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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읽으시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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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식자전거

나. 좌식자전거

HUB-700T
HD TV 내장

HUB-700S
FND 디스플레이

1.자전거 제품사양

사 양

모델 디스플레이 전원 크기 무게
사용자

허용중량
운동강도 운동프로그램 심박측정 옵션

HUB-700T ·15인치 HD TV
·OSD기능 110~220V 1230x640x1493

(W x D x H x mm)

75.9kg
180kg 1~20

유산소 프로그램(3)
프로파일(6)

타겟 프로그램(3)
접촉식

·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

72.9kgHUB-700S FND 자가발전 -

사 양

모델 디스플레이 전원 크기 무게
사용자

허용중량
운동강도 운동프로그램 심박측정 옵션

HRB-700T ·15인치 HD TV
·OSD기능 110~220V 1577x666x1385

(W x D x H x mm)
92.5kg

180kg 1~20
유산소 프로그램(3)

프로파일(6)
타겟 프로그램(3)

접촉식

·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
·스마트링크

HRB-700S FND 자가발전 89.5kg -

HRB-700T
HD TV 내장

HRB-700S
FND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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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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고 주 의금 지

표시 사항을 위반할 시 고장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 사용설명서에 기술 되지 않은 방법으로 
제품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실외나 물가, 먼지나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지 마
십시오. 또한 두꺼운 카펫 위에 설치하면 제품에 무
리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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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물에 젖거나 물이나 음료수가 제품 속으로 
들어갔을 경우 사용을 멈추시고 바로 AS 센터로 연
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십시오. 

전원코드나 플러그는 화기(열)로 부터  
멀리 해 주십시오. (LCD모델 적용)

자격을 가진 수리기술자 외의 사람은 임의의 수리
나 개조를 금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마십시오.
(LCD모델 적용)  
-  누전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의 우려가 있으며 차단기가 
떨어져 운동 중 작동중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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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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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사용 후, 청소 전, 그리고 이 사용설명서에 

명시 된 유지 보수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

를 뽑아주십시오. (LCD모델에 적용)

- 누전시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콘솔부와 안장등에 발을 딛고 올라서는 경우, 제품 

손상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 전에 제품이 완전하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제조자가 권고하지 않은 부착물은 절대로 

제품에 부착하지 마십시오.

-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AC100~240V, 50/60HZ용으로 제작 되었

으며 접지된 콘센트에 꽂아야 합니다.  

(LCD모델에 적용)

–  고장 또는 누전시 감전의 위험을 감소 시킵니다. 

경 고

2.제품사용 안전수칙

4



3.사용자 안전수칙

제품의 사용 후 또는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는 경
우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OFF 위치로 하신 다
음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운동 도중 넘어져 물체와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 하십시오. - 뒤쪽 1M, 좌우
측 0.5M 이상 확보

T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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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LV

EN
T 청소할 때는 솔벤트,왁스, 신나등 유기세제는 사용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으십시오 

심박 측정 센서는 의료기기가 아니며 사용 환경에 
따라 그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측정된 수치는 단지 운동 프로그램에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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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사항을 위반할 시 고장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LEVEL
운동강도의 급격한 증/감 조절은 삼가하십시오.  
-  특히 급출발은 신체와 제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운동 중 페달이나 크랭크축등 구동부분에 발이나 
옷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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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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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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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운동능력에 맞는 강도에서 운동 하시고,  
절대 무리한 운동을 삼가 하십시오. 

운동하기에 적합한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 하십시오.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의사나 운동전문가 
(트레이너)와 상담 하십시오. 특히 고혈압, 심장병 
등 질환, 질병이 있는 분이나 35세 이상의 연령자
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 의

1m

안전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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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평탄하고 견고한지 확인하세요.  

자전거의 설치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진동과 소음의 원인이 되며, 운동 중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 습기나 먼지가 적은 실내인지 확인하세요. 

습기나 먼지는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위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세요.  

제품의 전방부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설치하여 전원스위치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뒤쪽에는 최소 1m, 좌우로는 0.5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후 제품을 설치하여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설치 위치에는 전원 공급 아답터와 연결할 수 있도록 1.5m 이내에 전원콘센트가 설비되어 있어야 하며, 

2m 이상의 안테나케이블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원케이블의 길이가 1.8m이므로 

무리하게 당겨지지 않도록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LCD모델 한함)

· 반드시 규격화된 플러그와 콘센트를 사용하시고 접지가 되어있는 곳에  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하세요. (LCD모델 한함)

·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인 2명 이상이 함께 운반하여 허리부상 혹은 안전 사고에 특히 조심하여 주십시오.  

( 플라스틱 사출물 또는 페달부분은 회전 및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재 부분을 이용)  

헬스원의 헬스용 자전거는 헬스클럽용 고급 헬스기구로서 조용하고, 부드럽고,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뛰어난 
디자인과 함께 디지털 TV 모니터를 내장함으로써 운동 중 지루함 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 된 최적형 헬스용 자전거입니다. 

제품특징

· 모방할 수 없는 감성적 디자인 (GOOD DESIGN상 수상)

· 15인치 HD TV내장 (HUB-700T, HRB-700T기종)

· 소프트터치방식의 컨트롤 보드

· 편리한 조작 및 다양한 기능

· 부드러운 구동

· 흔들림 없는 견고한 프레임

· 높은 내구성의 베어링

4.제품소개

5.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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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700T/700S

콘솔 & 핸들 본체부 프론트 커버

7

6.입식자전거 제품구성



Q
R

S

제품 명칭 

A 디스플레이

B 컨트롤 보드

C 잭하우징 (LCD모델 적용)

D 손잡이

E 심박측정 그립

F 핸드폰 거치대

G 포스트

H 물통 거치대

I 프론트 커버

J 리어 커버

K 크랭크

L 페달

M 안장

N 안장조절레버

O 프론트 발판커버

P 리어 발판커버

Q 수평조절나사

R 이동용 바퀴

S 전원연결부 (LCD모델 적용)

A

B

C

D D

E

E

E

E

F

G

H

I
JK

O P

Q

R

L

M

N

7.입식자전거 제품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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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사용 볼트 및 공구

5mm 엘-렌치

M8 X 20 육각접시머리 랜치볼트

M8 X 60 육각접시머리 랜치볼트

A

사용 볼트 및 공구

A.  5mm 엘-렌치

B. M8 X 20 육각접시머리 랜치볼트 총 4개

C. M8 X 60 육각접시머리 랜치볼트 총 4개

처음 제품의 포장박스를 풀고 조립 할 때 순서에 따라 조립 및 설치하여 주십시오.

주 의

·정격전압에 전원을 연결하십시오.(LCD모델 제품만 해당함) 
·평평한 바닥에 입식자전거를 설치하시고 고르지 못한 바닥은 피하십시오. 
·설치 시 LCD적용 입식자전거는 접지가 된 콘센트에 꽂아야 합니다. 
·작동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이물질을 제거 하십시오. 

가. 콘솔 연결 방법

2

주의 :  콘솔 연결시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볼트를 너트
(홀)에 먼저 삽입하여 위치를 잡고 단단히 조여 주십시오.  
느슨하면 소음 발생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조립시 손가락 끼
임 등 부상에 주의 하여 주십시오.

8.입식자전거 제품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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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케이블을 본체에 밀어 넣으며  
본체 기둥 결합부에 끼운다.

2.  콘솔을 끼운 후 육각접시머리렌치볼트로 
꽉조여 콘솔을 고정한다.

1

C

B

B



2

3

4

입식자전거 제품설치

1.  콘솔기둥에서 빼낸 케이블을  
본체 케이블과 연결한다.  

A:통신케이블    

B:안테나 케이블(LCD모델)  

C:AV케이블(LCD모델)  

D:전원케이블(LCD모델)  

2.  좌^우 프론트 커버를 결합한다.

3.  결합된 프론트 커버에  
냄비머리 나사로 고정한다.

4.  물통 거치대를 기둥 중앙 부분의  
위치에 슬라이드 형식으로 결합한다.

사용 볼트 및 공구

A.  십자 스크류드라이버 

B. M5 X 10 냄비머리 스크류 나사 5개B. M5 X 10 냄비머리 스크류 나사

사용 볼트 및 공구

A. 십자 스크류드라이버

주의 :  프론트 커버 결합시 케이블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0

A

B

C

D

1

나. 케이블 연결 및 프론트 커버, 물통 거치대 조립방법



HRB-700T/700S

콘솔 & 핸들 기둥덮개 본체부

9.좌식자전거 제품구성

11



10.좌식자전거 제품명칭

12

제품 명칭 

A 디스플레이

B 컨트롤 보드

C 잭하우징(LCD모델 적용)

D 전방손잡이

E 심박측정 그립

F 핸드폰 거치대

G 포스트

H 물통 거치대

I 프론트 커버

J 리어 커버

K 크랭크

L 페달

M 등받이

N 안장

O 안장손잡이

P 좌석조절레버

Q 프론트 발판커버

R 리어 발판커버

S 수평조절나사

T 이동용 바퀴

U 전원연결부 (LCD모델 적용)

A

B

C

D DE E
F

G

H

I
J

R Q

K

O

P

L

M

N

S

S
T

T

U



1

2.  프론트 커버를 뒤로(좌석쪽)  
밀어가며 분리한다.

1.  프론트 커버의 모서리에 있는 볼트 6개를  
십자스크류드라이버를 이용해 풀어준다.

2

11.좌식자전거 제품설치

13

처음 제품의 포장박스를 풀고 조립 할 때 순서에 따라 조립 및 설치하여 주십시오.

주 의

·정격전압에 전원을 연결하십시오.(LCD모델 제품만 해당함) 
·평평한 바닥에 좌식자전거를 설치하시고 고르지 못한 바닥은 피하십시오. 
·설치 시 LCD적용 좌식자전거는 접지가 된 콘센트에 꽂아야 합니다. 
·작동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이물질을 제거 하십시오. 

가. 프론트 커버 분해 방법

주의 :  프론트 커버 분해시 페달에 주의하며 분해한다.

사용 볼트 및 공구

A.  십자 스크류드라이버 

B. M5 X 10 냄비머리 스크류 나사 6개

사용 볼트 및 공구

B. M5 X 10 냄비머리 스크류 나사A. 십자 스크류드라이버



1

좌식자전거 제품설치

2

3

4

1.   기둥덮개를 프론트 커버에 맞게 조립한다.

2.  콘솔기둥에 기둥덮개를 끼우고 본체와 연결한다.

3. 프론트 커버를 분리 역순으로 조립한다.

4.  물통 거치대를 기둥 중앙 부분의 위치에  
슬라이드 형식으로 결합한다.

14

사용 볼트 및 공구

A.  십자 스크류드라이버 

B. M5 X 10 냄비머리 스크류 나사 6개

사용 볼트 및 공구

주의 :  프론트 커버를 조립시 페달에 주의하며, 기둥덮개를 프론트 커
버와 잘 맞도록 조립한다.

B. M5 X 10 냄비머리 스크류 나사A. 십자 스크류드라이버

나. 콘솔 조립 방법



15인치 HD TV내장형은 4가지 화면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Select program or start

A : 운동정보

C : TV화면시 운동정보 표시

B : TV & 운동정보

D : TV화면시 운동정보 미표시

WATT

W

와트 표시창 순간적인 사용자의 운동강도를 표시합니다.

Kcal

칼로리 표시창 소모된 누적 에너지량을 표시합니다.

Km

DISTANCE
거리 표시창 이동한 거리를 표시합니다.

PULSE

BPM

심박수 표시창 사용자의 심박수를 표시합니다.

RPM
RPM표시창 페달의 분당 회전수를 표시합니다.

min

TIME
시간 표시창

운동시간을 초와 분단위로 표시합니다. 최소1초, 최대 99분 59초까지 표시합니
다.
목표운동시에는 시간이 역으로 진행됩니다.

LEVEL
LEVEL표시창 운동강도를 표시합니다.

Select program or start 메시지 표시창 전달메시지를 표시합니다.

TV컨트롤 표시 창
현재 화면 음량과 TV 채널을 표시하며 DVD, TV, SMART LINK(옵션) 중  
현재 시청하는 화면을 표시합니다.

운동목표  
경과 시간 표시창

수동 운동시에는 표시창 한칸당 약 9.15M의 이동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운동시에는 설정 된 운동목표의 달성율을 표시 합니다.

12.TV내장 모델 콘솔

15

PULSE

가. 구성 및 기능



시작버튼 운동을 시작합니다.

정지버튼 작동이 정지 됩니다.

일시정지버튼 작동이 일시 정지 됩니다.

+/-버튼
운동강도를 조절하여 줍니다. 최대운동강도는 20이며 최소운동강도는 1입니다.
정지중인 경우 수동운동을 시작합니다.

타겟 목표운동 운동프로그램 버튼입니다.

프로그램 심박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운동프로그램 버튼입니다.

프로파일 정해진 패턴으로 운동하는 버튼입니다.

운동 정보 화면 운동 정보만을 화면에 표시하는 버튼입니다.

TV와 운동정보 TV화면과 운동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버튼입니다.

TV화면
TV화면만 화면에 표시하는 버튼입니다.
TV화면모드에서 버튼을 누를때 마다 운동정보 표시가 화면위로 ON/OFF 됩니다. 

모드버튼
TV, DVD, SMART모드를 전환하는 버튼입니다.
주의 : DVD, SMART모드시 TV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 설정/입력을 완료 확인하는 버튼 입니다.

TV 볼륨 / 채널 TV의 볼륨과 채널을 조정하는 버튼입니다.

잭하우징

A.  USB포트 : 블루투스 헤드셋의 충전시 사용합니다.

B. 이어폰 잭 : TV음성을 청취할 수 있는 이어폰 잭입니다.

C.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 선택사양으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기능을 
탑재하였을 경우 블루투스 헤드셋과 페어링시에 사용합니다.

16

A B B C

나.  컨트롤보드
TV내장 모델 콘솔



1.  TV설정 모드로 진입 합니다. 
TV모드로 설정 후 TV 전체 화면 변경,  

채널 상/하 버튼을 동시에 4초간 누르고 있으면  

TV설정 모드로 진입 합니다.

3.  Auto Search Start로 이동 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Auto Search Start로 이동합니다.

4.  서치를 시작 합니다. 
"ENTER"을 이용하여 Auto Serch를 시작합니다.

5.  서치를 완료 합니다. 
Auto Serch가 완료되면 전원을 끄고 다시 켭니다.

2.  Auto Tuning으로 이동 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Auto Tuning로 이동합니다. 

17

2

3

4

다. 사용방법

다.  TV 채널 설정

1



1

2

3

4

1.  전원을 켭니다 

제품본체의 전면커버에 위치한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4.  운동을 마치려면 STOP 버튼을 누릅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표시 창에 “Workout Resume  

(운동결과)”이 30초간 표시 됩니다.  

STOP 버튼을 다시 누르면 사라집니다.

2.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START 버튼을 누르면 최초 레벨 1의 강도로 시작됩니다.

3.  +/_버튼으로 운동강도를 조절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에 맞게 운동강도를 조절하십시오.

전원스위치

시작 버튼

조절 버튼

정지 버튼

18

라. 사용법
1). 기본(Manual)작동법 

TV내장 모델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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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운동 운동프로그램 버튼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보드의  운동 목표 버튼을 눌러  

운동 목표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운동목표를 선택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운동 목표(TIME, DISTANCE, CALORIES)를 선택

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3.  목표 값을 설정합니다. 

+/- 버튼을 이용 목표값을 설정합니다. 

기본설정값 : 시간 30분, 칼로리 100, 거리 10km

4.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START 버튼을 눌러 운동을 시작합니다

목표운동

운동목표

목표값

시작 버튼

1

2

3

4

2). 목표 운동 

다.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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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박측정 프로그램운동 버튼 선택  
심박수를 읽지 못할 경우 메시지 표시 창에는 “Check HR belt”  

 문구가 표시 되며, 더 이상의 데이터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운동1

2.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버튼을 이용 심폐강화운동(CARDIO),  

지방연소운동(FAT BURN), 목표심박수운동(HR GOAL)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운동프로그램2

3.  운동목표를 선택합니다. 
+/- 버튼을 이용 운동목표를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운동목표3

4.  운동목표 설정 및 나이를 설정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희망운동 목표(시간, 칼로리, 거리)를 설정하고 

“ENTER” 버튼을 누르고 사용자의 나이를 +/-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합니다.

목표값4

5.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START 버튼을 눌러 운동을 시작합니다
시작 버튼5

3). 심박측정 프로그램운동

다. 사용방법

심박측정 프로그램운동은 사용자의 심박수 변화에 맞추어 심폐기능강화, 지방연소운동, 목표심박운동을 가능토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박측정 운동 중에는 사용자의 심박수에 따라 자전거의 레벨이 자동 조절이 됩니다.
이 운동은 심박 측정이 가능해야만 작동 됩니다.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1.  “PROFILE” 버튼을 선택.

3.  시간을 설정 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운동시간을 설정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4.  Max.LEVEL을 설정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Max. LEVEL을 설정하고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2.  Profile 번호를 선택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파일운동

프로파일

목표값

시작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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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4). 프로파일 운동

다. 사용방법

본 프로파일 운동 (Profile Workout)은 사전에 설정한 6개의 막대그래프 형태의 운동 패턴에 따라 레벨이 자동 조절이 되면서 운동을 하도록 
설정 된 것으로 심박수 모니터링은 필요치 않습니다.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와트 표시창 순간적인 사용자의 운동강도를 표시합니다.

칼로리 표시창 소모된 누적 에너지량을 표시합니다.

거리 표시창 이동한 거리를 표시합니다.

심박수 표시창 사용자의 심박수를 표시합니다.

RPM표시창 페달의 분당 회전수를 표시합니다.

시간 표시창
운동시간을 초와 분단위로 표시합니다. 최소1초, 최대 99분 59초까지 표시합니
다.
목표운동시에는 시간이 역으로 진행됩니다.

LEVEL표시창 운동강도를 표시합니다.

메시지 표시창 전달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운동목표  
경과 시간 표시창

수동 운동시에 표시창 가로점멸 한칸당 100m 이동을 의미하며 세로점멸은 운동강도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운동시에는 설정 된 운동목표의 달성율을 표시 합니다.

13.FND 디스플레이 모델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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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 및 기능



시작버튼 운동을 시작합니다.

정지버튼 작동이 정지 됩니다.

일시정지버튼 작동이 일시 정지 됩니다.

+/-버튼
운동강도를 조절하여 줍니다. 최대운동강도는 20이며 최소운동강도는 1입니다.
정지중인 경우 수동운동을 시작합니다.

심폐기능 운동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운동 프로그램 버튼 입니다.

지방연소 운동 지방연소를 돕는 운동프로그램 버튼입니다.

심박목표 운동 심박목표를 설정하여 운동하는 버튼입니다.

프로파일 운동 정해진 패턴으로 운동하는 버튼입니다.

시간목표 운동 운동시간을 설정하여 운동하는 버튼입니다.

칼로리목표 운동 칼로리 소모량을 설정하여 운동하는 버튼입니다.

거리목표 운동 거리를 설정하여 운동하는 버튼입니다.

확인 입력을 완료 확인하는 버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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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컨트롤보드
FND 디스플레이 모델 콘솔



1

2

3

1.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START 버튼을 누르면 최초 레벨 1의 강도로 시작됩니다.

2.   -/+버튼으로 운동강도를 조절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에 맞게 운동강도를 조절하십시오.

3. 운동을 마치려면 STOP 버튼을 누릅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표시 창에 “Workout Resume  

(운동결과)”이 30초간 표시 됩니다. 

24

다. 사용법
1).  기본(Manual)작동법  

FND타입은 자가발전으로 구동되어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FND 디스플레이 모델 콘솔



1.  심폐강화운동버튼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보드의  CARDIO버튼을 누릅니다.

3.  운동 목표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보드의 우측 메뉴 중  

운동 목표(TIME, DISTANCE, CALORIES)를 선택합니다. 

4.  목표 값을 설정합니다. 

+/- 버튼을 이용 목표값을 설정합니다. 

기본설정값 : 시간 30분, 칼로리 100, 거리 10km

심폐강화운동

나이입력

운동목표

목표값

시작 버튼

2.  나이를 입력 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5.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START 버튼을 눌러 운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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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D 디스플레이 모델 콘솔

2). 심폐강화(CARDIO) 운동
최적의 심혈관 능력 개선을 위해 사용자 최대 심박수의 75%에서 운동이 되도록 설정 되었습니다.
운동중에는 사용자의 심박수에 따라 운동강도가 자동 조절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심박이 측정되어야 작동합니다.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1.  지방연소운동 버튼을 누릅니다. 

컨트롤 보드의  “FAT BURN”버튼을 누릅니다.

3.  운동 목표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보드의 우측 메뉴 중  

운동 목표(TIME, DISTANCE, CALORIES)를 선택합니다. 

4.  목표 값을 설정합니다. 

+/- 버튼을 이용 목표값을 설정합니다. 

기본설정값 : 시간 30분, 칼로리 100, 거리 10km

2.  나이를 입력 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5.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START 버튼을 눌러 운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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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버튼5

목표값4

운동목표3

나이입력2

지방연소운동1

FND 디스플레이 모델 콘솔

3). 지방연소(FAT BURN) 운동
체내 지방연소 최적의 심박수인 사용자 최대심박수(220-나이)의 65%에서 운동이 되도록 설정 되었습니다.
운동중에는 사용자의 심박수에 따라 운동강도가 자동 조절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심박이 측정되어야 작동합니다.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3.  운동 목표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보드의 우측 메뉴 중 운동 목표 

(TIME, DISTANCE, CALORIES)를 선택합니다. 

4.  목표 값을 설정합니다. 

+/- 버튼을 이용 목표값을 설정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설정값 : 시간 30분, 칼로리 100, 거리 10km

5.  목표 심박수 값을 설정합니다. 

+/- 버튼을 이용 목표값을 설정합니다. 

최초설정 심박수 : 142, 최소 심박수 : 96, 최대 심박수 : 181

2.  나이를 입력 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1.  목표심박운동 버튼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보드의  “HR GOAL”버튼을 누릅니다.

6.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START 버튼을 눌러 운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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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심박수운동1

나이입력2

운동목표3

목표값4

목표값5

시작 버튼6

FND 디스플레이 모델 콘솔

4). 목표심박수(HR GOAL) 운동
사용자가 심박 목표를 설정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심박 목표설정을 방지하도록 95%까지만 설정됩니다.
운동중에는 사용자의 심박수에 따라 운동강도가 자동 조절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심박이 측정되어야 작동합니다.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4

3.  시간을 설정 합니다. 
+/- 버튼을 이용 운동시간을 설정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4.  Max.LEVEL를 설정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Max. LEVEL을 설정합니다.

2.  Profile 번호를 선택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희망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1.  “PROFILE” 버튼을 선택.

6.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START 버튼을 눌러 운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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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운동1

프로파일2

목표값

목표값

3

시작 버튼5

FND 디스플레이 모델 콘솔

5). 프로파일 운동
본 프로파일 운동 (Profile Workout)은 사전에 설정한 6개의 막대그래프 형태의 운동 패턴에 따라 레벨이 자동 조절이 되면서 운동을 하도록 
설정 된 것으로 심박수 모니터링은 필요치 않습니다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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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운동 버튼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보드의  운동목표버튼 TIME, CALORIES,  

DISTANCE중 하나의 버튼을 누릅니다.

2.  목표값을 설정 합니다. 

+/- 버튼을 이용 목표 목표값을 설정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3.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START 버튼을 눌러 운동을 시작합니다

목표운동

목표값

시작 버튼

1

2

3

FND 디스플레이 모델 콘솔

6). 목표 운동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칼로리 목표 운동

운동 목표

메뉴

G.칼로리 목표 운동

1.  칼로리 목표 운동 버튼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보드의  “CALORIES”버튼을 누릅니다.

2.  소모할 칼로리를 설정 합니다. 

+/- 버튼을 이용 소모할 목표 칼로리를 설정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

다.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3.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START 버튼을 눌러 운동을 시작합니다

FND콘솔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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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목표 운동

운동 목표

메뉴

H.거리 목표 운동

1.  거리 목표 운동 버튼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보드의  “DISTANCE”버튼을 누릅니다.

2.  운동거리를 설정 합니다. 

+/- 버튼을 이용 운동거리를 설정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운동이 종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운동 결과를 30초간 보여줍니다. 

3.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START 버튼을 눌러 운동을 시작합니다

FND콘솔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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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권리

고객께서는 제품사용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구입일로 부터 계약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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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10.기타 고객 과실에 의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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