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의 주의(반드시 준수하십시오)

wellness
에클리어

취급 설명서

HCM-P01 시리즈
한국 외의 국가에서 구매하신 고객은 반드시 구매 국가의 설정이 반영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www.elecom.co.jp/global/download-list/manual/

이 표시가 있는 항목은 ‘상해를 입을 가능성 또는 물적 손해만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주의

다음과 같은 분은 의사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분 또는 신체에 특히 이상을 느끼고 있는 분
• 악성 종양이 있는 분
• 심장ㆍ뇌 신경에 이상이 있는 분
• 임신한 분, 출산 직후인 분
• 체온 38°C 이상(유열기)인 분(※예1: 급성 발증 증상(권태감, 오한, 혈압
변동 등)이 강한 시기 ※예2: 쇠약해진 경우)
• 감염증 질환인 분
• 피부 지각 장애 또는 피부에 이상이 있는 분
• 척추의 골절, 염좌, 근육 파열 등 급성(동통성) 질환인 분
• 안정이 필요한 분
• 약을 복용 중인 분
• 혈압에 이상이 있는 분
• 사지가 불편한 분
• 스스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분
• 당뇨병 등에 따른 고도의 말초 순환 장애로 지각 장애가 있는 분
• 저온 상태인 분
• 혈액 순환 장애가 있는 분
• 얼마간 사용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분
• 겔 패드가 피부에 맞지 않는 분
부상, 화상, 증상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표시는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내용입니다.

이 그림 표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강제’ 내용입니다.
위험

아래와 같은 의료용 기기와는 절대로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심박 조율기 등의 체내 이식형 전자 기기
• 인공 심폐 등의 생명 유지용 의료용 전기 기기
• 심전계 등의 장착형 의료용 전자 기기
위와 같은 의료용 기기와 함께 사용시 오작동을 일으켜 전기 충격, 화상,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본�제품을�구입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본�설명서에서는�조작�방법과�안전하게

취급하기�위한�주의�사항을�기재하고�있습니다. 사용하기�전에�이�취급�설명서를�반드시
읽어�주십시오. 또한�본�설명서를�모두�읽은�후에는�잘�보관하십시오.

경고

심장 부근, 머리, 얼굴, 입안 및 음부, 피부 질환 부위 등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 및 부상, 몸 상태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 및 문제 발생,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치료 기기와 동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속이 메스꺼워지는 등 몸 상태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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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내용 확인

사용하기�전에�모든�구성품이�갖추어져�있는지�확인하십시오. 또한�포장에는�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만, 만일�부족�부품, 파손품�등이�있으면�바로�구입한�판매점에
연락하십시오.

본체

겔�패드(2 Point Pad)
(소모�부품)

분해�금지

겔 패드를 2장 겹친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ㆍ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본체와 겔 패드는 올바르게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별매품�안내는�판매점에�문의하십시오.

1 Point Pad (2매입)

2 Point Pad (2매입)

형번: HCM-P01G2-K

Wide Pad (1매입)

[－](약) 버튼

USB 커넥터�삽입구(충전용)

■전용 USB 케이블

취급�설명서�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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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신체�부위를�마사지하는�기구입니다.

주의:

피부의 땀이나 수분을 잘 닦아낸 후 사용하십시오.

함께 제공된 전용 USB 케이블은 본체의 충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용 USB 케이블은 통신 용도 및 그 밖의 기기 충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시작(구입�직후�및�장시간�사용하지�않았을�때) 및�사용�중에�배터리�잔량이
없어졌을�때는�반드시�완전히�충전될�때까지�충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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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충전 시간: 약 3.5시간

① 전용 USB 케이블의 USB microB 커넥터를 본체의 USB 커넥터 삽입구에
연결하여 충전합니다.
※올바르게 연결되면 “삑” 소리가 나고, 본체의 LED 램프가 점멸 또는
점등됩니다.

LED 램프
충전 잔량이 80% 미만일 때는 적색으로 점멸,
80% 이상일 때는 녹색으로 점멸,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는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연결�단자(겔�패드�측)
전용 USB 케이블

주의:

보호�필름

USB A 커넥터

형번: HCM-P01G3-K

몸에�붙인�겔�패드를�통해�미약한�저주파류를�흘려�그�진동을�이용하여�피로를

목욕�후�사용을�권장합니다.

젖은 손으로 전용 USB 케이블 및 겔 패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 및 고장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연결�단자(본체�측)

겔�패드

수납�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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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램프

■겔�패드
형번: HCM-P01G1-K

■에클리어�리프리란

■효과적인�사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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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버튼(모드�전환�버튼)

본체

판매명: 겔 패드 P01

일반�가정에서�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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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비

[＋](강) 버튼

다음과�같은�별매품이�마련되어�있습니다.

이완하는�마사지�기구입니다. (본�제품은�의료�기기가�아닙니다. )

전원이�꺼지는�타이머가�내장되어�있습니다.

충전 시 전용 USB 케이블은 끝까지 확실히 삽입하십시오. 삽입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충전하면 발화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3개월에 1번은 반드시 충전하십시오.
완전히 방전되면 충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조작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각부의 명칭

보관용�시트

전용 USB 케이블

젖은�손�금지

피로를�느끼는�신체�부위에�붙인�전극을�통해�미약한�저주파류를�흘려�근육을

원인이�될�수�있습니다. 본�제품은�사용�시작부터�약 15분이�경과하면�자동으로

시가 소켓 등을 사용하여 차량 내에서 충전하지 마십시오.
발화 및 발열,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1부위당 15분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 및 몸 상태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목적

1부위당�약 15분이�사용�시간의�기준입니다. 15분�이상�계속하면�몸�상태�불량의

여행용 컨버터 등의 변압기를 사용하여 충전하지 마십시오.
발열 및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겔 패드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 제품에 대해

■사용�시간의�기준

전용 USB 케이블이 손상되어 USB 커넥터 삽입구가 느슨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발화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장시간 겔 패드를 피부에 붙인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피부 염증 등의 원인이 됩니다.

■본체

본 제품을 폐기할 때는 거주하는 행정 기관의 지도에 따르십시오.

케이블을 무리하게 당기거나 구부리거나 무거운 것을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단선되어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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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매품

본체에 물이나 액체를 넣거나 본체를 적시지 마십시오.
발열, 파열,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USB 커넥터 삽입구에 금속류를 꽂지 마십시오.
발열 및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자동차ㆍ오토바이ㆍ자전거 등의 운전 직전 및 운전 시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 및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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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만일 본체를 유아가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USB 커넥터 삽입구에 손이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전ㆍ장애ㆍ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취침 시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 및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분해 및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기기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전원을 끄고 판매점에
연락하십시오.

본 제품을 사용하여 강한 자극 및 피부에 습진, 발적, 가려움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사고 및 몸 상태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아래의 장소에서는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이 닿는 곳
• 난방 기구 주변 등 온도가 높은 곳
•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
• 물기 주변
• 먼지가 많은 곳
• 진동이 많은 곳
화재, 감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본체와 겔 패드를 연결ㆍ분리할 때, 겔 패드를 부착ㆍ교체ㆍ떼어 낼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실시하십시오.
감전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처음 사용할 때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할 때는 취급
설명서대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주의

겔 패드의 표면이 뜯어져 있거나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 및 문제 발생,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 표시가 있는 항목은 ‘사망 또는 중상 등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주의

본 제품은 1인용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ㆍ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겔 패드에 시계 및 목걸이 등의 금속이 닿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 및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이 표시가 있는 항목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경고

경고

아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기 본체 및 겔 패드 위에서 놀게 하거나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고 및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자 및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ㆍ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시 내용을 무시하고 잘못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해 및 손해의 정도를
다음과 같은 표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

리프리

경고

USB microB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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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 커넥터

2

겔 패드를 본체에 장착하기

① 처음 사용할 때는 겔 패드를 봉투에서 꺼냅니다.

(겔 패드에 붙어 있는 보호 필름은 아직 벗기지 마십시오.)

② 본체의 전원을 끄고, LED 램프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LED 램프
소등

①

USB 커넥터 삽입구

③ 본체와 겔 패드의 연결 단자를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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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체를 겔 패드에서 분리합니다.

② 겔 패드를 봉투에서 꺼냅니다.

(겔 패드에 붙어 있는 보호 필름은 아직 벗기지 마십시오.)

③ 본체의 전원이 꺼져(LED 램프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④ 본체와 겔 패드의 연결 단자를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 여행용 컨버터 등의 변압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면 발열 및 발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 충전 중에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 본체를 반복 충전하면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극도로 짧아지면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된 것입니다.
배터리는 교환 불가합니다.

② 충전이 완료되면 “삐-” 소리가 납니다.

■겔�패드를�교환할�때는

연결합니다.

주의:

겔 패드는 당사가 지정한 겔 패드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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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겔 패드를 교환할 때는 겔 패드 취급 설명서도 함께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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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 패드 장착

1

겔 패드의 보호 필름을 손잡이를 잡고 벗깁니다.

겔 패드 부착 예
어깨-승모근

팔�위쪽-상완근군

등ㆍ허리-척추�기립근

팔�아래쪽-전완�굴근군

2

※2번째 이후에는 보관용 시트에서 벗겨 사용하십시오.

2

겔 패드를 부착한다

겔 패드는 피부에 밀착시켜 붙이십시오.
※겔 패드가 피부에서 떨어지면 본체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전원 버튼을 약 2초 동안 길게 누르면 “삐-”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켜지고
동작을 시작합니다.
LED 램프가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임의

종아리‐하퇴�삼두근

↓
딥

■겔�패드�취급에�대해

• 겔�패드의�부착면은�만지지�마십시오. 접착력이�약해졌을
때는 ‘겔�패드�손질’을�참조하십시오.
• 겔�패드는�구부리지�마십시오.

폐기 방법

■리튬�이온�배터리�재활용에�대한�안내

본�제품은�리튬�이온�배터리를�내장하고�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재활용할�수�있는�소중한�자원이므로�재활용에

협력을�부탁드립니다. 본�제품을�폐기할�때는�거주하는�행정
기관의�지도에�따르십시오.

ㆍ폐기할�때는�배터리를�분해하지�마십시오.

ㆍ본�제품은�일반�가정�쓰레기로�폐기하지�마십시오. 폐기된
리튬�이온�배터리가�쓰레기�수거�차량�등에서�파괴되고
단락되어�발화, 발열의�원인이�됩니다.

솔리드

충전

시간

－

＋

시간

－

＋

시간

－

＋

시간

－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아래의�순서는�제품을�폐기하기�위한�것으로�수리용이�아닙니다.
분해한�경우에는�복구할�수�없습니다.

●충전�잔량이�있는�경우에는�배터리를�완전히�사용하십시오.
●드라이버를�사용하여�다음�순서대로�분해하십시오.

①

②

홈

③ 기판 안쪽에 있는 배터리의 코드를 니퍼로
④ 배터리를 분리한다

배터리의 충전이 불충분하거나 충전이 꺼져 있다

전원을 끄고 충전하십시오.P.11

충전할 수 없다

장기간 보관하여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다

배터리 충전 중

본체와 겔 패드의 연결이 불충분

겔 패드와 피부가 올바르게 밀착되어 있지 않다

겔 패드 접착면의 투명한 보호 필름을 벗기지 않았다
겔 패드의 접착면이 더러워져 있다
물 세척 직후에 사용했다

겔 패드의 접착면이 손상되어 있다

겔 패드의 접착면에 땀이나 수분이 많이 묻었다

배터리

피부가 붉어진다/
피부가 따끔거린다

대처 방법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후 전용 USB 케이블을 뽑고 사용하십시오.P.11
전원을 끄고 본체와 겔 패드를 다시 연결하십시오.P.12・P.13
전원을 끄고 피부에 밀착시키십시오. P.14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방전되지 않도록 3개월에 1번 충전하십시오.P.21・P.22

접착면의 투명한 보호 필름을 벗기십시오.P.14

소량의 흐르는 물을 묻히면서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몇 초간 씻으십시오.P.19
충분히 물기를 제거한 후 접착면을 자연 건조시키십시오.P.19

겔 패드는 소모 부품입니다. 접착면이 손상되었을 때는 사용을 중지하고 별매품을 구입하십시오.P.9
겔 패드는 소모 부품입니다. 접착면이 손상되었을 때는 사용을 중지하고 별매품을 구입하십시오.P.9

피부에 밀착시키십시오.P.14

겔 패드의 접착면이 더러워져 있다

소량의 흐르는 물을 묻히면서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몇 초간 씻으십시오. P.19

겔 패드를 겹쳐서 붙였다

겔 패드의 접착면이 더러워져 있다, 손상되어 있다

겹치지 않도록 붙이십시오.P.14

딸깍 소리가 나도록 올바르게 연결하십시오. P.12
강도를 조절하십시오. P.17
충전하십시오.P.11

겔 패드는 소모 부품입니다. 접착면이 손상되었을 때는 사용을 중지하고 별매품을 구입하십시오.P.9

사용 시간이 너무 길다

1부위당 15분 이내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겔 패드를 피부에서 떼어 내십시오. P.18

겔 패드가 더러워져 있거나 마른 상태이다

소량의 흐르는 물을 묻히면서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몇 초간 씻으십시오. P.19

겔 패드가 피부에 밀착되어 있지 않다
겔 패드의 접착면이 손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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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5.0 V 土 5%( 리튬 이온 배터리 )

반복 충전 횟수

약 500 회

동작 시간

최대 출력 전류
정격 출력 전압
기본 주파수

출력 펄스 폭
소비 전력
타이머

본체 치수

케이블 길이
본체 질량

사용 환경 온습도
보관 환경 온습도

※1
※2
※3

※물을 많이 뿌리지 마십시오. 접착력의 저하 및 접착면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보관 방법

본�제품은�다음의�조건을�만족한�환경에서�보관하십시오.
보관�온도: -10°C~60°C
보관�습도: 20~85%RH

■세척과�보관�시의�주의

• 세척할�때�벤진, 시너�등을�사용하지�마십시오.
• 아래의�장소에는�보관하지�마십시오.
－직사광선이�닿는�곳
－고온, 다습, 물기�주변, 먼지가�많은�곳
시너
－진동이�많은�곳
－화학�약품�보관�장소�및�부식성�가스가�발생하는�곳
• 영유아의�손이�닿지�않는�곳에�보관하십시오.
• 장시간�사용하지�않을�때는�완전히�충전한�상태에서�가능한
한�상온(10~30°C)에서�보관하십시오.
• 3개월에 1번은�충전하십시오. 완전히�방전되면�충전할�수
없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

벤진

제광액

알코올

② 손잡이를 잡고 충분히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시킵니다.
※충분히 건조시키지 않은 경우, 접착력이 약해집니다.
※티슈 및 천 등으로 접착면을 닦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은 피하십시오.

세심한 점검

오래 사용하기 위해 제품 점검을!

이런 증상은
없습니까?

●충전 중, 동작 중에 이상한
소리ㆍ진동이 있다
●본체가 매우 뜨겁다
●본체가 변형되어 있거나 탄
냄새가 난다

사용
중지

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용 USB
케이블을 뽑고, 반드시
판매점에 점검을
의뢰하십시오.

주의:

본체 내부, USB 커넥터 삽입구에 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9

20
적합성평가 ( 저주파 마사지기) MSIP-REI-ECK-HCM-RP01

전원 전압

충전 시간

① 소량의 물을 뿌리면서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몇 초간 세척합니다.

• 본체의�더러운�부분은�부드럽고�마른�천�등으로�닦아�내십시오.

주의:

내장 배터리

아래의�경우에�겔�패드를�세척하십시오.
• 겔�패드의�접착력이�약해졌을�때
• 사용�시의�자극이�약해졌을�때
• 사용�시에�따끔거리는�자극을�느낄�때
• 겔�패드가�더러워졌을�때
• 겔�패드가�보관용�시트에�붙여지지�않을�때

■본체�손질

온도 및 습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제품 사양

(손질�기준: 30회�정도�사용할�때마다 1회)

세척해도�자극이�약해졌거나�따끔거리는�느낌이�있을�경우에는
겔�패드를�교환하십시오.

③ 함께 제공된 수납 파우치에 넣어 보관합니다.

[+](강) 버튼

겔 패드가 피부에 밀착되어 있지 않다

강도 조절이 약해져 있다

●분리한�배터리는 (+)와 (-)의�단자가�단락되지�않도록�주의하고, 단자부에
22

원인

충전이 불충분하거나 배터리가 소모되었다

손잡이

보관용 시트

17

겔 패드를 올바르게 연결하지 않았다

③

※Wide Pad인 경우는
손잡이를 2개 모두 잡고 떼어
내십시오.

전원 버튼

전원이 바로 꺼진다
사용 중에 전원이 꺼진다

마이너스의 검은색 코드부터 자른다.

■겔�패드�세척

① 겔 패드를 피부에서 떼어 냅니다.

[+](강) 버튼

[-](약) 버튼

전원을 끄고 충전하십시오. P.11

자극을 느끼지 않는다/
자극이 약하다

본체에서�겔�패드를�분리한�상태에서�세척하십시오.

겔 패드 접착면을 만지지 말고
손잡이를 잡고 떼어 냅니다.

사용 시작 후 약 15분이 경과하면 “삐-” 소리가 나면서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사용 중에 전원을 끄려면 전원 버튼, [+](강) 버튼, [-](약)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약 2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겔 패드가 피부에서 떼어지거나 겔 패드에서 본체를 분리한 경우에도
전원이 꺼집니다.

배터리의 충전이 불충분하거나 충전이 꺼져 있다

젤 패드가 피부에 부착되지 않는다

수납

전원을 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겔 패드가 피부에 붙여지지
않는다

① 본체 전원 버튼 바로 아래 부근의 홈에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서 연다

21

충전

＋

4

16

■리튬�이온�배터리�분리�방법

테이프를�붙여�절연하십시오.

충전

리드미컬

15

제품을 폐기할 때 이외에는 절대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5

세척 방법

② 본체와 겔 패드는 분리하지 말고 보관용 시트에 붙입니다.
※2개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보관용 시트 양면에 붙이십시오.

동작

충전

↓

② 기판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분리한다

10단계의 레벨 중에서 원하는 강도를 선택합니다.
※처음에 전원을 켰을 때 또는 모드를 변경했을 때의 강도는 레벨
“1”입니다.
• [+](강) 버튼을 누르면 “삑” 소리가 나면서 강도가 1단계 오릅니다.
• [-](약) 버튼을 누르면 “삐빅” 소리가 나면서 강도가 1단계 내려갑니다.
• 레벨 “10”에서 [＋] (강) 버튼, 레벨 “1”에서 [－] (약)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삐비빅” 소리가 나고 레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약) 버튼

‘딥’→‘스탠다드’→‘리드미컬’→‘솔리드’를 반복합니다.

스탠다드

↓

경고

강도를 조정한다

사용 중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켰을 때는 항상 ‘임의’ 모드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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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드를 전환한다

모드

허벅지‐햄스트링근

겔 패드를 목걸이 등의 금속 위에 붙이지 마십시오.

전원을 켠다

ㆍ전원�버튼을�누를�때마다 “삑” 소리가�나고, 아래와�같이
전환됩니다. ‘임의’ 모드로�되돌리면 “삐-” 소리가�납니다.

허벅지 위 앞쪽

주의:

1

전원 버튼

엉덩이‐대둔근

허리-대요근

사용 방법

제작자 및 설치자는 해당 무선설비가 전파혼신 가능성이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안전인증번호 :
모델명 :
정격 :
제품명 :
제조업체명 :
A/S :
제조국 :

40mAh ※ 1

약 3.5 시간 ※ 2

약 150 분 ( 완충전 시 ) ※ 3
약 10mA 이하

YU10444-17005
GSP031026 1ICP4/11/27
3.7 V, 40m Ah, 0.14 Wh
Rechargeable Li-ion Battery 전지
ZHUHAI GREAT POWER ENERGY CO., LTD.
1588-9514
Made in China 중국

약 32V

약 2~550Hz
약 200µS
약 0.2W

약 15 분

ELECOM Korea Co., Ltd.
5F Suam Bldg. 1358-17, Seocho2-dong, Seocho-gu, Seoul 137-862, Korea
TEL : 1588 - 9514
www.elecom.co.kr

약 φ 44mm x D11mm
약 200mm
약 13g

0° C~40° C 20~85% RH

・본�설명서의�저작권은�엘레컴�주식회사가�보유하고�있습니다.
・본�설명서�내용의�일부�또는�전부를�무단으로�복제/전재하는�것을�금지합니다.
・본�제품의�사양�및�외관은�제품의�개량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본�제품의�사용으로�인한�다른�기기의�고장�및�문제�발생�등은�책임을�지지�않으므로
양해를�부탁드립니다.
・본�제품�가운데�전략�물자�또는�역무에�해당하는�제품을�수출할�때는�외환법에�따른
수출�또는�역무�거래�허가가�필요합니다.
・그�밖의�본�설명서에�기재된�회사명ㆍ제품명�등은�일반적으로�각�업체의�상표�또는
등록�상표입니다.

-10° C~60° C 20~85% RH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보호 기능 탑재
다 사용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할 경우의 기준
동작 내용, 사용 환경에 따라 변화합니다.

피부에 밀착시키십시오. P.14

Eclear refree
Manual, Safety precautions, and Compliance with regulations
1st edition, October 26, 2017

겔 패드는 소모 부품입니다. 접착면이 손상되었을 때는 사용을 중지하고 별매품을 구입하십시오.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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