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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록된 그림과 내용은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최신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일반사항

A-1. 제품사양

제 품 사 양

제품

HERA 9000

모

터

AC 3 마력 ( 정격 )

속

도

1.0 ~ 20.0 km/h

도

0-16% INCLINE

램

6개 유산소 프로그램, 7개 프로파일 프로그램

구분

경

사

프

로

그

디 스 플 레 이
T

V

모

니

터

날짜와 현재시간, 속도, 거리, 칼로리, 경사도, 시간, 프로그램, 운동목표, 심박수
23 inch LED FULL HD TV

터 치 스 크 린

멀티터치 스크린, 스크린슬라이딩

심박수 측정 시스템

유무선 지원 (무선 제품은 옵션)

체지방 측정 시스템

적용 (접촉, USB저장)

블

스

적용

전

원

220V, 60Hz

무

게

225kg

최대 허용 중량

180kg

프
벨

루

투

레

임

알루미늄 외장 프레임, 내부 철 프레임

트

530 X 1545 mm

제 품 크 기
(L x W x H mm)

3
2285 X 870 X 1810

A. 일반사항

A-2. 안전관련 지침

안 전 관 련 지 침
다음에 표시되어 있는 안전 관련한 주의 사항들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주의사항’은 “경고”와 “금지” “주의”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기호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고,이에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한 기호입니다.
이 기호가 있는 부분은 위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읽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경고

금지

주의

표시 사항을 위반할 시 심각한 상해 및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

고
제품의 사용 후, 청소 전, 그리고 이 사용설명서에 명시
된 유지 보수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콘솔부와 모터 커버 등에 발을 딛고 올라서는 경우, 제
품 손상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ㆍ누전시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 전에 제품이 완전하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 하
십시오. 제조자가 권고하지 않은 부착물은 절대로 제
품에 부착하지 마십시오.
ㆍ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AC200~240V, 50/60HZ용으로 제작 되었
으며 10A 이상의 큰 전류가 흐르므로 전기법령에 따라
접지되어진 콘센트에 꽂아야 합니다.
ㆍ고장 또는 누전시 감전의 위험을 감소 시킵니다.

런닝벨트가 심하게 마모된 경우에는 즉시 새 런닝벨트
로 교체 하십시오.
ㆍ마모 된 런닝벨트는 발판과의 심한 마찰로 인하여 정전기
및 모터 손상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전기적 쇼크나 안전사
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표시 사항을 위반할 시 고장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

4

지
본 사용설명서에 기술 되지 않은 방법으로 제품을 조
작하지 마십시오.

실외나 물가, 먼지나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지 마 십
시오. 또한 두꺼운 카펫 위에 설치하면 제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전원 코드가 손상 되었거나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 하지 않을 때에는 제품의 사용을 금합니다.

제품이 물에 젖거나 물이나 음료수가 제품 속으로 들
어갔을 경우 사용을 멈추시고 바로 AS 센터로 연락하
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십시오.

전원코드나 플러그는 화기(열)로 부터 멀리 해 주십시
오.

자격을 가진 수리기술자 외의 사람은 임의의 수리나
개조를 금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마십시오.

모터나 롤러 등의 구동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위 하시고, 제품이 작동 중일 때 손이나 신체의 일부
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ㆍ누전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의 우려가 있으며 차단기가 떨
어져 운동 중 런닝머신이 작동중지 될 수 있습니다.

A. 일반사항

A-2. 안전관련 지침

표시 사항을 위반할 시 경미한 상해 및 제품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

의

SOLVENT

THINNERR

제품의 사용 후 또는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OFF 위치로 하신 다음,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청소할 때는 솔벤트,왁스, 신나등 유기세제는 사용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으십시오.

2m

운동 도중 넘어져 물체와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안전공
간을 충분히 확보 하십시오.
ㆍ뒤쪽 2M, 좌우측 1M 이상 확보
심박 측정 센서는 의료기기가 아니며 사용 환경에 따
라 그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ㆍ측정된 수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안전수칙

표시 사항을 위반할 시 고장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

지
속도 및 경사도의 급격한 증/감 조절은 삼가하십시오.
SPEED

ㆍ특히 급출발과 급정지는 신체와 제품에 무리를 줄 수 있으
며, 예기치 못한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나 박약아, 지체부자유자,
노약자, 애완동물의 접근을 금해 주십시오.
ㆍ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만약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자의 지도, 감독하에서 사용 하십시오.

런닝벨트가 회전하는 동안에 손이나
신체의 일부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제품에 2인 이상 동시에 오르지 마십시오.

벨트 뒤쪽이나 롤러 가까운 곳을 밟지 마세요.

표시 사항을 위반할 시 경미한 상해 및 제품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

의
운동 중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느끼면 즉시 운동
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 하십시오.

자신의 운동능력에 맞는 속도와 경사도에서 운동 하시
고, 절대 무리한 운동을 삼가 하십시오.

런닝벨트가 완전히 정지한 후 제품에서 내리십시오.

몸은 바로 하고 시선은 정면 하단15°를 바라보며 균형
을 유지하십시오.

ㆍ장시간 운동 후 바로 내리면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기에 적합한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 하십시오.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의사나 운동전문가(트레이너)
와 상담 하십시오. 특히 고혈압, 심장병 등 질환 이나
질병이 있는 분이나 35세 이상의 분은 전문가과 상담
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ㆍ운동 중 한눈을 팔 경우 넘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뒤로 걷기는 안전상 위험하므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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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사항

A-3. 제품구성

제 품 구 성
본체 구성 부품

콘솔부

기둥부

본체부

S
RcomopHliant
2002

RoHS
compliant
2002/95/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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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9000 Android

/95/E

C

A. 일반사항

A-4. 제품소개

제 품 소 개
HERA-9000 Android는 헬스클럽용 고급 스마트 런닝머신(Treadmill)으로서 23인치 LED 대형 모니터에 풀HD TV를 내장한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한 최첨단 런닝머신입니다. 전면 손잡이를 통해 체지방 측정 후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심박측정 데이터
로 개인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모든 기기작동을 터치로 쉽게 컨트롤하며, 각종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특징
ㆍ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적용, 스마트폰처럼 쉬운 앱터치 구동 방식
ㆍ세계정상의 IT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벤처기업들이 공동 개발
ㆍ23인치 대형 LED HD TV 모니터
ㆍ체지방측정 및 분석시스템 내장
ㆍ런닝머신 전용 AC 모터, 인버터, 전자제어장치 적용으로 초저음 운전 실현
ㆍ블루투스 웨어러블 기기사용(별도구매) 및 반영구적인 소프트 터치 버튼
ㆍ인체 감지 센서를 적용한 자동정지 기능
ㆍ최고속도 20 km/h, 정격 AC 3 마력의 강력한 MOTOR POWER
ㆍ최적의 운동형태를 제공하는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ㆍ손목밴드형 무선 심박 측정 시스템 적용 가능
ㆍ모방 할 수 없는 제3세대 감성적 디자인
ㆍ알루미늄 기둥 & 플랫폼 적용으로 고급스러움 배가
ㆍ넓은 런닝벨트 면적 (530 x 1495 mm)
ㆍ벨트쏠림방지용 크라운가공 롤러 (특허)
ㆍ일체형 진동흡수 Level Foot (특허)

A. 일반사항

A-5. 설치장소

설 치 장 소
바닥이 평탄하고 견고한지 확인하세요.
ㆍ런닝머신 설치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진동과 소음의 원인이 되며, 운동 중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습기나 먼지가 적은 실내인지 확인하세요.
ㆍ습기나 먼지는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용제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ㆍ제품 내부에서 누전이나 정전기 발생으로 인하여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위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세요.
ㆍ제품의 전방부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설치하여 전원스위치를 쉽게 조작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뒤쪽에는 최소 2m, 좌우로는 1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후 제품을 설치하여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은 30 A 누전 차단기 1개에 런닝머신 2대 이하가 연결 되도록 전기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런닝머신 구동 시, 과부하로 인하여 차단기가 동작하여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이는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위치에 전원 콘센트 및 안테나 케이블이 설비되어 있어야 하며, 경사기능을 고려하여 30~40c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ㆍ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원케이블 길이는 1.8 m 입니다.

반드시 규격화된 플러그와 콘센트를 사용하시고 접지가 되어있는 곳에 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하세요.
이동 시 제품 뒤쪽 후면커버 밑 부분을 들어 앞쪽 이동용 바퀴를 이용하여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제품을 들어서 운반 시에는 성인 4-5명이 함께 운반하여 허리부상 혹은 안전사고에 특히 조심하여 주십시오.
경사기능 사용 시 전원선과 케이블선이 런닝머신에 눌리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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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사항

A-6. 제품설치

제 품 설 치
처음 제품의 포장박스를 풀고 조립 할 때 순서에 따라 조립 및 설치하여 주십시오.

주

의

·정격전압에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시고 고르지 못한 바닥은 피하십시오.
·설치 시 접지가 되어진 콘센트에 꽂아야 합니다.
·작동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모터 주변에 이물질을 제거 하십시오.

본체부

1

2

모터커버 분해방법
1. 모터커버 각 모서리에 있는 볼트를 푼다
2. 모터 커버를 위로 분리 한다

사용 볼트 및 공구

사용 볼트 및 공구
A. 십자 스크류드라이버

A

8

B

B. M5 - 20 냄비머리 스크류 나사 4개

A. 일반사항

A-6. 제품설치

1

기둥부

2

사용 볼트 및 공구

D

E

C

기둥 조립방법
1. 몸체의 앞쪽 기둥 가이드에 좌·우 기둥(알미늄)을 세워 끼웁니다.
2. 육각렌치볼트에 와셔를 끼운 후 기둥에 살짝 조여줍니다.
3

3. 육각둥근머리렌치볼트에 와셔를 끼운 후 기둥에 살짝 조여줍니다.

사용 볼트 및 공구
A : M10용/2t 평와셔 좌·우 각 6개 총 12개
B : 6mm 엘-렌치
C : M10 X 20 육각둥근머리렌치볼트 좌·우 각 4개 총 8개

9

볼트를 너트(홀)에 먼저 삽입하여 위치를 잡고 단단히 조여 주
십시오. 느슨하면 소음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주

의

A. 일반사항

A-6. 제품설치

1

콘솔부

사용 볼트 및 공구

2

A

3

B

C

콘솔부 조립방법 순서
1. 콘솔을 기둥 위에 살짝 걸친다.
2. 좌측 기둥에 3개(RCA, HDMI, 안테나), 우측 기둥에 2개(통신, TV전원)의
케이블을 기둥 속을 통과하여 하단으로 밀어 넣는다.
3. 콘솔을 기둥에 끼운 후 육각둥근머리렌치볼트에
와셔를 끼워 살짝 조인다
4. 상판 조립이 끝나면 상판을 런닝머신 정면으로 당기면서 살짝 조여놨던
볼트를 꽉 조입니다.

사용 볼트 및 공구
A : 6mm 엘-렌치
4

B : M10 X 20 육각둥근머리렌치볼트 좌·우 각 4개 총 8개
C : M10/2t 평와셔 좌·우 각 4개 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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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상판 조립시 케이블이 끼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볼트
를 너트(홀)에 먼저 삽입하여 위치를 잡고 단단히 조여 주십시
오. 느슨하면 소음 발생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조립시 손가
락 끼임 등 부상에 주의 하여 주십시오.

A. 일반사항

A-6. 제품설치

1. 좌측 기둥

2. 우측 기둥

케이블

D

A
B
E
C

3

케이블 연결
인버터와 연결되는 케이블(인버터 전원, 모터 전원, 엑츄에이터 전원)은 공장
출하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좌측 기둥 안쪽 하단 구멍에서 RCA, HDMI, 안테나 케이블을 꺼냅니다. (A:
오디오 케이블 B: HDMI 케이블, C: 안테나 케이블)
2. 우측 기둥 안쪽 하단 구멍에서 통신, TV전원 케이블을 꺼냅니다. (D: 통신
케이블, E: TV전원 케이블)

4

3. RCA 케이블을 전면커버 뒷면 PCB상에 위치한 소켓에 연결합니다. (색상에
맞춰 연결 하십시요.)
4. TV 안테나선의 연결부를 서로 연결합니다.

주

의

반드시 접지(그라운드)가 되어야 합니다. 접지는 전기적인 쇼크
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안전 장치입니다. 접지 처리가 되어 있
지 않은 플러그, 코드 등의 사용은 전기 쇼크 및 오동작과 고장
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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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사항

A-6. 제품설치

전원 투입 방법 및 TV 연결

1

1. 전면커버 상에 있는 안테나 소켓에 안테나 선을 연결합니다.
·Video, DVD 등을 시청하고자 할 때는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접지된 콘센트와 파워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제공된 파워코드를 본체 앞부
분 콘센트에 끼우고, 플러그는 접지된 전원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ANTENA
IN

T

HDMI IN

R
L
AUDIO IN

3. 전원 스위치(적색 램프)을 눌러 본체의 전원을 켭니다.

VIDEO
IN

2/3

ON

주

의

ETHERNET
OFF
POWER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으십시오.
·표준 전력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확장 코드로 전력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손상 된 전력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통로에 전력 코드를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화기 혹은 습기가 없는 곳에 전력 코드를 설치하십시오.
ANTENA
·제품을 이동, 철수하기 전에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IN
·3구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HDMI IN

AC IN 220V / 60Hz

R
L
AUDIO IN

VIDEO
IN

수평조정

1

1. 27mm 스패너(Spanner)로 고정 너트를 돌려 level foot을 조절 할수 있도록
합니다.
2. 몸체가 수평이 되도록 level foot을 조절합니다.
(반시계방향 :몸체가 내려감 / 시계 방향 : 몸체가 올라감)
3. 레벨 조절이 끝나면 고정 너트(locking nut)를 오른쪽(반시계 방향)으로 돌
려 레벨풋(level foot)을 단단히 고정 합니다.

2
기계의 레벨이 맞지 않으면 소음 및 런닝벨트의 쏠림 및
기구의 수명이 단축 될 수 있습니다.

주

사용 볼트 및 공구

의

사용 볼트 및 공구
27mm 스패너

27
m

m

12

A. 일반사항

A-6. 제품설치

벨트 장력 및 쏠림 조절
런닝머신을 이동 혹은 수평조정을 한후, 벨트 슬립/쏠림 현상이 있는 경우 벨트 조절이 필요합니다. 벨트조절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슬립과 벨트
파손 및 관련 부품의 마모, 파손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벨트 조절에는 벨트장력 조절과 벨트 수평 조절이 있습니다.
·벨트 조절은 10mm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후면커버(End-cover) 안에 있는 벨트 조절나사를 회전시켜 조절합니다.

렌치(wrench)의 위치와 회전방향에 따른 벨트와 롤러의 변화
후면 커버 상의 볼트위치
왼쪽

오른쪽

렌치 회전방향

뒷 롤러 이동방향

벨트 쏠림방향

시계방향

왼쪽 롤러축이 후진

우측

반시계 방향

왼쪽 롤러축이 전진

좌측

시계 방향

오른쪽 롤러축이 후진

좌측

반시계 방향

오른쪽 롤러축이 전진

우측

벨트 장력 조절
앞,뒤롤러 거리를 벌려 줌으로서 적절한 탄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벨트가 회전시 슬립(미끄러짐)을 방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런닝머신 전원을 켭니다.
향
벨트 이동방

2. 4.0km로 구동 시킵니다.
3. 벨트위에 사용자가 올라가 앞 손잡이를 잡고 벨트구동 반대방향으로 발로
구동을 저지합니다. 이때 멈칫거림(슬립현상)이 발생하면 장력 조절이 필요
합니다.
4. 벨트의 슬립현상이 없어질때까지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좌우 벨트조절 나사
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장력을 조절합니다.

벨트 쏠림 조절
벨트 장력이 조절된 후 벨트 쏠림 조절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1. 런닝벨트 회전속도를 10km로 구동 시킵니다.
2. 벨트의 쏠림을 확인하며 8mm 육각 T렌치를 이용하여
벨트 균형을 조절합니다.
3. 5분이 지나도 벨트의 쏠림현상이 발생 하지 않으면
벨트균형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만일, 벨트 쏠림현상이 다시 발생하면 미세
조정을 하여 5분을 기다려 좌우간격 수평을 확인합니다.

동방향
벨트 이

4. 필요시 앞롤러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모터커버를 분해하고 8mm 엘-렌치
로 그림과 같이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주
벨트 이동방향

의

· 제품이 구동 중 이므로 안전사고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벨트 조절 시 벨트의 변화상태를 보지 않고 육각렌치를 돌리
지 말아 주십시오.
· 무리하게 돌렸을 때 벨트가 한쪽으로 치우쳐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 미세 조정 시는 렌치를 1/8또는 1/4 바퀴씩 회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벨트 쏠림 조정 후 런닝머신 사용에 따라 벨트가 늘어 날수 있
으므로 일주일마다 벨트 쏠림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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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사항

A-7. 제품설명

제

품 설 명
제품 명칭

1

콘솔
11b

2

3
8
4

9

6

5
7

10

1

콘솔캐비넷(전면)

2

디스플레이

3

컨트롤 보드

4

체지방 & 심박 측정 그립

5

체지방 & 심박 측정 그립

6

우레탄 손잡이(L)

7

우레탄 손잡이(R)

8

긴급 정지 버튼

9

잭하우징(이어폰 콘넥터)

10

콘솔 케비넷(후면)

11a / 11b

A/S용 커버 (11a : 콘솔 밑면 / 11b : 모니터 후면)

11a

16

12

13
15
14

14

17

본체
12

모터 커버

13

런닝벨트

14

발판

15

알류미늄 프레임

16

전면 커버

17

후면 커버

A. 일반사항

A-7. 제품설명

16

18

16

전면 커버

17

후면 커버

18

전면 바퀴

19

오일주입구

20

레벨풋

19

17

20
모터 커버 내부
23
24
21
22
26
25

27

21

모터

22

인버터

23

컨버터

24

엑추에이터

25

먼지막이

26

폴리 V벨트

27

전면롤러

네임 플레이트
Product.

TREADMILL.

A
B

Model.

CAUTION! Net weight.

Serial number.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open treadmil
motorcover. In case of
problem, please contact
the service center.

B : 시리얼 번호

210 kg

C : 생산 일자

Max. User Weight. 180 kg
Power.

AC 230V-50/60Hz, 2.2kw

Date.

Date.

HEALTH-ONE.CO.,LTD.
www.ehealth-one.com
Tel.82-(0)-31-949-8010

A : 모델명

C
M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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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제품설명

화면 구성 및 기능
23인치 LED 터치스크린 : 런닝머신 HERA-9000 Android 앱을 터치 실행시켜 기기 작동과 어플을 실행시킵니다.

16

HERA-9000 메인화면

수동운전 실행 화면

운동중 TV 화면

체지방 측정 화면

블루투스 연결 화면

개인 정보 입력 화면

A. 일반사항

A-7. 제품설명

시간 표시 창

운동시간을 초와 분단위로 표시합니다.
최소 1초, 최대 99분59초까지 표시합니다.

칼로리 표시 창

사용자의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합니다. 기본 산출 칼로리 기준은 70kg 몸
무게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정확한 칼로리 산출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체중
을 입력 하시기바랍니다.

경사 표시 창

경사(INCLINE)기능 모델의 경우 설정 된 경사도를 표시합니다.
최고 경사는 16%로 표시되며, 10%는 약4.5도를 의미합니다.

속도 표시 창

스피드(SPEED)를 표시하며, 초기 스피드는 1.0 km/h이며,
최고 스피드 20km/h를 표시합니다. (Cardiovascular Workout은 3.0km/h)

심박수 표시창

사용자의 심박수를 표시합니다.
1. 좌·우측 손잡이 심박측정 그립(Hand pulse Grip)측정
2. 블루투스 무선 심박측정기 측정 (미오 손목 시계형)
3. Polar chest belt

목표 표시 창

400m 마다 1Lap씩 올라갑니다.

거리 표시 창

운동 거리를 표시합니다.

운동목표 &
경과 시간 표시 창

수동 운동시에는 한칸이 400m 이며,
프로그램 운동시에는 설정 된 운동목표의 달성율을 표시 합니다.

운동 프로그램 앱

내장된 운동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운동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앱

버츄얼 트레이닝, TV, 검색엔진, 외부기기 연결앱 등을 추가 지원.

유산소운동 선택

사용자의 심박신호를 런닝머신에서 읽지 못하면 데이터 입력이 더 이상 진행
되지 않으며, 프로그램 운동을 실행 할 수 없습니다

Cardiovascular 앱에서 심박측정치에 맞춰 유산소운동을 합니다.

운동목표 선택

프로파일 프로그램

경사 버튼

Target에서 운동 목표를 설정 합니다.
TIME, DISTANCE, CALORIES를 선택 할 때 사용 합니다.

Profile 앱에서 경사도와 속도가 각기다른 6개의 프로그램과 사용자설정
중 선택합니다. Customized에서는 직접 운동강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런닝머신의 경사도를 조절합니다. (슬라이드 이동시 1초후 적용)
좌측의 단계적 버튼 터치로 원하는 경사도로 바로 도달.
(정지, 동작상태에서 작동됩니다.)

속도 버튼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슬라이드 이동시 1초후 적용)
우측의 단계적 버튼 터치로 원하는 속도에 바로 도달.
(런닝머신 작동중에만 표시됩니다)

Cool Down

마무리 운동 모드 (Cool Down) 버튼은 운동 종료 시점에서 터치하여 마무리 운
동 단계로 전환합니다. 속도 및 경사가 감소되어 낮은 강도로 3분간 마무리 운동
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동시 자동 전환됩니다)
Cool-Down 은 운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젖산 및 부산물 분비를 낮추어 주어 운
동 후 부작용을 억제하여 줍니다.

시작/정지 버튼

런닝머신을 작동, 정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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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사항

A-7. 제품설명

TV 컨트롤 버튼

TV모드에서 현재 화면 볼륨과 TV 채널을 조정합니다.

TV 볼륨, 채널 버튼

TV 볼륨과 채널 조정 시 사용합니다.

리모컨

리모컨으로 TV 세부 설정을 합니다.

메시지 표시 창

사용자에게 전달 메시지 등을 표시합니다.

플로팅 버튼

인터넷검색 모드나 USB 동영상 시청중 상단에 운동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플로팅아이콘의 흰점부분을 터치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보드

시작/정지 버튼

버튼을 누르면 동작이 시작되며, 한번 더 누르면 동작이 정지 됩니다. 최초 시
작 스피드는 1.0km/h입니다.

속도 버튼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버튼 1회를 누를 때마다 0.1km/h씩 증감되며 최고 스피
드 20km/h 입니다. 정지상태에서는 스피드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동작 상태
에서만 작동 됩니다.)

경사 버튼

런닝머신의 경사를 조절합니다. 1회를 누를 때마다 1%씩 증감됩니다.
최저 0%에서 최고 16%까지 조절되고 정지상태에서도 경사조절이
가능합니다. (정지, 동작 상태에서 작동 됩니다.)

좌우 표시창

현재 경사도와 속도를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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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터치 버튼의 특성상 최초 전원인가 시 버튼 위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오작동 될수 있습니다.(전원을 끄고 다시 킬 때는 내부 전원이
다 소모가 될 수 있도록 1분 이상 기다렸다가 켜야 합니다.)

주

의

A. 일반사항

A-7. 제품설명

기타 조작부 구성 및 기능

A

A : 긴급정지 버튼
긴급 상황 발생 또는 급히 런닝머신을 멈추어야 할 경우 “Emergency Stop (긴
급정지)”버튼을 사용 합니다.
이 긴급정지 버튼을 누를 경우 “workout resume (운동 결과)”가 표시 되지 않
으며 메시지 창에는 “Emergency ”가 표시 됩니다.

주

B

의

런닝벨트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착지를 하고자 할 때와 긴급정
지를 하고자 할 때는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좌우측 손
잡이를 잡고 발판으로 착지를 하십시오.

B : 헤드폰

잭 하우징 (headphone Jack Housing )
좌우측 1, 2의 ‘HEADPHONE’홀을 통하여 유선으로 헤드폰을 연결 합니다.

블루투스와 무선 헤드폰은 선택사양입니다.

주

C

의

C : HDMI 신호를 입력 받습니다.
D : USB 저장매체를 1 또는 2에 연결합니다.
체지방측정 데이타를 휴대용 저장장치에 기록하거나 불러옵니다.
MP3, 동영상등을 불러와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D

블루투스 무선기기 연결
블루투스 앱에서 장비 검색
먼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웨어러블 기기의 전원을 켠다음 블루투스 앱을 실
행시킵니다. 헤드폰과 심박측정기중 선택 후 Search 버튼을 누룹니다. 연결하
고자 하는 기기를 선택해서 연결합니다.
헬스원 런닝머신은 클럽용 런닝머신으로 개발되어 다수가 여러대를 공동 사
용하므로 그전 페어링 기록으로 자동 재접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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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헤드폰과 심박측정기는 선택사양입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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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사항

A-7. 제품설명

심박 측정 시스템
㈜헬스원 런닝머신에는 심박 측정시스템(접촉식 및 무선식 2가지 겸용)이 적
용되어 사용자가 운동 중 지속적으로 심박수를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접촉식 심박측정 시스템
런닝머신 좌우 손잡이에 두개의 심박 센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심박수 측정
을 위해 좌, 우측 손잡이에 있는 2개의 센서에 양손이 잘 접촉되도록 움켜 잡
으시기 바랍니다. (약 30초 대기)

손목 시계형 Mio 무선심박측정기 (옵션)
미오 무선심박측정기는 스트랩 없이도 심전도(EGK)와 같은 수준의 심박 데이
터 제공합니다. 운동자의 심박수(bpm)을 측정하고 무선으로 동잡음이 없이
심박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런닝머신과 연결 방법

A

먼저 A그림처럼 심박측정기의 a부분을 1-2초 터치하면 'FIND' 모드로 바뀌면
서 블루투스 연동 장비를 검색합니다. 그 다음 B화면 런닝머신 블루투스앱에
서 Heart Rate 아이콘을 터치후 Mio 제품을 찾아 연결합니다.

B

a

ㆍ개인/계절에 따라서 5분이상 운동을 해야 측정되는 경우도 있
습니다.

주

ㆍ심장박동 조절 장치 등과 같은 유산소 보조 장비를 착용한
사용자는 심박수 측정 벨트를 사용을 금해 주십시오.

의

연령별 운동 강도
헬스 및 건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 강도를 측정하고, 최선의 운동 결과
를 얻는 최선의 방법은 특정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연령별 심박수 테이블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

100%고강도 영역
90% 유산소 영역
70% 체중 조절 영역

이론적 최대 심박수는 미국 스포츠 의과 대학의 논문 “운동 측정과 처
방에 관한 안내 지침”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숫자 220에서 개인의 나이
를 빼면 됩니다.

60% 낮은 체중 조절 영역

주

분당 맥박수

연령별 이론 심박수

205
184.0
143.5

200

195

180.0

175.5

140.0

20
123.0

연령 0

의

171.0

136.5

120.0

15

190

133.0

117.0

20

180

175

170

166.5

165

162.5

160

157.5

153.0

148.5

144.0

119.0

115.5

112.0

108.5

102.0

099.0

096.0

093.0

129.5

114.0

25

185

126.0

111.0

30

122.5

108.0

35

105.5
40

45

50

55

155
139.0

60

65

A. 일반사항

A-7. 제품설명

체지방 측정 및 저장
㈜헬스원 런닝머신에는 접촉식 체지방 측정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언제든지
측정후 앱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USB 저장장치에 날짜별로 누적 저장하면서
통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접촉식 체지방 측정 시스템
런닝머신 좌우 손잡이에 두개의 체지방 센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체지방 측
정을 위해 좌, 우측 손잡이에 있는 2개의 센서에 양손이 잘 접촉되도록 움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약 30초 대기)

체지방 측정 방법
Body Fat 앱을 열고, 좌측 화면처럼 측정자의 나이, 몸무게, 키를 입력 후
MEASURE 버튼을 터치하면 측정손잡이를 잡으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USB
저장매체가 처음 인식되었거나 기존에 기록된 데이타가 없으면 이름을 터치
해서 등록을 합니다. 기존 데이타가 있으면 USB 인식과 동시에 자동으로 불러
옵니다. 2명이상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름 오른쪽 화살표가 활성화 되어 측정
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30초정도 기다리면 측정 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측정 데이타 저장
자신의 체지방측정 결과치를 확인 후 SAVE 버튼을 터치하면 USB 저장장치에
데이터가 누적되어 저장되고 그래프로 보여집니다.

날짜별 누적 그래프 확인
그래프는 7일, 7주, 7개월, 7년 단위로 누적된 데이타의 평균치를 그래프로 보
여줍니다. 런닝머신에는 데이타가 저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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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 측정치는 (주)헬스원의 자체 통계 자료로 산출되며, 전문의의
소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UI 디자인은 시스템 업그레이드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의

A. 일반사항

A-8. 제품사용법

제 품 사 용 법
기본(Manual)작동법

1

1. 전
 원(A.C. POWER)을 켭니다
제품본체의 전면커버에 위치한 전원 켭니다.

2.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2

START 버튼을 누르면 최초 1.0Km의 스피드로 런닝벨트(treadmill belt)가
돌아갑니다.
QUICK

START

START/STOP 버튼은 시작, 정지 기능을 번갈아 수행됩니다.

START

3

주

의

3. 스
 피드(SPEED), 경사(INCLINE)를 조절합니다.
터치스크린 화면과 터치소프트 판넬에서 SPEED, INCLINE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에 맞게 운동 스피드와 경사도를 조절하십시오.

4

4. 운
 동을 마치려면 STOP 버튼을 누릅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표시 창에 “SUMMARY (운동 결과 요약)”이 30
초간 표시 됩니다.

ㆍ 긴급정지 버튼을 눌러 런닝머신을 정지 시킬 경우
SUMMARY는 표시 되지 않습니다.

STOP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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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ㆍ런닝벨트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착지를 하고자 할 때와 긴급
정지를 하고자 할 때는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좌우
측 손잡이를 잡고 발판으로 착지를 하십시오.

A. 일반사항

A-8. 제품사용법

전원 스위치

목표 운동
1. 전
 원(A.C. POWER)을 켭니다
제품본체의 전면커버에 위치한 전원을 켭니다.

운동 목표 버튼

2. 메
 인화면에서 운동목표 앱을 선택합니다.
터치스크린 화면의 TARGET버튼(TIME, DISTANCE, CALORIES)을 눌러 운
동 목표를 선택합니다.

Target
Workout
조절 버튼

3. 목
 표값을 선택합니다.
입력창에서 숫자 버튼을 이용 목표 값을 입력, 수정하거나, +/- 버튼을 이용
하여 원하는 수치까지 변경합니다.

시작 버튼

3. 운동을 시작합니다.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위 3단계에서 운동 목표로 “시간 (Time)”을 선택 할 경우 사전 설정 값으로 30
분이 표시 됩니다. 이때 target 의 +/-버튼 을 이용하여 원하는 운동 시간을 변
경 합니다.

START

운동 종료 시점에서 Cool-Down (마무리운동) 단계로 전환되며,
속도 및 경사가 감소되어 낮은 강도로 3분간 마무리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 결과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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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운동 중에는 속도 및 경사 조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운동
중에는 속도 및 경사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주

의

A. 일반사항

A-8. 제품사용법

유산소 운동 버튼

프로그램 운동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최적의 심혈관 능력 개선을 위해 사용자 최대 심박수의 75%에
서 운동이 되도록 설정 되었습니다.
이 유산소 운동 중에는 사용자의 심박수에 따라 런닝머신의 속도와 경사가 자
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 운동은 무선심박측정기를 착용해야 작동 됩니다.
(A-7.심박측정시스템 참조)

CARDIO

Cardiovascular
Workout

1. 메인화면에서 Cardiovascular Workout 앱 실행.

신상 정보 입력

2. C
 ARDIO 버튼 선택
측정센서로부터 심박수를 읽지 못할 경우 메시지 표시 창에는 “Wear heartrate transmitter” 문구가 표시 되며, 더 이상의 데이터 입력이 되지 않습니
다.

3. 상
 단에 성별 아이콘(MALE:남자, FEMALE:여자)을 선택합니다.
4. A
 ge를 터치 후 숫자키패드로 나이를 입력합니다.
5. Weight를 터치 후 숫자키패드로 체중을 입력합니다.
5. Height를 터치 후 숫자키패드로 키를 입력합니다.

아래 컨트롤바에서 "NEXT" 버튼을 누룹니다.

NEXT

타겟 선택

6. 목
 표값(Target)을 선택합니다.
TIME, DISTANCE, CALORIES중 선택합니다.
숫자키패드로 목표치를 입력하거나, +/- 버튼으로 목표 값을 조정하고,
“시작(START)” 버튼을 누릅니다.
사전 설정 된 목표 시간은, 30분으로 위 6단계에서 운동 목표를 원하는 운동
목표 버튼 ( TIME, DISTANCE, CALORIES )을 눌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종료 시점에서 Cool-Down ( 마무리운동 ) 단계로 전환되며, 속도 및 경
사가 감소되어 낮은 강도로 3분간 마무리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Cool-Down 은 운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젖산 및 부산물 분비를 낮추어 주
어 운동 후 부작용을 억제하여 줍니다.

START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운동 데이터 입력 도중 리셋을 할 경우 리셋 버튼으로
긴급정지 버튼 ( EMERGENCY STOP )을 사용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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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사항

A-8. 제품사용법

지방연소 운동 버튼

지방연소 운동
지방연소 운동 (FAT BURN workout) 프로그램은 사용자 최대 심박수의 65%
에서 운동을 하도록 설정 되었습니다.
이 유산소 운동 중에는 사용자의 심박수에 따라 런닝머신의 속도와 경사가 자
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 운동은 무선심박측정기를 착용해야 작동 됩니다.
(A-7.심박측정시스템 참조)

FAT BURN

Cardiovascular
Workout

1. 메인화면에서 Cardiovascular Workout 앱 실행.

신상 정보 입력

2. F AT BURN 버튼 선택
측정센서로부터 심박수를 읽지 못할 경우 메시지 표시 창에는 “Wear
heart-rate transmitter” 문구가 표시 되며, 더 이상의 데이터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3. 상
 단에 성별 아이콘(MALE:남자, FEMALE:여자)을 선택합니다.
4. A
 ge를 터치 후 숫자키패드로 나이를 입력합니다.
5. Weight를 터치 후 숫자키패드로 체중을 입력합니다.
5. Height를 터치 후 숫자키패드로 키를 입력합니다.

아래 컨트롤바에서 "NEXT" 버튼을 누룹니다.

NEXT

타겟 선택

6. 목
 표값(Target)을 선택합니다.
TIME, DISTANCE, CALORIES중 선택합니다.
숫자키패드로 목표치를 입력하거나, +/- 버튼으로 목표 값을 조정하고,
“시작(START)” 버튼을 누릅니다.
사전 설정 된 목표 시간은, 30분으로 위 6단계에서 운동 목표를 원하는 운동
목표 버튼 ( TIME, DISTANCE, CALORIES )을 눌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종료 시점에서 Cool-Down ( 마무리운동 ) 단계로 전환되며, 속도 및 경
사가 감소되어 낮은 강도로 3분간 마무리 운동을 하게 됩니다.

START

이 Cool-Down 은 운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젖산 및 부산물 분비를 낮추어 주
어 운동 후 부작용을 억제하여 줍니다.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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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사항

A-8. 제품사용법

심박 목표 운동 버튼

심박목표운동
심박 목표 운동은 사용자가 심박 목표를 설정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과도한 심박 목표 설정을 방지하도록 사용자 최대 심박수에서
90%까지만 설정이 되도록 설정 되었습니다.
이 HR GOAL workout 중에는 사용자의 심박수에 따라 런닝머신의 속도와 경
사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 운동은 무선심박측정기를 착용해야 작동 됩
니다. (A-7.심박측정시스템 참조)

HR GOAL

Cardiovascular
Workout

1. 메인화면에서 Cardiovascular Workout 앱 실행.
신상 정보 입력

2. H
 R GOAL 버튼 선택
측정센서로부터 심박수를 읽지 못할 경우 메시지 표시 창에는 “Wear
heart-rate transmitter” 문구가 표시 되며, 더 이상의 데이터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3. 상
 단에 성별 아이콘(MALE:남자, FEMALE:여자)을 선택합니다.
4. A
 ge를 터치 후 숫자키패드로 나이를 입력합니다.
5. Weight를 터치 후 숫자키패드로 체중을 입력합니다.
5. Height를 터치 후 숫자키패드로 키를 입력합니다.

아래 컨트롤바에서 "NEXT" 버튼을 누룹니다.

NEXT

목표 심박 버튼

6. 목표 심박값을 입력합니다.
입력 가능한 최대 심박수는 사용자 최대 심박수의 90%입니다. 그 이상의 심
박수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컨트롤바에서 "NEXT" 버튼을 누룹니다.
7. 목표값(Target)을 선택합니다.
TIME, DISTANCE, CALORIES중 선택합니다.
숫자키패드로 목표치를 입력하거나, +/- 버튼으로 목표 값을 조정하고,
“시작(START)” 버튼을 누릅니다.
NEXT

타겟 선택

사전 설정 된 목표 시간은, 30분으로 위 6단계에서 운동 목표를 원하는 운동
목표 버튼 ( TIME, DISTANCE, CALORIES )을 눌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종료 시점에서 Cool-Down ( 마무리운동 ) 단계로 전환되며, 속도 및 경
사가 감소되어 낮은 강도로 3분간 마무리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Cool-Down 은 운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젖산 및 부산물 분비를 낮추어 주
어 운동 후 부작용을 억제하여 줍니다.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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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전 사용자의 정상 심박 수를 측정하고, 운동 중간에 최대
운
심박수(220 - 나이)에 근접 할 경우 즉시 운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A. 일반사항

A-8. 제품사용법

프로파일 운동 버튼

프로파일 운동
본 프로파일 운동 (Profile Workout)은 사전에 설정한 7개의 막대그래프
형태의 운동 패턴에 따라 속도가 자동 조절이 되면서 운동을 하도록 설정
된 것으로 심박수 모니터링은 필요치 않습니다.
기본 값으로 시간은 30분, 최고속도는 10Km/h, 경사도는 0으로 설정되
어 있으며 사용자의 운동목적에 따라 운동 시간, 최고 속도, 최고 경사
도를 변경할 수 있다.

Profile
Workout

1. P
 rofile Workout 앱 실행
2. Profile

번호를 P1 ~ P7번중 선택합니다.
조절 버튼

3. 최
 고속도를 입력합니다.
사전 설정된 속도는 10 Km/h입니다

4. 경
 사도를 입력합니다.
사전 설정된 경사도는 0입니다

5. 시간를 입력합니다.
사전 설정된 목표시간은 30분입니다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하려면 “START” 버튼을 터치합니다
START

6. P7번은 Customized Profile (사용자 설정 프로파일)입니다
Customized Profile 세팅 화면

아래 컨트롤바의 NEXT를 터치합니다.
NEXT

7. 적색포인트를 손가락으로 드래그하거나 +/- 버튼으로 운동강도를
조절합니다.
1에서 8까지의 단계가 적용됩니다.
운동을 시작을 하려면 “START” 버튼을 터치합니다

운동 종료 시점에서 Cool-Down ( 마무리운동 ) 단계로 전환되며, 속도 및 경
사가 감소되어 낮은 강도로 3분간 마무리 운동을 하게 됩니다.

START

이 Cool-Down 은 운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젖산 및 부산물 분비를 낮추어 주
어 운동 후 부작용을 억제하여 줍니다.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Profile 운동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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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비 및 유지보수

B-1. 관리자 모드

관 리 자 모 드
1
b

c

파라미터, CPR 관련
시스템 파라미터 조정은 공장에서 출하 전 설정한 특정 설정 값을 조
정하는 것입니다. 인가 된 전문 엔지니어만 본 시스템 파라미터 조정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터치스크린 모니터 모서리 부분 4군데를 a b c d 순서로 터치합니다.

a

d

2
2.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있는 리모컨을 이용하여 값을 변경 한 뒤 OK 버튼을 눌러 값을 저장
합니다.

3
3. 우측 상단 스패너 아이콘을 클릭하면 안드로이드 시스템환경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4. 화면 좌측 상단의 Save & Exit 버튼을 터치하여 관리자모드에서 빠져 나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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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비 및 유지보수

B-1. 관리자 모드

번 호

내

용

설

명

기본값

Function 1

Trip distance

운동 거리(km)표시.

누적값

Function 2

Total distance

총 운동 거리 표시 (표시 단위는 10km)

누적값

Function 3

Operation day

총 운동 시간 표시 (days)

누적값

Function 4

Max frequency (Hz)

20 Km/h 에서 인버터 출력 주파수 (Hz)

Function 5

Max speed

최대 속도 (km/h)

20.0

Function 6

Min speed

최저 속도 (km/h)

1.0

Function 7

Start speed

START버튼을 눌렀을 때 시작 속도 (km/h)

1.0

Function 8

Max incline (AD)

최대 경사에서 경사도 센서 값

590

Function 9

Min incline (AD)

최저 경사에서 경사도 센서 값

60

Function 10

Incline AD tolerance

경사도 센서 인식 오차범위

5

Function 11

Max Incline

최대경사도 (%)

16

Function 12

Min Incline

최저경사도 (%)

0

Function 13

Time OP mode

수동운동 제한시간 기능 설정모드
Ena : 수동운동 제한시간 기능 On
Dis : 수동운동 제한시간 기능 Off

Dis

Function 14

Time OP time

수동운동 제한시간 설정모드 ( min ) - 13번항목 Ena시

30

Function 15

Free run E stop

on : free run 형태로 모터 정지
off : 감속제어로 모터정지

off

Function 16

E stop S/D control

Sta : Emergency 버튼이 눌려 있는 동안에만 비상정지
Dyn : Emergency 버튼의 상태가 바뀌면 비상정지

Sta

Function 17

E stop A/B contact

B : Emergency 버튼 - B-type contact
A : Emergency 버튼 - A-type contact

Function 18

CPR max Speed

운동프로그램 최대속도

15.0

Function 19

CPR min Speed

운동프로그램 최저속도

3.0

Function 20

CPR start Speed

운동프로그램 시작속도

3.0

Function 21

CPR delta Speed

운동프로그램에서 감속량 (증속은 항상 1km/h)

1.0

Function 22

CPR speed control time

운동프로그램 속도조절 주기 (sec)

15

Function 23

CPR max incline

운동프로그램 최대 경사도

16

Function 24

CPR min incline

운동프로그램 최저 경사도

0

Function 25

CPR delta incline

운동프로그램 경사도 감소량 (증가는 항상 1% )

1

Function 26

CPR incline control time

운동프로그램 경사도 조절 주기 (sec)

45

Function 27

Auto stop mode

자동정지기능 동작 설정
Ena : 작동
Dis : 정지

Ena

90

B

29

Function 28

Auto stop time

자동정지 시간 설정(sec)

10

Function 29

Auto stop sensor tune

자동정지용 센서 인식 감도 조정 (값이 작을수록 민감)

100

Function 30

Language

언어

Eng

Function 31

Unit

단위계 (MKS / LBS)

MKS

B. 정비 및 유지보수

B-2. 터치스크린

인 터 넷 연 결

N

유선 인터넷 연결
프론트커버 이더넷(Ethernet) 소켓에 통신케이블(UTP Cable)을 연결합
니다.
ANTENA
IN

ETHERNET
AC IN 220V / 60Hz

F
ER

HDMI IN

R
L
AUDIO IN

VIDEO
IN

Wi-Fi (무선 인터넷) 연결

1

시스템 파라미터 화면에서 우측 상단 스패너 아이콘을 클릭하면 안드
로이드 시스템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스패너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2

2. 어플리케이션에서 '설정' 어플 실행 후 Wi-Fi를 선택합니다
3. ON 모드인지 확인하고 연결하고자하는 Wi-Fi 이름을 터치합니다.

화면 캡춰

30

4. 암호를 입력 후 연결합니다.

B. 정비 및 유지보수

B-3. TV셋팅

T V 셋 팅
채널설정
TV

1. TV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T V리모컨에서 MENU 버튼을 터치하면 패쓰워드 입력창에 비밀
번호(기본설정 : 1234)를 입력합니다. 채널설정화면이 나오면 ▶
버튼을 두번 눌러 'Chennel'로 이동한뒤 ▼버튼을 두번 눌러 'Auto
Search'로 이동한뒤 Enter를 눌러 채널을 스캔 합니다.

3. 채
 널을 스캔하는 동안 대기합니다.
채널 스캔 중 런닝머신을 조작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채널 검색이 끝날
때가지 기다려 주십시오.

4. 채
 널 스캔이 종료되면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화면 캡춰

외부 VIDEO 시청
1. 컴포지트 단자에 DVD output을 연결하거나 HDMI 단자에 HDMI
output을 연결합니다.

ON

ANTENA
IN
ETHERNET
OFF
POWER

AC IN 200~240V
/ 50~60Hz

HDMI IN

R
L
AUDIO IN

VIDEO
IN

2. 리
 모컨의 Source 버튼을 눌러 AV 또는 HDMI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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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부품 교환

부 품 교 환
데크, 롤러, 런닝벨트 교환
런닝벨트는 마찰에 의해 마모 및 파손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크의 오일 상태를 자주 확인하여 주시고, 항시 오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십시오. 런닝데크와 런닝벨트가 파손 되거나, 심하게 마모되었다면 부품을 아래 방법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STEP 1 : 런닝머신의 전원을 끕니다.

STEP 2 : 모터커버를 분리합니다.

STEP 3 : dust cover를 분리합니다.

STEP 4 : End-cover를 분리합니다.

STEP 5 : Non-slip(발판)을 분리합니다.

STEP 6 : 플라스틱 발판밑에 있는 발판 고정볼트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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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부품 교환

STEP 7 : 뒷롤러 볼트를 완전히 풀어줍니다.

STEP 8 : 뒷롤러를 분리합니다.

STEP 9 : Motor Belt-pulley와 앞롤러를 분리합니다.

STEP 10 : 벨트와 데크를 뒤로 밀처 분리를 합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B-5. 오일주유

오 일 주 유 (Silicon oil 100cs)

주의

오 일 주 유 시 벨트를 1km/h 속도록 동작시키면서 주입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으로 동작시 오일이 벨트위로 올라올수 있습니다.
런닝벨트의 오일 부족은 제품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다른 종류의 오일 및 윤활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 런닝 머신을 1km/h 속도로 동작시킨 후 뒤쪽 앤드커버 좌측의
오일주유구에 오일 주입기의 호스를 삽입하여 주유하시고 일회
주입시 50ml(오일주입기 눈금 참조)를 주입합니다.
2 : 오일주유가 완료된 후 4km/h 속도로 10분 이상 동작시켜 오일
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런닝 벨트를 회전시켜 주십시오.
오일 주유 시기
·평균 1개월간격으로 오일주입이 필요하며,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필요시 오일을 주입합
니다.
·출발시 벨트가 부드럽지 않거나 구동 중간에 벨트가 부드럽지 않고 마찰력이 느껴질때 오
일을 주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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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정비 및 목표 일정

일 정 별 정 비 목 록 표
점검시 전원 스위치로 OFF후에 점검하며 필요시 전원 ON을 할 경우는 전원 스위치 OFF후
1분이 경과한 다음 스위치를 ON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주요점검사항

점검 위치 및 방법

조치사항

일일 주간 월간

이물질(땀,먼지,기름)외관

육안검사
(계기판,조작부,손잡이,모터카바,발판)

1. 젖은 천으로 청소
2. 마른 천으로 청소

이물질 내관(먼지,이물질)

육안검사
(구동부,모터카바내부)

1. 전원 스위치 OFF
2. 청소기로 먼지제거
(인버터의 경우 팬 먼지 제거)

전원코드

육안검사 전원코드 연결위치
(플러그,케이블외관,소켓)

1. 케이블 불량의 경우 전원코드 교체
2. 플러그, 소켓 장착.

O

런닝벨트 장력 및 쏠림

런닝벨트 장력 및 좌/우 쏠림상태

1. 런닝머신 10Km구동
2. 육각T렌치로 조정
(매뉴얼 제품조립 및 설치 부분 참조)

O

수평확인

런닝머신 뒤쪽 수평 상태 확인 (흔들림 검사)

레벨패드 볼트 조정 (상/하)

폴리V벨트장력 (누름확인)

모터텐션볼트 조정

폴리V벨트 내부면 이물질 (기름포함)

이물질제거 또는 AS 신청

데크와 벨트 간 마찰상태 점검 및
벨트 안쪽 표면 상태 점검

1. 런닝머신 1Km구동
2. 오일주입(매뉴얼 제품조립 및 설치 부분 참조)

폴리V벨트
오일주유(일반 데크)
오일주유(무급유 데크)

엑추에이터 윤활유 점검(경 엑추에이터의 인크라인 기어 (스크루)의
사기능 모델인 경우)
윤활유(그리스) 유무상태

O
O

O
O
O

1. 경사 16% 구동
2. 인크라인 기어에 그리스(GREASE)를 발라줌

O
O

B-6. 인버터 에러메세지 및 조치

인버터 에러메세지 및 조치
제품 사용 중 아래 메시지가 표시되며 Clean Error로 표시되었을 시 무리하여 조작하지 마시고 조치 요령에 따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콘트롤판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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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원인

E009

통신에러

인버터와 콘솔간의 통신에러

E005
E003
E004
E002

저전압 유입
과전압 유입
인버터/모터 과열
인버터 과전류 에러

부적절한 전원 유입 연결
부적절한 전원 유입 연결
과열방지 팬 이상
모터에 과전류

조치요령
인버터와 콘솔간의 케이블 확인
전면부 전원 단자 부분의 연결 확인
전원 전압 및 연결 상태 확인
입력 전압 확인
팬 주변 청소 또는 팬 교환
런닝 벨트상의 윤활유 확인

B. 정비 및 유지보수

B-6. 고장진단

고 장 진 단
정기적인 유지보수는 HERA-9000 Android의 수명을 연장시켜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증상

확인사항

조치사항
차단기를 올려 주십시오. 만일 차단기가 다시 내려간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배전반 차단기가 내려갔을 경우
제품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1)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런닝머신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2) 제품 요구전압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
3) 차단기에서 공급하는 전류가 사용중인 런닝머신이 요구하는 전류의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
2), 3)번은 전기설치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전원코드가 빠져 있을 경우

코드를 전원 플러그에 꽉 꽂아 주십시오.

콘트롤 PCB의 전원 공급문제

1) 콘트롤 ASS’Y 내부 커넥터들이 제대로 삽입 되어 있는지 확인
2) 전원케이블 상태를 확인

인클라인을 작동 시켰을 때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인클라인 기어(스크류)에
그리스가 부족

그리스를 주입

벨트 회전 시 롤러쪽에
소음이 발생 할 경우

롤러의 볼베어링 파손

롤러 교환

벨트 1회전당 소음이
앞과 뒤에서 발생 할 경우

새제품의 경우 벨트가 아직
제품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가능

시간이 지나면 소음이 사라짐

프레임의 뒤쪽 하부에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

레벨 패드의 로크너트가
풀렸을 경우

로크너트를 조여준다

전원 케이블 접촉불량 및 단선

모터 전원 케이블 단선및 체결상태 확인
각콘넥터 전기적 체결상태 점검 및 교환

인버터 세팅 불량

인버터 재세팅

인버터와 모터 케이블
접촉 불량 및 단선

1) 모터케이블 연결상태 확인
2) 모터케이블 교환

볼륨

볼륨 교환

UTP 통신케이블
접촉불량 및 단선

1) UTP 통신케이블이 커넥터에서 빠져 있는지 확인
2) UTP 통신케이블 교환

인클라인 모터 케이블
접촉 불량 및 단선

1) 인클라인 모터케이블 연결상태 확인
2) 인클라인 모터케이블 교환

전원은 들어왔으나 인클라인이 작
동하지 않을 경우

인클라인 모터 전원공급불량

인클라인의 전원 공급선 연결확인

인클라인 모터 불량

인클라인 모터 교환

메인 모터 구동소리는 들리나
벨트가 돌아가지 않을 경우

모터벨트 장력이 느슨한 경우

모터벨트 장력조절

모터벨트 파손

모터벨트 교환

모터벨트 장력이 느슨한 경우

모터벨트 장력 조절

런닝벨트가 늘어난 경우

런닝벨트 장력 조절

오일 주유 불량

오일 주유

런닝벨트 파손 및 불량

런닝벨트 교환

전원은 들어 왔으나 모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원은 들어왔으나 인클라인이 작
동하지 않을 경우

런닝 벨트 슬립 현상
사용 시 런닝벨트에서 소음과
발열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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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제품 보증사항

고객의 권리
고객께서는 제품사용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구입일로 부터 2년 동안 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고객 과실 및 천재지변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무상서비스 기간 내에도 유상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상 서비스에 대한 책임(고객의 비용 부담)
서비스 신청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상서비스 기간내라도 유상 처리됩니다.
1.제품내에 이물질을 투입(물, 음료수, 커피, 장난감 등)으로 인한 고장
2.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거나 떨어뜨려 제품 파손 및 기능상의 고장
3.신나, 벤젠 등 유기 용제에 의하여 외관 손상 및 변형이 된 경우
4.㈜헬스원 정품이 아닌 부품 또는 소모품을 사용, 제품 고장이 발생 할 경우
5.과도한 전압을 인가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 하였을 경우
6.고객이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여 부속품이 분실 되었거나 파손 되었을 경우
7.㈜헬스원 서비스센타의 수리기사가 아닌 사람이 제품을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 하였을 경우
8.천재지변(낙뢰, 화재, 풍수해, 가스, 염해, 지진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 하였을 경우
9.㈜헬스원 제품 사용설명서내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10.기타 고객 과실에 의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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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ㅣ

객

제 품 종 류 헬스클럽용 런닝머신
판 매 일

절취선

고

ㅣ

카

·주소 :
·전화번호 :

재

란 ·e-mail :

대

리

점 ·상 호 :

드

모 델 명 HERA-9000 Android

객 ·성명 :

기

ㅣ

·주소

·전화번호

고객카드는 전문점에서 고객관리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 상기 내용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활용됩니다.

특기사항

절취선

제ㅣ 품ㅣ 보ㅣ 증ㅣ 서
제 품 종 류 헬스클럽용 런닝머신
구 입 일

절취선

고

모 델 명 HERA-9000 Android

객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기

재

란 ·e-mail :

대

리

점 ·상 호 :

·주소

·전화번호

· 수리를 의뢰할 때는 구입일자가 기재된 본보증서를 제시해야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무상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일자를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남로 132
Tel : 031) 949-8010(代), Fax : 031) 949-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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