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ness

겔 패드 P01

형번 : HCM-P01G1-K

취급 설명서

주의

HCM-P01G2-K
HCM-P01G3-K

아래의 장소에서는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ㆍ직사광선이 닿는 곳ㆍ난방 기구 주변 등 온도가 높은 곳
ㆍ욕실 등의 습기가 많은 곳ㆍ물기 주변ㆍ먼지가 많은 곳ㆍ진동이 많은 곳
화재, 감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겔�패드는 HCM-P01 시리즈용입니다.
이�상품은 HCM-P01 시리즈�본체와�함께�사용하는�것입니다.
사용하기�전에�반드시 HCM-P01 시리즈�본체의�취급�설명서를�잘�읽은�후�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장시간 겔 패드를 피부에 붙인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피부 염증 등의 원인이 됩니다.
겔 패드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겔 패드를 2장 겹친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ㆍ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상의 주의(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사용자 및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ㆍ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기에 하중이 걸리는 자세 및 무리한 자세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표시 내용을 무시하고 잘못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해 및 손해의 정도를 다음과 같은
표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 또는 중상 등을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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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를 입을 가능성 또는 물적

경고 가능성이 예상되는’

주의 손해만 발생할 가능성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내용입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강제’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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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경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 및 문제 발생,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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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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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은�손�금지

패키지 내용 확인
HCM-P01G1-K
1 Point Pad

HCM-P01G2-K
2 Point Pad

보관용�시트

보관용�시트

첨부�문서: 취급�설명서(본서)

첨부�문서: 취급�설명서(본서)

겔�패드

분해 및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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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겔 패드 교환 방법

① 본체의 전원이 꺼져(LED 램프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② 본체를 겔 패드에서 분리합니다.

[2 Point Pad의 경우]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만일 본체를 유아가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본 제품을 폐기할 때는 거주하는 행정 기관의 지도에 따르십시오. 폐기할 때는
분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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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은 손으로 겔 패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 및 고장ㆍ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HCM-P01G3-K
Wide Pad
겔�패드

겔�패드

보관용�시트
(Wide Pad 전용)

첨부�문서: 취급�설명서(본서)

취급 및 세척 방법

■겔�패드�취급에�대해
•
•
•
•

겔 패드의 부착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겔 패드는 구부리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관용 시트 양면에 붙여 보관하십시오.
겔 패드가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물기를 제거하고 부착면을 자연 건조시킨 후 사용하십시오.
• 직사광선이 닿는 곳, 습기가 적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겔�패드�세척

③ 겔 패드를 봉투에서 꺼냅니다.

(겔 패드에 붙어 있는 보호 필름은 아직 벗기지 마십시오. )

④ 본체와 겔 패드의 연결 단자를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연결합니다.

본체에서�겔�패드를�분리한�상태에서�세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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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지 않을 때
세척해도�자극이�약해졌거나�따끔거리는�느낌이�있을�경우에는�겔�패드를
교환하십시오.
① 소량의 물을 뿌리면서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몇 초간 세척합니다.
※물을 많이 뿌리지 마십시오. 접착력의 저하 및 접착면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② 손잡이를 잡고 충분히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시킵니다.
※1 Point Pad 및 Wide Pad도 같은 방법으로 교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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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겔 패드 부착 예

■1 Point Pad - HCM-P01G1-K - 의�경우
어깨 - 승모근 -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붙인다

팔�위쪽 - 상완근군 -

팔 위쪽의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붙인다

등ㆍ허리 - 척추�기립근 -

허리 - 대요근 -

등뼈 근육의 바깥쪽에서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붙인다

허벅지
- 햄스트링근 -

피로 및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붙인다

허벅지 위 앞쪽의 가장
높은 부위에 붙인다

허벅지 위 앞쪽

종아리
- 하퇴�삼두근 -

팔�아래쪽 - 전완�굴근군 -

팔 아래쪽의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붙인다

엉덩이 - 대둔근 -

엉덩이의 가장 높은
부위에 붙인다

발바닥
- 발바닥�중심 -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붙인다

엄지 발가락 관절 뼈와
뒤꿈치의 뼈를 피해 발바닥
중심에 붙인다

겔 패드 부착 예

어깨 - 승모근 -

엉덩이 - 대둔근
一般医療機器
엉덩이의 가장 높은 부위에 붙인다

허벅지 - 햄스트링근 -

피로 및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붙인다

어깨 - 승모근 -

등ㆍ허리 - 척추�기립근 -

등뼈 근육의 바깥쪽에서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붙인다

팔�위쪽 - 상완근군 -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붙인다

등ㆍ허리 - 척추�기립근 -

질량

엉덩이 - 대둔근 -

허리 - 대요근 -

허벅지 위 앞쪽

피로 및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붙인다

1 Point Pad
2 Point Pad
Wide Pad

팔 아래쪽의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붙인다

허벅지 위 앞쪽의 가장
높은 부위에 붙인다

허벅지 - 햄스트링근 -

치수

팔�아래쪽 - 전완�굴근군 -

팔 위쪽의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붙인다

등뼈 근육의 바깥쪽에서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붙인다

사양

■Wide Pad - HCM-P01G3-K - 의�경우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붙인다

■2 Point Pad - HCM-P01G2-K - 의�경우

엉덩이의 가장 높은
부위에 붙인다

종아리 - 하퇴�삼두근 -

피로가 있는 부위에 붙인다

약 Φ 50 x D 5mm
약 W110 x H50 x D 5mm
약 W160 x H105 x D 5mm

1 Point Pad 약 3g(2 매입 )
2 Point Pad 약 6g(2 매입 )
Wide Pad
약 18g(1 매입 )
※ 1 매당 질량

허리 - 대요근 -

허벅지 위 앞쪽의 가장 높은 부위에
붙인다

허벅지 위 앞쪽

종아리 - 하퇴�삼두근 -

피로를 느끼는 부위에 붙인다

적합성평가 ( 저주파 마사지기)
인증번호 : MSIP-REI-ECK-HCM-R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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