에 드는 키를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성장발
육을 체크할 때에는 단순히 현재 큰지 작은지 보다는 아이가 정상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림

결과지양식 설정을 ‘ADULT’로 설정하고 만 18세 미만의 소아가 측정한 경우에
는 결과지 왼쪽 상단에 신장과 체중의 소아성장 백분위수를 표시합니다.
50백분위수는 또래 집단의 평균이 되는 신장과 체중을 의미합니다.

(10) 임피던스
신체의 주파수별, 부위별 저항을 나타냅니다. 학술적인 연구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
며 기기의 작동평가, 피검자의 상태변화 등 저항관련 지표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의 정상수치는 없습니다. 임피던스는 개인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며 자신의 임피
던스 값이 측정할 때마다 일정하게 표시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영양평가
측정자의 현재 단백질/무기질/지방의 구성비율 상태를 평가합니다.

５６

보관 및 유지
전원의 허용 전류치에 유의하십시오.
직사광선, 습기, 먼지, 진한 기름이나 소금기 등이 있는 장소나 극단적인 온도 변화가 있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화학약품이나 가스 보관 장소 또는 가스발생 장소에 설치, 보관하지 마십시오.
불안정한 곳, 진동, 충격 등이 가해지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기 뒷면의 등전위 단자와 사용실내의 접지선을 연결하여 누설전류나 전위차에 의한 감전을 예
방하십시오.
본 기기 위에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시고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본체를 함부로 분해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기기를 재사용할 때에는 제품과 부속품의 외관 및 기능의 이상여부를 확
인 한 후 사용하십시오.
본 기기에 액체를 흘리거나 내부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기기는 반드시 점검 서비스를 받은 후 사용하십
시오.
전원 공급선이나 어댑터 등은 제조자가 제공한 것을 사용하십시오.
이때 전선의 피복, 플러그 접속상태, 그 외 점검 사항의 결함이 없는지 먼저 확인 하십시오.
-RS 232C 케이블
-USB단자
-어댑터
전원 코드는 먼저 전원을 끈 다음 플러그를 바르게 잡고 빼 주십시오.
텔레비전, 마이크로 전자파 이용 기기, X-ray 나 강한 전기장을 발생하는 기기 근처에서 사용할 때
는 다른 장비의 전원을 끄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만 측정값의 신뢰도가 유지되며 누설전류나
전위차에 의한 감전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질을 할 경우에는 알코올과 같은 휘발성 액체(70~90% 에틸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를 이용해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2~3 일에 한 번씩 닦고, 젖은 걸레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발판을 닦을 때는 알코올이나 윤활유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알코올이나 윤활유 사용 시 전극 및
도장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물티슈를 사용해 닦아주십시오.
보관환경: 온도 -25℃~70℃, 상대습도 93% 미만(non condensing)
작동환경: 온도 5℃~40℃, 상대습도 15~93%(non condensing)
대기압이 70kPa(700mbar)이하이거나 106kPa(1060mbar)이상인 곳에서는 보관 또는 사용하지 마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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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1. 에러 발생과 처치요령
에러

원 인

대 책
•측정부위(전극, 손, 발)를 청결히 한 후 다시

•사용자의 임피던스가 측정범위
임피던스가
정범위를

측
벗어

났습니다.

를 벗어나는 경우

측정하십시오.
•전극을 쥐는 법과 측정 자세를 올바르게 하

-전극과의 접촉이 불량한 경우
-임피던스가 범위보다 낮거나

여 다시 측정하십시오.
•순간적으로 전극과의 접촉이 불량해지지 않

높은 경우

도록 측정 중 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측정범위: 100~950Ω

•재측정 시에도 같은 에러가 LCD에 표시될
경우 당사나 지정거래처로 문의하십시오.

체지방률이
정범위를

측
벗어

났습니다.
측정

•사용자의 체지방률 분석결과가 •전극 손잡이를 깨끗하게 닦은 후 다시 측정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하십시오.

-개인자료 입력 오류

•다시 측정할 때에도 같은 에러가 화면에 표

-체지방률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음단계

로 진행되지 않
는 경우

•사용자의 신장이나 나이 입력
범위를 벗어난 경우

능합니다.

-나이입력오류
측정되

지 않는 경우

벗어난 경우

결되지

•체중을 다시 측정하십시오. 단, 사용자의 체
중이 측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측정이

-체중측정 오류

불가능합니다.

-측정 중 계속 움직이는 경우
체지방계와

•신장과 나이를 정확히 입력하십시오. 단,
분석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입력이 불가

-신장입력 오류
•사용자의 체중이 측정 범위를

체중이

시되면 당사나 지정거래처로 문의하십시오.

연

• 전원을 껏다 켜주십시오.

않았습 • 내부 통신오류가 발생한 경우

니다.

• 같은 메세지가 반복적으로 표시되면 당사
나 지정 거래처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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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차 발생과 문제 해결
문 제 점

원

인

대

책

•운동 직후, 목욕 후, 땀 •‘측정 시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측정방법에 따라
을 많이 흘린 후, 다량

올바르게 재측정 하십시오.

의 수분 섭취 등 수분
의 불균형 상태
체지방률이 아주
높게 측정되거나
아주 낮게 측정
되는 경우

•측정 중 움직이거나 말
한 경우
•전극손잡이, 손, 발 등
의 측정부위가 불결한

•측정 중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극 손잡이의 전극 부분을 부드러운 거즈로 닦
아낸 다음 재측정 하십시오.
•손발에 땀이 있거나 불결할 경우 깨끗이 씻은 후
다시 측정하십시오.

경우
•전극과 측정 부위 사이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
하십시오.
•헤드와 본체 사이의 연
결선이 끊어지거나 접
촉 불량일 경우

측정시작 버튼을
눌러도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

•당사나 지정거래처로 문의하십시오.

•측정시작 버튼이 불량
일 경우
•헤드가 본체에 연결되
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나 지정거래처로 문의하십시오.
•전극손잡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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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상 문제점
만약 기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측정 점검 사항에 맞추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당사나 지
정거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나 지정거래처로 연락하실 때에는 모델명, 제조번호, 구입날짜, 작동 불량에 대한 설명
등을 간단하게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능숙하고 숙련된 애프터서비스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상의 서비스로 신속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알림
당사의 주소와 연락처는 사용설명서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4. 포장 및 운송
당사에서는 이 기기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포장하였습니다. 이 포
장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이동하거나 운반할 경우 기기 자체의 손상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기
기의 포장 및 운송은 당사가 포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기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본 기기를 사용하다가 운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포장 하십시오.
1) 본 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2) 주변 기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각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연결을 해제합니다.
3) 본 기기를 조립할 때와 반대의 순서로 기기를 해체합니다.
4) 보관한 본 기기의 포장재를 이용하여 재포장 합니다.
5) 기기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운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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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사양
모

델

측정(전극)방법
주파수범위
측정부위

ACCUNIQ BC360
8개 접촉 전극을 이용한 4전극법
5, 50, 250 kHz
전신, 부위별 측정(양팔, 양다리, 몸통)
[체성분결과지]
체성분분석 (체중, 제지방량, 체지방량, 근육량, 단백질, 무기질, 체수분
량), 골격근/지방분석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비만분석 (체질량지
수, 체지방률, 비만도, 복부둘레), 복부비만분석 (복부비만율, 내장지방
레벨, 내장지방면적), 조절목표 (체지방량 및 조절치, 근육량 및 조절치,
체중 및 조절치, 조절목표, 주당조절, 조절기간), 세포외수분비, 신체변
화누적그래프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종합평가 (체형판정, 신체연
령, 기초대사량, 1일필요열량, 체세포량), 신체균형평가 (상체좌우, 하체

결과항목

좌우), 부위별(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 체지방량/근육량,
임피던스 (부위별&주파수별), 혈압 (혈압계 연동 시), QR 코드
[소아용결과지 (옵션)]
체성분분석 (체중, 제지방량, 체지방량, 근육량, 단백질, 무기질, 체수분
량), 골격근/지방분석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비만분석 (체질량지
수, 체지방률, 복부비만율), 소아성장곡선(키, 몸무게), 영양평가 (단백질,
무기질, 지방), 종합평가 (체형판정, 기초대사량, 1일필요열량, 체세포량,
비만도), 신체균형평가 (상체좌우, 하체좌우), 체중조절 (권장체중, 체중
조절치, 근육조절치, 지방조절치), 부위별(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
리, 몸통) 체지방량/근육량, 임피던스 (부위별&주파수별), QR 코드

측정전류

약 180μA ± 15

소비전력

60VA

전원전압

입력: AC 100~240V, 50/60Hz, 출력: DC 12V, 5A 어댑터

표시방법

7 인치 와이드 컬러 LCD

입력장치

터치패드, PC원격입력

전송장치

USB단자, RS-232C포트, 블루투스 (옵션)

인쇄장치

USB단자(제조자 지정프린터), 써멀프린터(옵션)

크

기

414 x 636 x 980mm(W x D x H)

중

량

약 18kg (본체)

측정범위

100 ~ 950Ω

측정시간

약 1분 이내

입력신장

50~2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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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중량

10~250kg

측정연령

1~99세

사용범위

온도 5~40℃, 상대습도 15~93% (non condensing)

보관범위

온도 -25~70℃, 상대습도 93% 미만 (non condensing)

※ 본 기기와 옵션의 외관 및 사양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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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제품보증서
제

품

명

임피던스체지방측정기

모

델

명

ACCUNIQ BC360

제조인증 번호

제인 15-261 호

보증기간/구입일

제조일로부터 2년

고
판

객
매

점

주 소

성명
전화

주 소

성명
전화

1.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엄격한 검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2. 만일 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도중 발생한 고장이나 제조상의 결함이 생겼을
경우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 주시면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3. 보증 기간 중이라도 본 보증서 내의 유상 서비스 안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요금을
받고 수리를 해 드립니다.
4. 수리를 요청할 때는 꼭 보증서를 제시하십시오.
5. 본 보증서는 재발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십시오.
6. 제품 수리, 교환, 환불에 대한 보상기준은 경제 기획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7. 제품 수리용 부품 보유 기간은 제품 단종 후 5년 입니다.
8.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유상 서비스 안내
1.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품질 보증 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고장 또는 손상
3.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4.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5. 당사 직원 이외의 사람이 수리하여 제품의 내용을 변경 또는 손상 시켰을 경우
6. 보증서의 기재란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7. 소모품에 해당되는 부품은 사용자의 사용 횟수에 관계가 있으므로 교환 시 유상 처리됩니다.

６３

조립설명서
1. 본체 설치
제품의 설치 및 포장, 운반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2인 이상 팀을 이루어 작업하
시기 바랍니다.
(1) 제품설치 구성품

4mm 육각렌치

바디커버

본체

M6 볼트
아답터 및 전원케이블

(2) 포장해체
① 제품 박스의 화살표 방향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아주십시오.

② 포장용 밴드와 테이프는 가위나 칼을 사용하여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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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스를 개봉 후 덮개를 접어서 제품보호용 에어팩을 꺼낼 때 접족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품보호용 에어팩을 꺼내 주세요.
에어팩

(3) 제품설치
① 두 명 이상의 작업자가 함께 체중계를 중심으로 제품을 들어 박스 밖으로 꺼내 주십시오.

② 평균경사 10도 미만의 편평한 곳에 그림과 같이 제품의 바디를 세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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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디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이 잡고, 나머지 한 사람이 제품의 포장비닐을 제거합니다.

④ 바디를 한 사람이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 사람은 4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M6 볼트 2개
를 그림과 같이 제품 좌, 우에 삽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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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디커버 조립
① 바디커버를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넣어 체중계 패킹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조립합니다.

밀착된 모습
바디커버

완전 밀착
체중계 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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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평조절 및 전원연결
설치된 제품의 수평을 확인해 주세요.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4개의 바퀴를 이용해 수평이 맞도록 조절해 주십시오.
수평 조절 후 제공된 아답터와 전원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십시오.

전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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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장계(옵션) 설치
올바른 설치를 위해 반드시 아래 내용을 읽고 숙지한 다음 조립작업을 하기기 바랍니다.
(1) 신장계 설치 구성품

M4 렌치볼트 4개

M6 렌치볼트 2개

M4 접시머리

3mm 육각렌치

볼트 1개
신장계
RS-232C 케이블

신장계 바디

바디커버

(+) 드라이버

신장계 받침대

5mm 육각렌치

(2) 신장계 설치 전 준비사항
① 제품의 전원스위치를 끄십시오. 아답터 연결잭은 분리해 주세요.
바닥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제품을 눕힐 수 있도록 비닐이나 종이를 바닥에 깔아 주십시오.
바닥에 이물질이나 날카로운 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제품손상이 원인이 됩니다.
신장계 받침대 박스와 신장계 바디 박스를 개봉한 후 구성품을 확인해 주세요.

비닐 (또는 종이)

아답터 연결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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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장계 설치
① 그림과 같이 제품을 옆으로 눕혀 주십시오.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합니다.
버팀목 또는 두꺼운 책 등을 그림과 같은 위치에 놓아 제품의 LCD가 바닥에 닿는 것을 방지합
니다.
전극손잡이는 제품조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자리에 놓아 두세요.

버팀목

② 신장계 받침대를 체중계 밑판에 부탁하기 전에 체중계 밑판에 위치한 6각볼트 고정홀 6군데를
확인하십시오. (1, 2, 3, 4번 홀: M4 렌지볼트와 3mm 렌치공구 사용 / A, B 홀: M6 렌치볼트와
5mm 렌치공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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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장계 받침대를 체증계 밑판의 각각의 홀 위치에 맞게 안착시켜 주십시오.
각 홀에 맞는 M4 렌치볼트와 M6 렌치볼트를 사용하여 육각렌치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M4 렌치볼트는 3mm 렌치공구 사용 / M6 렌치볼트는 5mm 렌치공구 사용)

④ 그림과 같이 체중계와 신장계 받침대에 부칙된 볼트 6개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1, 2, 3, 4번 홀: M4 렌지볼트와 3mm 렌치공구 사용 / A, B 홀: M6 렌치볼트와 5mm 렌치공구
사용)

신장계
RS-232C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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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장계 받침대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면이 수평인 곳에 제품을 세워 주십시오.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합니다.
버팀목 및 바닥에 깔아놓은 종이나 비닐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치워 둡니다.

⑥ 신장계를 꺼내 포장비닐을 제거합니다.
신장계 헤드를 그림의 (A)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올리고, (B)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넣어 홀의 센
터를 맞춘 다음, 그림 (C)와 같이 (+)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M4 접시머리 볼트로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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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바디커버의 고정레버를 그림의 화살표 방향과 같이 올려주십시오.

⑧ 그림과 같이 바디커버 안쪽에 위치한 고무패드의 윗부분을 살짝 눌러 신장계 바디가 들어가기
쉽도록 해주십시오.
신장계 바디를 바디커버 안에 넣습니다. (신장계 바디 하단의 RS-232C 커넥터가 받침대에 부착
된 커넥터 연결잭에 연결되도록 넣어야 합니다.)

RS-232C
커넥터
신장계 바디
커넥터
바디커버

⑨ 바디커버의 고정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 고정시킵니다.

수평조절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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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잭

⑩ 바디 중간 고정레버를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올려 주십시오.
바디기둥을 끌까지 올린 다음, 바디중간 고정레버를 그림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 고정시킵
니다.
이 때 레버고정대도 이동시켜 고정레버 위치가 맞는 곳으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M4 볼트 2개와 (+)드라이버를 사용해 그림과 같이 고정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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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신장계 RS-232C 케이블을 그림과 같이 본체 후면부의 “HEIGHT” 포트에 연결합니다.
아답터를 연결하고 전원스위치를 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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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루투스(옵션) 설치
본 기기의 후면부에 있는 블루투스(BLUETOOTH) 포트에 제공된 블루투스를 연결합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측정결과를 모바일기기의 전용앱을 통해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① 블루투스 구성물

블루투스

고정브라켓

브라켓 결합

안테나

케이블

(+)볼트

케이블

2EA

그랜드

② 바디 후면부에 부착된 (+)볼트(2EA)와 케이블그랜드(1EA)를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탈착 해
주세요. 탈착한 (+)볼트(2EA)와 케이블그랜드(1EA)는 브라켓과 케이블 조립시 필요한 부품으
로 그림과 같이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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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테나를 블루투스에 연결합니다.
-

블루투스와 안테나를 연결하세요.

-

본체와의 연결을 위한 케이블을 안테나 반대쪽에 연결하세요.

-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블루투스의 고정볼트를 돌려 케이블을 고정하세요.

④ 연결되지 않은 반대편 케이블을 본체 후면부의 ‘SPARE PORT(I)’에 연결 시킨 후, 블루투스
측면의 스위치를 'ON' 방향으로 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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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공된 고정브라켓을 블루투스에 삽입시키고, (+)드라이버를 사용 본체 후면에 고정시켜 주
세요. 본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설치가 완료 됩니다.
브라켓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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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목전극(옵션) 설치
제품의 설치 및 포장, 운반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2인 이상 팀을 이루어 작업하
시기 바랍니다.
(1) 발목전극설치 구성품

M4 볼트

M12 볼트

10mm 육각렌치
평와셔
탑 커버

평와셔

발목전극

3mm 육각렌치

(2) 발목전극 설치
① 발목전극 설치 전 전원스위치를 끄고, 전원케이블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답터 연결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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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중계와 발목전극에 부착되어 있는 탑 커버를 (-)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③ 체중계와 발목전극의 RS-232C 단자를 확인합니다.

발목전극

RS-232C 단자

④ 발목전극의 RS-232C 단자를 체중계에 그림과 같이 연결하십시오.
발목전극

RS-232C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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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 손으로 발목전극을 잡고 M12 볼트-10mm 육각렌치, M4 볼트-3mm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발목전극을 체중계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M12 볼트

M4 볼트
⑥ 발목 전극 고정 후 흔들어서 고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X) 조립불량

(O) 조립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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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탑커버 안쪽면에 붙어 있는 접착스티커의 보호비닐을 제거해 주십시오.

⑧ 탑커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발목전극을 부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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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전원연결
발목전극 조립 완료 후 제공된 아답터와 전원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십시오.

아답터 연결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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