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디지털 체중계
Digital Personal Scale
HE-50
제품 특징
●아날로그 및 디지털 (LCD) 듀얼 디스플레이.
●자동 켜짐/자동 꺼짐
●원형 콕핏 디스플레이
●백색 디스플레이 조명
●리마인더 기능 (24 시간 후 알람)
●배터리 부족 표시계
첫 사용 시 사용 설정
1. 새 AAA 배터리 3 개를 삽입합니다. 배터리 단자 양극(+)과 음극(-)의 위치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그림#1)

(그림#1)

2. LCD가 5초 동안 표시된 후 꺼집니다.
3. 본 제품 중앙을 가볍게 한 번 치면 LCD가 완전히 켜졌다가 원위치 되며 보정이
작동합니다. LCD에 “0.0”이 표시되면 보정이 끝납니다. 본 제품의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 배터리를 다시 끼우거나 교체할 경우, 3 단계를 수행하여 제로 보정을
시작하십시오.
작동설명서:
1. 체중계위에 직접 올라서면 제품이 자동으로 그것을 탐지하여 전원이 켜진 후,
체중 측정을 진행합니다.
2. 가급적 움직이지 마십시오. LCD 가 체중을 표시한 후 3 번 깜빡입니다. 아래 모드
중 하나로 체중이 표시될 것입니다.

3. 사용자가 계속 체중계 위에 서있으면 표시된 체중이 약 15 초 간 계속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체중계에서 내려오면 디스플레이의 체중이 5 초 후 사라집니다.
주: 배터리 수명을 보존하기 위해, 체중계는 잠깐 동안의 휴지 후 자동으로 꺼집니다.
체중 측정 모드 스위치
체중계 바닥에 위치한 체중 측정 모두 스위치를 조절하여 체중
측정 단위를 설정합니다(Kg/Lb). (그림#2)
(그림 #2)

리마인더 기능 (24 시간 후 알람) 설정
켜기 설정: (24H/Alarm) (그림#3) 버튼을 누르면 LCD 에 알람 아이콘【

】이 뜹니다.

다음날 같은 시간에 사용자에게 체중 측정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립니다.
끄기 설정: (24H/Alarm) (그림#3) 버튼을 다시 누르면 LCD 에서
알람 아이콘 【

】이 사라집니다.
(그림#3)

알람 정지: 알람이 울릴 경우 체중계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알람이 꺼집니다.
주의:
1. 유리면이 젖으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표면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말랐을 때만 올라서 주십시오.
2. 강성 세제나 살균제를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주기적으로 마른 천으로 체중계 표면을 닦아서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3.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인 같은 체중계에서 체중을
측정하십시오. 단단한 표면은 정확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4. 장기간 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분리해 주십시오.
문제해결:
케이스

디스플레이

조치

과하중

-----

체중계에서 내려옵니다.

배터리 부족

Lo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표시계가 0 으로 돌아가지

제품 리셋: 배터리를 제거한 후

않음

삽입합니다.

제품 규격:
●적재 용량: 180kg(396 lb)
●눈금 d=0.1kg/0.2lb
●유효 체중: 5 ~ 180kgs/ 11 ~ 396lbs
●배터리: AAA x 3 개 (4.5V)
●물리적 사이즈: 338mm X 400mm X 31mm
●표시계 오차 범위: +/- 1kg (약 1.5 도)
●사용자가 제품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약 20 초 후 알람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