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이름
디스플레이 패널

체성분 분석기

취급설명서

HCS-FS02 시리즈

전극

* 한국에서만 사용 가능.

전극

사용 시 주의 사항
위험
본 제품을 다음 의료 전자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1) 심박조율기 및 기타 이식형 의료
전자 기기
(2) 인공 심폐기 및 기타 인공 생명
유지 의료 전자 기기
(3) 심전계 및 기타 착용형 의료 전자
기기
이 분석기는 몸에 약한 전류를 통과
시키므로 위에 언급된 기기의 고장을
일으켜 사고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커버

경고

조작 섹션

• 측정 결과를 직접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는 측정값을 평가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운동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체중 감소와 자기 판단에 따른 운동 치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항상 공인된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분석기 가장자리 위에 올라서거나, 분석기 위에 올라타거나, 분석기
위에서 뛰지 마십시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타일 표면이나 젖은 바닥과 같은 미끄러운 표면에서 분석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기 안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 날 수 있습니다.
• 분석기를 수정, 분해 또는 수리하지 마십시오. 예기치 않은 사고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종류의 배터리를 혼용하거나, 사용한 배터리와 새 배터리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누수 및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작 확인 표시
(조작 버튼을 누를 때 켜집니다.)
디스플레이
섹션
수준 표시(평가 결과를 표시합니다.)
(낮음)

지역 번호 설정

체중 모드 버튼
(본인 체중만 측정하거나 아기 또는
애완 동물의 체중을 측정할 때 누르십시오.)

사양

(높음)

우 버튼(앞으로)
(빠르게 바꾸려면 길게 누르십시오.)
입력 버튼
(사용자를 등록, 편집 또는 확인하려면 누르십시오. 구성 중 설정을
입력하려면 누르십시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길게 누르십시오.)

*'체중'을 제외한 설정 정보의 모든 사양은 체중 또는 저항 값으로 계산된 추정치입니다. BMI는 계산 값입니다.

약 150kg
2.5 ~ 100kg: 50g/100kg ~: 100g
2.5 ~ 75kg: ± 100g/75 ~ 100kg: ± 150g/100 ~ 150kg: ± 300g
-9.9 ~ 9.9kg: 100g
*이전 체중과 비교
체중 비교
BMI
0.1
체지방 비율
0.10%
체지방 비율 기준
9개 수준
골격근 비율
5 ~ 75%: 0.1%
골격근 비율 기준
9개 수준
내장 지방 수준
1 ~ 30
내장 지방 수준 기준
6개 수준
골량
0.1kg
기초 대사량
500 ~ 3000kcal/일: 1kcal
지역
5개 지역
날짜
2017/1/1 ~ 2050/12/31
시간
0:00 ~ 23:59(24시간 표기법)
사용자 등록
4명
생년월일
1900/1/1 ~ 2040/12/31
성별
남/여
키
100.0 ~ 250.0cm: 0.5cm
DC4.5V/건전지 AAA 배터리 3개
0 ~ 40℃ ~ 90％ RH
약 1.0kg（배터리 제외）
약 270 × 230 × 23mm(가로 × 세로 × 높이)
AAA 배터리（R03）3개

최대 체중 측정
체중 용량
체중 증가
측정 단위

▷ 또는 ◁ 버튼을 눌러 지역 번호를 선택합니다.

설정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지역 번호가 설정됩니다.
소비 전력
동작 온도 및 습도 범위
무게
치수
샘플 배터리

분석기 사용

(보통)

전원 버튼
(전원을 켜거나 끄려면 누르십시오.
분석기 위에 올라서도 전원이 켜집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좌 버튼(뒤로)
(빠르게 바꾸려면
길게 누르십시오.)

지리적 위치, 경도 및 위도는 중량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한 측정을 위해 적절한 지역 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일본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지역 번호 2를 선택해야 합니다.

'地域'(지역) 번호가 깜박일 때까지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분석기를 처음 켜거나 배터리를 교체한 후
(전원) 버튼을 눌러 지역
설정 모드를 표시합니다.
지역 번호를 변경하려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분석기를 켭니다.

배터리 교환 표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때 켜집니다.)

체성분 측정

배터리 넣기

이 분석기에서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기 뒷면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배터리
커버를 밀고 제거합니다.

사용자 자동 인식 후 측정
분석기 위에 올라서면 전원이 켜지고 측정이 시작됩니다.
또한 등록된 사용자 중에서 사용자가 자동으로 인식되고 측정 결과가 기록됩니다.
단, 사용자 번호가 지정되고 과거에 한 번 이상 측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합니다.

극성( / )을 확인하고 포함된 AAA
배터리 3개를 넣습니다. 스프링이 있는
쪽이 음극( )입니다.
배터리 커버를 원래대로 부착합니다.

분석기 설치

전원이 꺼져 있는 동안 분석기
위에 섭니다.

나무 바닥 등의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 위에 분석기를 놓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면 위에 분석기를 놓지 마십시오. 측정값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경사진 바닥
• 러그와 같은 푹신한 표면

등록된 사용자의 번호를 지정한 다음 측정합니다. 자동 사용자 인식을 사용할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용자가 등록된 데이터와 비교된 다음 측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등록
및 측정 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아기 또는 애완 동물의 체중 측정을 위해 첫 번째 측정값과 두 번째 측정값의 체중
차이를 표시합니다. 측정 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게스트 모드로 측정

본인 체중만 측정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값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측정 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본인 체중만 측정합니다. 측정 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0.00kg 교정 및 수정 기능

사용자 번호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번호 지정 후 측정

아기 또는 애완 동물의 체중 측정

분석기 위에 올라서면 전원이 켜지고 측정이 시작됩니다.
그에 따라 전원이 꺼져 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분석기가
0 . 0 0 k g 으 로 자 동 교 정됩니다 . 그 러나 아 래와 같 은
상황에서는 교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석기를 측정에 사용하기 전에 항상 분석기 위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딱한 표면 위에 분석기를 놓고 전원
버튼( )이나 입력 버튼( )을 누릅니다.
• 분석기를 세워서 보관한 경우
• 분석기 위에 물건을 올려 놓고 보관한 경우
• 분석기를 들어 올려서 옮긴 경우

측정 중

측정값이 분명히 잘못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다시 측정하십시오.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 위에 분석기를
놓습니다.
전원 버튼(
누릅니다.

)이나 입력 버튼(

입력 버튼(

)을 누릅니다.

"0.00kg"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을

"
"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에는
분석기 위에 물건을 올려 놓거나
분석기에 무게를 가하지 마십시오.

전원 버튼( )을 눌러 전원을 끕니다.

: 사용자

: 이전 체중과의 차이

: 게스트
: 남성

: 생년월일
:키

: 여성

: 나이

: 변경
: 삭제
: 체중 모드

분석기 사용

: 체지방 비율

: 보통

: 골격근 비율

: 높음

:일
: 낮음

: 거주 지역

: 기초 대사량

: 나이(연령)
: 연도(생년월일)

: 내장 지방 수준

* 처음 작동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할 때 지역, 날짜 및 시간을 구성해야 합니다.

게스트 모드로 측정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력
버튼( )을 길게 누릅니다.
사용자-번호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사용자 번호(깜박이는 번호)를
선택하고 입력 버튼( )을 누릅니다.
사용자 번호가 입력됩니다.

출생 월을 표시하고 입력 버튼(
누릅니다.
출생 월이 입력됩니다.

출생 일을 표시하고 입력 버튼(
누릅니다.
출생 일이 입력됩니다.

)을

등록자의 키를 표시하고 입력 버튼
( )을 누릅니다.
키가 입력되고 설정 확인 화면으로
바뀝니다.

)을

키

0.5cm 단위로 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표시하고 입력 버튼(
누릅니다.
생년월일이 입력됩니다.

)을

사용자 번호 지정 후 측정

성별로 "
"(남성) 또는 "
"(여성)
를 선택하고 입력 버튼( )을
누릅니다.
성별이 입력됩니다.

전원 버튼( )을 누릅니다.
사용자-번호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사용자 번호(깜박이는 번호)를
선택하고 입력 버튼( )을 누릅니다.
선택한 사용자가 입력되고 "0.00kg"이
표시됩니다.

연도

전원 버튼( )을 누릅니다.
사용자-번호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또는
버튼을 눌러
(게스트)을 선택하고 입력 버튼( )을
누릅니다.
분석기가 게스트 모드가 됩니다.
게스트의 나이를 표시하고 입력 버튼
( )을 누릅니다.
나이가 입력됩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별"이
깜박이고 "생년월일", "나이" 및 "키"가
순서대로 표시된 다음 "0.00kg"이
표시됩니다.

조심스럽게 분석기 위에 올라서서
측정을 시작합니다.
월

:월

: 골량

사용자 등록

생년월일

: 이전
측정값과의
차이
: 체질량 지수

일

나이

연령

성별로 "
"(남성) 또는 "
"(여성)를
선택하고 입력 버튼( )을 누릅니다.
성별이 입력됩니다.
등록자의 키를 표시하고 입력 버튼
( )을 누릅니다.
키가 입력되고 설정 확인 화면으로
바뀝니다.
0.5cm 단위로 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별"이
깜박이고, "나이"와 "키"가 순서대로
표시된 다음 "0.00kg"이 표시됩니다.
조심스럽게 분석기 위에 올라서서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 결과 확인
(1) 내장 지방 수준

(2) 이전 측정값과의 차이

(3) BMI

(4) 체지방 비율

(5) 골격근 비율

(6) 골량

(7) 기초 대사량

* 설정 화면에서 30초간 조작하지 않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 구성 중 전원이 꺼지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수행하십시오.
* 측정 항목마다 측정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측정 범위를 초과하면

아기 체중 기능으로 측정하기
(아기 또는 애완 동물 체중 재기)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체중
모드 버튼( )을 누릅니다.
"0.00kg"이 표시됩니다.
아기나 애완 동물을 안고 조심스럽게
분석기 위에 섭니다.
번호가 두 번 깜박인 후 판독이
끝납니다.

분석기에서 내려옵니다.
아기 체중 기능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0.00kg"이 표시됩니다.
혼자서 조심스럽게 분석기 위에
올라섭니다.
측정이 시작됩니다.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똑바로,
가만히 서 있습니다.
번호가 두 번 깜박인 후
판독이 끝나고, 아기나 애완 동물의
체중이 표시됩니다.

아기나 애완 동물을 안고 분석기 위에 서
있을 때는 발을 내려다보기 어렵습니다.
분석기 가장자리 근처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넘어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또는

가 표시됩니다.

위의 에서 언급한 측정 결과가
표시된 후 30초 내에 분석기에서
내려오지 않거나, 분석기에서 내려온
후 "0.00kg"이 표시된 상태에서 3분간
분석기를 조작하지 않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기준 판독
내장 지방 수준의 기준 이해

본인 체중만 재기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체중
모드 버튼( )을 누릅니다.
"0.00kg"이 표시됩니다.
조심스럽게 분석기 위에
섭니다.
측정이 시작됩니다.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똑바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측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분석기 위에 서 있는 동안 측정
결과가 계속 표시됩니다. 30초가
지난 후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분석기에서 내려 오면 아기 체중
기능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0.00kg"이 표시됩니다.
체중 모드에서 측정하면 내장 지방
수준이나 체지방 비율과 같은 체성분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체성분을 측정하려면
측정 전에 정보를 등록하거나 게스트
모드에서 측정하십시오.

수준

평가

1 ~ 10

보통

11 ~ 14

높음(1)
- 조금 높음 -

15 ~ 18

높음(2)
- 높음 -

19 ~ 30

높음(3)
- 매우 높음 -

평가 이해
축적된 내장 지방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습관을 계속 기르십시오.
축적된 내장 지방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현재 생활 습관을 검토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습관을 기르십시오.
축적된 내장 지방 수준이 높습니다. 먼저 과식하거나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70% ~ 80% 정도의 포만감이 느껴질 정도로 먹습니다. 몸이
전보다 가볍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축적된 내장 지방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생활 습관을 재검토하십시오.
특히 과식하거나 과음하지 마십시오. 60% ~ 70% 정도의 포만감이
느껴지는 식사로 바꿉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문제 해결
 확인할 사항

문제
디스플레이 섹션에 "

"이 나타남

"

"(오류)이 표시됨

"

"(오류)가 표시됨

측정 중 "
표시됩니다.

배터리를 바꾸거나 교체합니다.
) 중 분석기 위에 섰습니까?
자동 수정(
측정 중 움직였습니까? 서 있는 위치나 자세가 어떻습니까?
발바닥이 더럽습니까?
양말이나 신발을 신은 채 측정했습니까?

"(오류)가

ELECOM CO., LTD.
www.elecom.co.jp/global/

(건전지) B052R737-17002

일본 밖에서 구입하는 고객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 구입 국가의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ELECOM CO., LTD.(일본)"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구입 또는 사용 문의에 대한 고객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품 교체는 Elecom 보증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일본 밖에서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ELECOM Korea Co., Ltd. 5F
Suam Bldg. 1358-17,
Seocho2-dong, Seocho-gu,
Seoul 137-862, Korea
TEL : +82 (0) 2 - 1588 - 9514
FAX : +82 (0) 2 - 3472 - 5533
www.elecom.co.kr

•
•
•
•

본 설명서의 저작권은 ELECOM CO., LTD.가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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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중 전략 물자 또는 역무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에는 외환법에 의거한 수출 또는
역무 거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본 제품의 사용에 따른 다른 기기의 고장이나 트러블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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