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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ing / 充电 / 充電 / 충전하기

Attach a Gel Sheet / 粘贴啫喱贴 / 黏貼軟膠貼 / 젤 시트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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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Muscle Stimulator
Abs Fit 2: SP-AF2212F-R IF-AF2212F-R
Body Fit 2: SP-BF2213F-R IF-BF2213F-R

Film (Orange)
薄膜（橙色）
保護膠貼（橙色）
필름 ( 오렌지색 )

Control unit / 控制部 / 控制器 / 컨트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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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Manual <Training> / 使用说明书〈锻炼〉/ 使用說明書〈鍛鍊〉/ 사용설명서 < 트레이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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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of the Main Unit>
〈主体背面〉
〈本體背面〉
< 본체 뒤쪽 >

<Back of the Main Unit>
〈主体背面〉
〈本體背面〉
< 본체 뒤쪽 >

使用前，请仔细阅读本书和“使用说明书〈序章〉”，正确使用本产品。
阅读完毕后，请将其与保修书一同存放在便于随时取阅的地方，妥善保管。
使用前請詳閱本說明書與「使用說明書〈開始使用前〉」，正確地使用本產品。
熟讀內容後請和保證書一同妥善保管。
EN,SC,T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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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xpad.jp/wmanu/index.html
The contents of the instruction manual may also be found on our website: (For “Troubleshooting”, refer to the on-line instruction manual.)
在网站上也可以浏览使用说明书的内容。（有关“故障排除”，请参阅网页版使用说明书。）
可在網站上瀏覽使用說明書的內容。（請上網瀏覽「修理故障」的使用說明。）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장이 의심되면’ 은 웹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 Before using the SIXPAD official app, make sure to read SIXPAD official app guide included in the package.
※ 开始使用 SIXPAD 官方 APP 之前，请务必参阅随附的 SIXPAD 官方 APP 介绍说明。
※ 使用 SIXPAD 官方應用程式前，請參閱隨附的 SIXPAD 官方應用程式介紹資料。
※ SIXPAD 공식 앱을 사용하기 전에 동봉된 SIXPAD 공식 앱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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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言
關於使用目的
・本產品用於透過電流來鍛鍊肌肉。請勿使用於其他用途。（這不是醫療儀器）。
・本產品為室內專用。

本產品為可理解本說明書內容並安全使用的用家而設的。不熟悉使用方式者或孩童，以及無法依照本說明書使用者，請勿使用
本產品。

• The purpose of this product is to train your muscles via electrical stimulation. Do not use this product for any other purposes. (This product is not a medical device.)
• This product is for indoor use.

• 每充滿電 1 次，約可使用 30 次（當強度為 8、室溫為 20 度時）。
- 使用次數因強度而不同。
- 在低溫環境下，使用次數會減少。
• 充電過程中，本產品和專用 AC 適配器可能會變熱，這並非故障。惟充電過程中本產品和專用 AC 適配器異常過熱時，請停止充電並等待溫度下降，再重新充電。
• 充電過程中，LED 燈閃起紅燈時，表示發生充電錯誤。若發生多次充電錯誤，有可能是內置充電電池有問題。這種情況下，向當地代理或進口商客服中心查詢。
• 請在溫度 15~35℃的環境中充電。由於內置充電電池的特性，在低溫和高溫時可能會降低電池的性能。
• 充電過程中如果收音機等產生雜音，請在不同的插座進行充電。
• 本產品在充電過程中無法開啟電源。

This product is designed for users who can understand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and who can use this product safely.
Persons who are not familiar with how to handle this product, and children who cannot handle this product by following
this document, must not use this product.
This product is powered by the built-in rechargeable battery. Charge the product before using it for the first time.
Charging takes approximately 5 hours.
• Once fully charged, you can train for about 30 times (when running at Level 8, room temperature 20˚C).
- The number of uses depends on the levels.
- The number of uses is smaller in a low-temperature environment.
• The main unit and AC adapter may become warm while charging. It is not a malfunction. However, if abnormal heat is generated from the main unit or AC adapter
while charging, wait until it cools down and try charging again.
• If the LED blinks in red while charging, it shows a charging error. If charging errors occur repeatedly, the built-in rechargeable battery may have problems. In this
case, please contact the customer service of MTG Co., Ltd.
• Charge in a location with a temperature of 15 to 35˚C. Battery performance may deteriorate at lower or higher temperatures due to the nature of the rechargeable battery.
• If there is noise or interference in radio broadcasts while the product is charging, charge it using a different outlet.
• The product cannot be turned on when charging.

• 請勿將專用 AC 適配器以外的物品連接至本產品的控制器，以免導致故障或起火。
• 充電接頭已插入本產品的控制器時，請勿對充電接頭施力過度。以免導致故障或起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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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connect anything except AC adapter to the control unit of this product. Doing so may cause fire or damage to the product.
• Do not apply excessive force to the charging connector when it is inserted in the control unit of this product. Doing so may cause fire or damage to the product.

2
3
4

Insert the charging connector of AC adapter to the control unit of this product.
Turn the USB cover over.

Plug the charging connector. Please be cautious of the top and bottom of the connector.

Insert the AC adapter into the outlet.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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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blinks red while charging.
Charging takes approximately 5 hours.
When charging is complete, LED turns off.
USB cover may come off when pulled hard, but this is not a problem with the product. Do not use with the cover removed, always place it back before use.

When the charging is complete, remove the AC adapter from the outlet.
Remove the charging connector from the control unit of the product.

When removing the charging connector, hold the connector. If you remove the connector by pulling the cord, the wire may break, and it may not be able to charge.
After removing the charging connector, place the USB cover to the control unit.

Built-in Rechargeable Battery Life
• The rechargeable battery is consumable (The warranty period is one year from the date of purchase).
• If the duration of product use is extremely short even after charging the battery fully, the battery may have reached the end of its useful life. The estimated number of
chargeable times is approximately 500 times (The life expectancy of the internal battery varies greatly with how it is used and stored).
• The life of the rechargeable battery may be shortened if you continue charging even when it is fully charged, or when the battery is only slightly used.
• Please contact the customer service of MTG Co., Ltd. for replacing the built-in rechargeable battery. Trying to do it yourself may damage the product.
• If the product will not be used for a long time, fully charge before storing. Activate the product about once every three months and charge again. The built-in rechargeable
battery discharges slowly even when not in use. Not charging for a long time may cause an over-discharge and prevent the batteries from being rechargeable.

SC

將隨附的專用 AC 適配器的充電接頭插入本產品的控制器。

1-1
1-2

揭開 USB 護蓋。
插入充電接頭。注意接頭的上下方向。

將專用 AC 適配器插入插座。

・ 充電過程中，LED 亮紅燈。
・ 標準的充電時間為約 5 小時。
・ 充電完成後，LED 燈號熄滅。
・ USB 護蓋若大力拉扯會脫落，但不會造成機身故障。請勿在脫落的狀態下使用，務必復原之後再使用。

充電完成後，將專用 AC 適配器從插座拔除。
拔除充電接頭時，請握住接頭部分。若拉扯電線拔除，可能導致電線折斷而無法充電。
拔除充電接頭後，請將 USB 護蓋裝入控制器。

內置充電電池的使用壽命
•
•
•
•
•

內置充電電池為消耗品（保修期為購買日期起 1 年以內）。
即使充電後使用時間仍然非常，有可能是內置充電電池的使用壽命已盡。充電的標準次數為 500 次（內置充電電池的使用壽命會因使用環境、保存狀況等因素而變異）。
若在完成充電的狀態，或內置充電電池耗電少的狀態下反覆再次充電，內置充電電池的使用壽命可能減少。
要更換內置充電電池時，請向當地代理或進口商客服中心查詢。自行更換會導致故障。
長期不使用時，請將本產品充滿電後再存放。此外，請每 3 個月啟動一次本產品，並再次充電。內置充電電池在未使用時也會少量放電，因此若長期未充電將導致過度放電，而
變得無法充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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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용 목적에 대해서
• 본 제품은 실내 전용입니다 .

사용 대상자에 대해서
본 제품은 내장되어 있는 충전지로 동작합니다 . 처음 사용할 때는 충전한 후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 충전 시간 기준은 약 5 시간입니다 .

使用对象说明
本产品的设计使用对象，是能够理解本书内容并且安全使用的人士。不能按照本书正确使用的人士（例如无法掌握使用方法
的成人及儿童等），请勿使用本产品。
本产品依靠内置的充电电池运作。首次使用时，请先充电再使用。充电时间的基准约为 5 小时左右。
• 1 次彻底充电可以进行约 30 次锻炼（强度 8、室温 20℃条件下）。
- 不同强度下的使用次数不同。
- 在低温环境下，使用次数减少。
• 充电过程中，本产品及专用 AC 适配器会发热，这属于正常现象。但，如果本产品及专用 AC 适配器在充电过程中异常过热，请等待温度下降后再重新开始充电。
• 充电过程中，若 LED 红灯闪烁，代表发生充电错误。如果发生多次充电错误，可能是内置充电电池存在问题。此时请咨询 MTG 客户咨询中心。
• 请在周围温度为 15 ～ 35℃的环境中充电。根据内置电池的特性，在低温与高温环境下电池性能可能会下降。
• 充电过程中如果周围的收音机等出现杂音，请更换插座进行充电。
• 本产品在充电过程中无法接通电源。
• 请勿使用专用 AC 适配器以外的设备连接本产品的控制部件。否则可能引发故障或起火。
• 请勿在本产品控制部件插接充电接头的状态下，对充电接头强行施加外力。否则可能引发故障或起火。

将随附的专用 AC 适配器充电接头插接到本产品的控制部件。

• 한 번 완전히 충전하면 약 30 회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8, 실온 20℃의 경우 ).
- 레벨에 따라서 사용 횟수가 달라집니다 .
- 저온 환경에서는 사용 횟수가 줄어듭니다 .
• 충전 중에는 본 제품이나 전용 AC 어댑터가 따뜻해질 수 있으나 고장은 아닙니다 . 단 , 충전 중에 본 제품이나 전용 AC 어댑터에 정상적이지 않은 과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전을 다시 시작하여 주십시오 .
• 충전 중에 LED 가 빨간색으로 점멸한 경우에는 충전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 여러 번 충전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장 충전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 .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 주위 온도가 15~35℃인 환경에서 충전하여 주십시오 . 내장 충전지의 성질상 저온이나 고온에서는 전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충전 중 라디오 등에 잡음이 들어가는 경우는 별도의 콘센트를 사용해서 충전하여 주십시오 .
• 본 제품을 충전하는 중에는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
• 본 제품의 컨트롤부에 전용 AC 어댑터 이외에는 접속하지 마십시오 . 고장이나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
• 본 제품의 컨트롤부에 충전 커넥터를 꽂은 상태에서 충전 커넥터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고장이나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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掀开 USB 盖。
插入充电接头。请注意接头的上下方向。

将专用 AC 适配器插入插座中。
・ 充电过程中，LED 红灯亮起。
・ 充电时间的基准约为 5 小时左右。
・ 充电完毕时，LED 熄灭。
・ 强行拉扯 USB 盖会导致其脱落，这并不属于故障。请勿在脱落的状态下使用，必须将其复原后再使用。

充电完毕后，将专用 AC 适配器从插座上拔下。
将充电接头从本产品的控制部件拔下。
拔出充电接头时，请抓住接头部分进行拔除。若通过拉扯电线进行拔除，可能会导致电线断裂，无法充电。
拔出充电接头后，请将 USB 盖塞回控制部件。

内置充电电池的寿命说明
•
•
•
•
•

内置充电电池为消耗品（保修期为购买日起 1 年以内）。
如果充电后的使用时间非常短，可能是内置充电电池已达到使用寿命。可充电次数约为 500 次（内置充电电池的使用寿命会因使用环境、保管条件等不同而有很大的变化）。
在已充电完毕或电池剩余电量十分充裕的状态下反复再充电，可能会缩短内置充电电池的寿命。
需更换内置充电电池时，请咨询 MTG 客户咨询中心。自行更换可能会产生故障。
长期不使用时，请将本产品充满电后保管。请每 3 个月运行一次本产品，并再次充电。内置充电电池在不使用时也会缓慢放电，若长期不进行充电，可能会因过度放电，而造成无法充电的情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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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l off the orange film on the gel sheet.

• Dispose of the film in a location out of reach of children. There is a risk of accidental swallowing.
• The side with the clear film is the side that goes onto your body. Make sure the sheet is facing the right way.

Stick it to an electrode (gray) on the product, making sure no air comes in.
Attach the gel sheet and align it to the orange line around the electrode so to cover the entire electrode.

使用時敬請遵守下列注意事項。
• 錯誤的黏貼方法將減低與肌膚的黏力，可能無法正常發揮本產品功能或因過度消耗減短軟膠貼的使用壽命。
• 黏貼後的軟膠貼除非作定期更換，否則請勿隨意撕下。
• 若不小心將軟膠貼貼到衣服上，無法剝離時，請不要強行剝離，而是用少量水稍微沾濕衣服背面，即可輕易剝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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貼在本體的電極部位（灰色），並注意不要有任何氣泡。
對準電極部位周圍的橙色線，以覆蓋整個電極部位的方式貼上軟膠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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貼於電極部位的軟膠貼除非作定期更換，否則請勿隨意撕下。若未立刻開始鍛鍊，請貼上保護貼後再收納（→本說明書背面「鍛練」內的「［3］
從身體上移除並保存」）。

強烈建議使用原廠正品的軟膠貼。

■ 若軟膠貼因污垢造成不易黏貼時

Shake off as much water as you can and leave it to air-dry with the adhesive
face (gel surface) up in a well-ventilated place away from the sunlight.
Allow it to air-dry until there is no moisture on the surface and then attach the protective sheet.

Do not clean for a long time or too frequently. Doing so may damage the adhesive surface (gel
surface) and shorten its lif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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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Hand wash by kneading under water, and do not machine wash or tumble dry.
Do not use chlorine based bleach or fabric softener.
Dry in the shade and avoid direct sunlight.
Do not iron.
Due to the nature of the product, its color may fade. To avoid dye transfer, do not wash together with items of in other
colors or leave with such items while still damp after drying.

•
•
•
•

請用手洗（手掌按壓），勿使用洗衣機和滾筒乾衣機。
請勿使用含氯漂白劑或柔順劑。
請遠離直射日光處，放在陰涼處晾乾。
請勿使用熨斗。
因產品特性，可能會有褪色的情況。為避免染色，請勿與不同顏色的物品一起清洗，或脫水後未乾透的情況下保存。

Do not store near open flame.
When storing the product, avoid a hot or humid location (such as inside a car) and keep it away from direct sunlight.
Keep out of the reach of small children and store away from pets.
Storing for long periods underneath heavy objects while folded may cause material fatigue or wrinkles.

保存注意事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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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風乾至表面無水分後，再於本體上貼上保護貼。
切勿長時間或頻繁地進行保養。否則將導致黏貼面受損，使用壽命有可能變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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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the old gel sheet to get gel remains off of the electrodes.

Caution on Storage

瀝乾後，將黏貼面（軟膠面）朝上置於通風良好的陰涼處自然風乾。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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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 any gel remaining on the electrode.

支撐帶保養方法

•
•
•
•
•

禁止保存於火源附近。
存放時請放置於遠離日光直射處應，亦避免放置在高溫、高濕度的環境（如汽車內等）。
切勿放置於孩童伸手可及之處，或寵物出沒之地方。
保存時，若長期以摺疊的狀態放置在重物之下，可能導致產品變形或褶皺。

請注意避免水分進入控制器。

■ When removing the gel sheet
Peel off the gel sheet slowly.

How to clean the support belt

指尖沾水，在軟膠貼的黏貼面（軟膠面）上輕擦，去除表面的污垢。

■ 取下軟膠貼時

• Turn off the product before removing the gel sheet. Doing so may result in pain or burns.
• Please replace the gel sheets for all electrodes when replacing the gel sheets.

• 如使用部位出現濕疹或因容易出汗而出現皮疹時，請勿使用。
• 若肌膚不適合使用，或感到發癢、濕疹、疼痛等異常情況，請停止使用。
• 纏繞支撐帶時若過於用力拉扯，可能會因此而拉長。

先將軟膠貼正確貼於本體，再撕去保護膠貼（透明）。

■ When the gel sheet is dirty and does not stay on
Do not apply water on the Control unit.

• Individuals who easily sweats and develops a rash or has eczema on the abdomen should refrain from use.
• Individuals who experience skin irritation or other abnormal reactions such as itching, rash, or pain should stop use.
• If the belt is pulled very tightly while it is wrapped, it may become overstretched.

更換軟膠貼時，請購買您使用的產品所適用的軟膠貼。

如果使用非專用軟膠貼，可能發生以下問題。
• 不能發揮產品本來的性能
• 產品部分破損、故障 • 刺激感較為強烈，導致皮膚被灼傷或變得粗糙
因使用非專用軟膠貼導致故障、破損或事故時，本公司將不承擔任何責任，敬請諒解。有關購買專用軟膠貼的事宜，請向當地代理或進口商客服中心查詢。
本產品請使用以下軟膠貼。【Abs Fit 2：SIXPAD 專用 Abs Fit 高電導軟膠貼】
【Body Fit 2：SIXPAD 專用 Body Fit 高電導軟膠貼】
購買專用軟膠貼時，請確認產品型號。（→使用說明書〈開始使用前〉內的「主要規格」）

• 取下軟膠貼前，請先關閉本產品的電源。否則將有可能出現疼痛或灼傷。
• 更換軟膠貼時，請更換所有已用過的軟膠貼。

慢慢掀開並撕下軟膠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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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 벨트 사용하기

■ 使用支撑带
如果未覆盖住整个电极，可能会导致烫伤。如果感到容易脱落，请使用随附的支撑带，对本产品进行固定。
支撑带从 Abs Fit 2、Body Fit 2 的上方开始缠裹。
请轻轻缠裹支撑带，以使支撑带与肌肤间没有间隙紧紧贴合。

전극부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전체가
벨트를
벨트는
벨트와

붙어있지 않으면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쉽게 벗겨질 것 같은 경우에는 부속된
사용해서 본 제품을 고정하여 주십시오 .
Abs Fit 2, Body Fit 2 위에서 감습니다 .
피부 사이에 틈이 없도록 가볍게 감아 주십시오 .

• 使用部位患有湿疹者、易因汗水引起发炎者请勿使用。
• 不适合您的肤质，或者感到瘙痒、湿疹、疼痛等异常时，请停止使用。
• 若使劲拉伸、卷曲支撑带，则可能导致支撑带变形伸长。

• 사용 부위에 습진이 있는 분 , 땀으로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 피부에 맞지 않을 경우나 가려움 , 습진 , 통증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사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
• 벨트를 강하게 잡아 당겨서 감으면 벨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支撑带的保养方法

서포트 벨트 관리 방법

•
•
•
•
•

请勿使用洗衣机或滚筒干衣机清洗，请直接手洗（揉洗）。
请勿使用含氯漂白剂或柔软剂。
请避开阳光直射，自然晾干。
请勿熨烫。
本产品可能会出现褪色的情况。为避免被染色，请勿将本产品与不同颜色的物品一起清洗，或是脱水后未完全晾干的状
态下进行保存。

•
•
•
•
•

세탁기 , 회전식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고 손세척 ( 눌러서 세척 ) 을 해 주십시오 .
염소계 표백제나 유연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에서 말려 주십시오 .
다림질을 하지 마십시오 .
제품 특질 상 , 색이 바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색이 물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색이 다른 것과 함께 씻거나 탈수 후
젖은 채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

•
•
•
•

请勿放置在火源附近。
请避开高温多湿处（汽车内等），放置在阴凉干燥处。
请勿放置在婴幼儿可以接触到的地方或宠物身边。
长期保管时，请勿将本产品以折叠状态放置在重物下，否则会导致变形或产生褶皱。

•
•
•
•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고온 · 다습한 장소 ( 자동차 내부 등 ) 를 피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이나 반려동물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
장기 보관 시에 접은 채 무거운 것을 올린 상태로 보관하면 구김이나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
시오 .

將殘留在電極部位的軟膠完全清除。
用已移除下的軟膠貼黏附殘留的軟膠，即可簡單地清除。

KO

• 请勿使用破损、劣化、脏污的啫喱贴。否则可能导致烫伤。
• 请务必将所有的电极都贴上啫喱贴。若电极与肌肤直接接触，可能导致疼痛或烫伤。
• 请使用各产品对应的啫喱贴。如果使用尺寸不符的啫喱贴，可能会导致烫伤或皮肤粗糙干裂。
使用时请遵守以下注意事项。
• 若粘贴方法不正确，可能导致本产品与皮肤的粘合力下降，无法正常发挥性能，或导致啫喱贴因过度消耗缩短使用寿命。
• 除非更换新的啫喱贴，否则请勿撕下已贴上的啫喱贴。
• 若不慎粘在衣物上无法剥离时，请勿强行撕下，只需将贴着啫喱贴的衣物背面用少量水浸湿即可轻松剥离。

1
2
3

从清洁袋中取出啫喱贴。

1-1
1-2

USB 커버를 벗긴다 .
충전 커넥터를 꽂는다 . 커넥터의 상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전용 AC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습니다 .

충전 중에는 LED 가 빨간색으로 점등됩니다 .
충전 시간 기준은 약 5 시간입니다 .
충전이 끝나면 LED 가 소등됩니다 .
USB 커버를 강하게 잡아 당기면 분리될 수 있으나 고장은 아닙니다 . 분리된 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원래대로 한 다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충전이 끝나면 전용 AC 어댑터를 콘센트에서 빼냅니다 .
충전 커넥터를 본 제품의 컨트롤부에서 빼냅니다 .

충전 커넥터를 분리할 때는 커넥터 부분을 잡고 분리하여 주십시오 . 코드를 잡아 당겨서 분리하면 코드가 단선되어서 충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충전 커넥터를 분리한 후 USB 커버를 컨트롤부에 끼워 주십시오 .

내장 충전지의 수명에 대해
• 내장 충전지는 소모품입니다 ( 보증은 구매일로부터 1 년간 ).
• 충전해도 사용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은 경우 내장 충전지의 수명이 다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충전 가능한 횟수 기준은 약 500 회입니다 ( 내장 충전지의 수명은 사용 및
보관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 충전 완료 상태 또는 내장 충전지가 거의 소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충전을 반복하면 내장 충전지의 수명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내장 충전지의 교환에 대해서는 국내 고객상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 스스로 직접 교환하는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제품을 완전히 충전한 다음 보관합니다 . 또한 3 개월마다 본 제품을 동작시키고 다시 충전하여 주십시오 . 내장 충전지는 미사용 시에도 조
금씩 방전되므로 장기간 충전하지 않으면 과방전으로 인해 충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 파손이나 열화 , 오염된 젤 시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 반드시 모든 전극부에 젤 시트를 붙여 주십시오 . 전극부가 피부에 직접 닿으면 통증이나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 각 제품에 대응하는 젤 시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크기가 맞지 않는 젤 시트를 사용하면 화상을 일으키며 피부가 거칠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 잘못된 방법으로 붙이면 피부에 대한 점착력이 약해져서 본 제품이 정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젤 시트가 사용 기준보다 빨리 소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붙인 젤 시트는 신품과 교환할 때까지 떼지 마십시오 .
• 잘못해서 옷 등에 붙어 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억지로 떼지 말고 젤 시트가 붙은 옷 뒷면에 약간의 물을 적셔주면 손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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撕下啫喱贴上的薄膜（橙色）。
• 请将薄膜丢弃到孩子接触不到的地方。否则可能导致误吞。
• 薄膜（透明）是与身体贴附的一侧。请注意区分。

3

将啫喱贴粘贴到主体的电极（灰色）上时，注意避免空气进入。

젤 시트를 봉투에서 꺼냅니다 .
젤 시트에 붙어 있는 필름 ( 오렌지색 ) 을 떼어냅니다 .
• 필름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폐기하여 주십시오 . 잘못해서 삼킬 우려가 있습니다 .
• 필름 ( 투명 ) 은 몸에 붙이는 쪽입니다 . 방향을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본체 전극부 ( 회색 ) 에 붙입니다 .
전극부 주위의 오렌지색 선에 맞춰서 전극부 전체를 덮듯이 젤 시트를 붙입니다 .

对准电极周围的橙色线粘贴啫喱贴，使其覆盖整个电极部件。

전극부가 젤 시트에서 빠져 나오면 피부에 닿아서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

若电极从啫喱贴中露出，可能会接触皮肤，导致烫伤。

Abs Fit 2 에는 젤 시트 6 장 , Body Fit 2 에는 2 장을 붙입니다 . 투명 필름 위에서 젤 시트를 손가락 안쪽으로 눌러 공기를 빼면서 모서리부터
천천히 붙여 주십시오 . 본체에 확실하게 붙이지 않으면 쉽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Abs Fit 2 粘贴 6 片啫喱贴 ；Body Fit 2 贴附 2 片啫喱贴。请一边用指腹从透明膜上按压啫喱贴排出空气，一边从边缘开始慢慢粘贴。如果未
牢固粘贴到主体上，可能容易发生脱落。

不同产品的啫喱贴尺寸不同

4

更换啫喱贴时，请购买与您所用产品匹配的规格。

使用非专用品啫喱贴，可能导致如下问题。
• 不能发挥产品原有的性能
• 产品部分破损、发生故障 • 刺激感过强，或引起烫伤及皮肤粗糙干裂
由使用非专用品引发的问题，本公司将不承担任何责任，敬请谅解。如需购买专用啫喱贴，请咨询所购买产品的销售店。
请务必使用以下啫喱贴。【Abs Fit 2 ：SIXPAD 专用 Abs Fit 高传导性啫喱贴】
【Body Fit 2 ：SIXPAD 专用 Body Fit 高传导性啫喱贴】
购买专用啫喱贴时，请确认产品型号。（→使用说明书〈序章〉中的“主要规格”）

■ 啫喱贴因脏污而难以粘贴时
用手指沾取水滴，擦拭啫喱贴的粘合面（啫喱面），清除污垢。
请注意避免让控制部沾水。

充分去除水分后，将粘合面（啫喱面）朝上，放置在通风良好的阴凉处自然风干。
自然晾干直至表面没有潮气，然后将主体贴在底纸上。
请勿长时间或频繁进行保养。否则可能损伤粘合面（啫喱面），导致使用寿命缩短。

■ 取下啫喱贴时

1
2

4

除非更换新的啫喱贴，否则请勿撕下贴在电极上的啫喱贴。如果不立即开始锻炼，请贴在底纸上进行保管（→本说明书背面“锻炼”中的“［3］
从身上取下并保管”）。

强烈建议您使用专用啫喱贴。

1
2
3

제품에 따라서 젤 시트 크기가 다릅니다

正确贴附啫喱贴后，撕下薄膜（透明）。

부속된 전용 AC 어댑터의 충전 커넥터를 본 제품의 컨트롤부에 꽂습니다 .

•
•
•
•

撕下軟膠貼上的保護膠貼（橙色）。
• 請將保護膠貼棄置於遠離孩童伸手可及之處。否則有可能導致誤吞。
• 保護膠貼（透明）的黏貼面為黏貼身體的表面。請勿弄反方向。

The following problems may occur from using gel sheet other than the genuine product.
• Cannot achieve the original performance of the product
• Part of the product may be damaged and cause malfunction
• Sensation of a strong shock, causing burns and/or rough skin.
Please note we wi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problems caused by using non-SIXPAD products. Please contact your dealer for the purchase of genuine gel sheet.
Please use the following gel sheets for these products. [For Abs Fit 2: Abs Fit Highly Conductive Gel Sheets for SIXPAD] [For Body Fit 2: Body Fit Highly Conductive Gel Sheets for SIXPAD]
When purchasing the gel sheets, be sure to check the item number. (→ "Main specifications" in "Instruction Manual <Before You Begin>")

Get some drops of water on your fingertips and rub the adhesive surface (gel surface) to remove any dirt.

若電極部位未完全覆蓋，可能導致灼傷。若感到容易脫落時，請使用隨附的支撐帶固定本產品。
支撐帶應固定在 Abs Fit 2、Body Fit 2 的上方。
請把支撐帶輕輕纏著，避免和肌膚之間有間隙。

軟膠貼的尺寸因產品而異

We strongly recommend that genuine gel sheets be us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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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ll electrodes are not fully covered, it may cause burns. Use a support belt to secure the main unit in
case if it comes off easily.
Support belt shall be worn on top of Abs Fit 2 or Body Fit 2.
Lightly wrap the support belt so that there is no gap between it and your skin.

Abs Fit 2 黏貼 6 張軟膠貼，Body Fit 2 黏貼 2 張軟膠貼。請從邊緣慢慢貼上，如有氣泡，請用指腹由透明膠貼上按壓軟膠貼，以推出氣泡。若未
完全黏貼於本體，有可能容易剝落。

When replacing the gel sheet, make sure to purchase the correct size.

Do not peel off the gel sheet attached to the electrodes until you replace it with a new one. If you are not going to start training right away,
store the gel sheet attached to the protective sheet (→ "[3] Remove from Body for Storage" in "Train" on the back side of this paper).

從透明袋中取出軟膠貼。

  若電極露出於軟膠貼之外，則接觸皮膚時有可能導致灼傷。

The size of gel sheets depends on the product
After attaching a gel sheet properly to the product, peel off the film (clear).

■ 使用支撐帶

• 請勿使用破損、劣化、髒污的軟膠貼。否則將有可能造成燙傷。
• 請務必在所有電極部位貼上軟膠貼。否則當電極部位直接接觸皮膚時，將有可能於使用時出現疼痛或灼傷。
• 請使用各產品適用的軟膠貼。若使用尺寸不對的軟膠貼，將可能導致皮膚灼傷或變得粗糙。

There are six pieces of gel sheets for Abs Fit 2 and two pieces of gel sheets for Body Fit 2. Use your finger tip to press the clear film over the
gel sheet to remove air, and then slowly paste it from the edges. If not properly attached, it may come off easily.

4

■ Use a Support Belt

젤 시트를 붙이기 전에

・ 本产品通过电流刺激来达到锻炼身体的目的。请勿将本产品用于除此以外的用途。（本产品并非医疗仪器）。
・ 本产品为室内专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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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the gel sheet out of the bag.

粘贴啫喱贴的准备

使用目的说明

2

黏貼軟膠貼之前

SC

본 책자의 내용을 이해하고 ,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취급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나 어린이
등 본 책자에 따라서 취급할 수 없는 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1-1
1-2

Before attaching a gel sheet

將充電接頭從本產品的控制器拔除。

• 본 제품은 전기자극을 통해 신체를 트레이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

前言

1

TC

本產品以內置的充電電池運作。初次使用時，請先充電後再使用。標準的充電時間為約 5 小時。

Target users

1-1
1-2

EN

1
2

TC

Film (Clear)
薄膜（透明）
保護膠貼（透明）
필름 ( 투명 )

If the electrode is protruding from the gel sheet, it may come in contact with the skin and cause burns.

Purpose

1

Film (Clear)
薄膜（透明）
保護膠貼（透明）
필름 ( 투명 )

Gel Sheet
啫喱贴
軟膠貼
젤 시트

• Do not use damaged, old or dirty gel sheets. Doing so may result in burns.
• Always adhere gel sheet to all the electrodes when using the product. If an electrode touches the skin, it may be painful or cause a burn.
• Use a gel sheet that is suitable for this product. Using the wrong size of gel sheet may cause burns or other damage to the skin.
Follow the precautions below when using the product.
• If attached incorrectly, gel sheets may lose their adhesion to the skin, the product may fail to function normally, and/or gel sheet may wear out faster than normal.
• Do not peel off the gel sheet until you replace it with a new one.
• If a gel sheet accidentally gets stuck to clothing or other materials, do not tear it off by force; lightly wet the other side of the cloth where the sheet is stuck, and it will come off easily.

關於使用對象

Introduction

Gel Sheet
啫喱贴
軟膠貼
젤 시트

2

Prior to using this product, thoroughly read this document and “Instruction Manual <Before You Begin>”, in order to learn how to use this product correctly.
After reading this document and the Instruction Manual, keep them together with the Warranty Certificate for future reference.

사용하기 전에 본 책자에 ‘사용설명서 < 처음에 읽어 주십시오 >’ 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읽은 후에는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보증서와 함께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
516071Ab SP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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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取下啫喱贴之前，请先关闭本产品的电源。否则可能导致疼痛或烫伤。
• 更换啫喱贴时，请同时更换所有电极的啫喱贴。

慢慢地剥离啫喱贴。
请彻底清除残留在电极上的啫喱。
用撕下的啫喱贴粘附残留的少量啫喱，即可轻松去除。

젤 시트를 교환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에 맞는 것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

젤 시트를 올바르게 붙이고 필름 ( 투명 ) 을 떼어냅니다 .
전극부에 붙인 젤 시트는 신품과 교환할 때 이외에는 떼지 마십시오 . 바로 트레이닝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 보관용 시트에 붙여서 수납
하여 주십시오 ( →본 설명서 뒷면 ’ 트레이닝 하기’ 의 ’ [3] 몸에서 분리하여 수납하기’ ).

젤 시트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정품이 아닌 젤 시트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제품 원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
• 제품 일부가 파손되어 고장이 난다 • 자극을 강하게 느끼거나 화상을 일으키며 피부가 거칠어진다
정품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트러블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정품 젤 시트 구매에 관해서는 구매하신 판매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본 제품에는 다음 젤 시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Abs Fit 2 의 경우 : 식스패드 전용 앱스 핏 고전도 젤 시트】 【Body Fit 2 의 경우 : 식스패드 전용 바디 핏 고전도 젤 시트】
전용 젤 시트를 구입할 때는 품번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사용설명서 < 처음에 읽어 주십시오 > 의 ‘주요 사양’ )

■ 젤 시트가 오염되어 점착력이 떨어지면

1
2
3

손가락 끝에 물을 약간 묻혀 젤 시트 점착면 ( 젤면 ) 을 문질러 오염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
컨트롤부에 물기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충분히 물기을 닦아내고 점착면 ( 젤면 ) 을 위로 가게 하여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자연 건조합니다 .

保管注意事项

보관 시 주의 사항

표면의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자연 건조한 다음 본체를 보관용 시트에 붙여 주십시오 .
장시간 또는 빈번하게 손질하지 마십시오 . 점착면 ( 젤 면 ) 이 손상되어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 젤 시트를 분리할 때

1
2

• 젤 시트를 분리하기 전에 본 제품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 통증이나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 젤 시트를 교환할 때에는 모든 전극의 젤 시트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

젖혀 넘기듯이 천천히 젤 시트를 떼어냅니다 .
전극부에 남은 젤을 모두 제거합니다 .
떼어낸 젤 시트를 남은 젤 조각에 부착시키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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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锻炼 / 鍛鍊 / 트레이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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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e only once a day per area.

Attach the Product to the Area Where You Wish to Use It. / 将主体贴附至使用部位 /
將本體黏貼於使用部位 / 본체를 사용 부위에 붙인다

Start Training / 开始锻炼 /
開始訓練 /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2

3
There will be a sensation similar to a “Warm-up” for approximately 30 seconds before it changes. (g)

• Stick the gel sheet to your skin. If there is a gap between the gel sheet and the skin, the electricity will not flow evenly across the entire
surface of the gel sheet, and you may feel a strong stimulus or pain.

Abs Fit 2

• Please do not use this product on any other body parts besides those specified. Doing so may cause an accident or problems to the body or
skin.

LED / LED
LED / LED

Ribs / 肋骨 / 肋骨 / 늑골

• When using Body Fit 2 on thighs, please do not walk with it. Doing so may result in an accident or injury.

(a) minute

5

5

5

Warm-up (b)
Stimulus tempo will
gradually accelerate. (c)

5

Training (e)
There will be pauses between It is a combination of two waveforms.
stimulation. (d)
The change in the combination increases the levels of what you feel. (f)

1

Hipbones / 髋骨 / 腰骨 / 허리뼈

Position near the joint

Body Fit 2

Body Fit 2

Body Fit 2

1

SC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Weak / 弱 / 弱 / 약

同一部位，一天最多使用一次。
• 请使啫喱贴与皮肤紧密贴合。若啫喱贴与皮肤间存在间隙，则电流无法均匀流过整个啫喱贴，可能导致局部强烈的刺激感和疼痛。
• 请勿将本产品用于指定部位以外的部位。否则可能引发事故或皮肤、健康方面的问题。
• 严禁在双臂上同时使用 Body Fit 2。否则，可能因无法紧急停止、意外事故或无法按本人的意图动作而引发意外。

(a) minute (b) Warm-up (c) Stimulus tempo will gradually accelerate. (d) There will be pauses between stimulation. (e) Training
(f) It is a combination of two waveforms. The change in the combination increases the levels of what you feel.
(g) There will be a sensation similar to a “Warm-up” for approximately 30 seconds before it changes. (h) Cool down
(i) Stimulus tempo will gradually decelerate. (j) Changes in sensation

SC

(a) 分钟 (b) 热身 (c) 刺激的节奏将逐渐加快。(d) 刺激之间会加入停顿。(e) 锻炼 (f) 组合了 2 种波形。随着组合方式变化，体感将逐步
增强。(g) 切换体感前的约 30 秒内，会有“热身”刺激。(h) 放松 (i) 刺激的节奏将逐渐减慢。 (j) 体感的变化

TC

(a) 分鐘 (b) 熱身 (c) 刺激的節奏逐漸加速。(d) 刺激與停頓交替。(e) 鍛練 (f) 兩種波形結合。改變波形，運動強度提高。
(g) 節奏變化前約有 30 秒「熱身」般的體感。(h) 舒緩 (i) 刺激的節奏逐漸變慢。(j) 體感變化

Waist / 腰部 / 腰部 / 허리

Upper Arms/ 上臂 / 上臂 / 상완

18

19

20

Strong / 强 / 強 / 강

KO

(a) 분 (b) 웜업 (c) 자극의 템포가 점차 가속됩니다 . (d) 자극 사이에 자극 정지를 넣습니다 . (e) 트레이닝
(f) 2 종류의 파형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 조합 방법의 변화에 따라 체감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 (g) 체감이 전환되기 전 약 30 초 동안 ‘웜업’
과 같은 자극이 있습니다 . (h) 쿨다운 (i) 자극의 템포가 점차 감속됩니다 . ( j) 체감의 변화

TC

EN

Use on a weak level when using it for the first time. Once you are comfortable, adjust the level.

第一次使用時，請盡可能使用較弱的強度。習慣使用後才嘗試提高強度。

When you feel that the stimulus is not enough, move the position by 1-2
cm above or below (Turn the power off before changing the position).

- 粘合力下降、粘合面（啫喱面）干燥、凹陷或产生难以去除的污垢等
• 根据保养频率、肌肤状态、保管状况等，啫喱贴在使用约 15 ～ 25 次后可能出现容易脱落的现象，通过保养可使啫喱贴持久
耐用（→本说明书正面“准备工作”中的“［2］贴附啫喱贴”）。
• 请勿在关节附近使用。否则可能造成受伤。

关节附近

腹部（Abs Fit 2）

• Always use the control unit where you can see.

• 請務必在可目視確認控制器的狀態下使用。

Attach to your body between your ribs and hips.

Attach the main unit to the waist, so the control unit faces down.
• Always use the control unit where you can see.

Attach the main unit to the upper arm, so the control unit faces down.
Training is effective on the upper arms even at a relatively weak level.
Be cautious not to raise the level too much.

• 使用軟膠貼時，請緊貼皮膚。軟膠貼與肌膚之間如有空隙，電流將無法平均流經軟膠貼，可能導致局部強烈的刺激感或疼痛感。
• 切勿使用於指定部位以外的身體部位。否則可能會引起意外或損害皮膚及身體。
• 切勿在兩隻手臂同時使用 Body Fit 2。若同時使用，將無法緊急停止，可能會引起意外或不能如常開啟機身等問題的問題。
• 在大腿使用 Body Fit 2 時，請勿走動。否則將有可能發生意外或跌倒受傷。
使用時敬請遵守下列注意事項。
• 請在貼上本產品前先擦走使用部份的汗液、軟膠或乳液。若未能擦走乾淨，本體可能容易脫落，或凝膠、乳液可能滲入控制器
而造成故障。
• 請盡量避免用手指觸摸黏貼面（軟膠面）。
• 軟膠貼為消耗品。如有下列現象，請更換新軟膠貼。
- 開封後超過 1 個月、或使用次數（黏貼皮膚）達到約 30 次時

Thighs (Body Fit 2)

大腿（Body Fit 2）

如果感觉刺激很微弱，请将穿戴位置向上或向下移动 1 ～ 2 厘米（改变
穿戴位置时，请关闭电源）。

자극이 잘 안 느껴지는 경우에는 부착 위치를 1~2cm 씩 위아래로 이
동시켜 주십시오 ( 부착 위치를 바꿀 경우에는 전원을 꺼 주십시오 ).

복부 (Abs Fit 2)

腹部（Abs Fit 2）

늑골 아래와 허리뼈 사이에 본체를 붙입니다 .

将主体贴在肋骨下方与髋骨之间的部位。

• 반드시 컨트롤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 请务必在可以观察到控制部的状态下使用。

한 부위당 1 일 1 회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
• 젤 시트는 피부에 밀착하여 주십시오 . 젤 시트와 피부 사이에 틈새가 있으면 젤 시트 전체 면에 전기가 균일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강한 자극이나 통
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지정한 부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고 및 피부 · 신체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절대 Body Fit 2 를 양팔에 동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동시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긴급 정지가 불가능해지므로 사고나 원하는대로 움직일 수 없어져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걷는 도중에는 Body Fit 2 를 허벅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고나 넘어져서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

허리 (Body Fit 2)

腰部（Body Fit 2）

• 반드시 컨트롤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控制部件朝下，将主体贴附于腰部（侧腹部）。
• 请务必在可以观察到控制部的状态下使用。

상완 (Body Fit 2)

上臂（Body Fit 2）

컨트롤부를 아래로 가게 하여 상완에 본체를 붙입니다 .
상완은 비교적 약한 레벨로도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 레벨을 너무
높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用较弱的强度即可锻炼上臂。请注意避免强度过高。

• 반드시 팔꿈치 안쪽의 패인 부분에서 2~3cm 거리를 두어 주십시오 . 본 제품의 끝
이 피부에 닿아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반드시 컨트롤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 请务必在距离肘窝 2 ～ 3cm 的位置使用。本产品的边缘可能会接触皮肤，造成疼痛。
• 请务必在可以观察到控制部件的状态下使用。

허벅지 (Body Fit 2)
컨트롤부를 아래로 가게 하여 허벅지에 본체를 붙입니다 .

大腿（Body Fit 2）

• 반드시 무릎 뒤쪽의 패인 부분에서 2~3cm 거리를 두어 주십시오 . 본 제품의 끝이
피부에 닿아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반드시 컨트롤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控制部件朝下，将主体贴附于大腿。
관절과 가까운 위치

• 请务必在距离膝窝 2 ～ 3cm 以上的位置使用。本产品的边缘可能会接触皮肤，造成
疼痛。

In the following cases, it may be difficult to hear operating sounds or alarms
from the unit, but the machine is not broken.
• Loud environments (e.g. people talking, watching TV, listening to music, or
using a vacuum in the room; inside a train or bus; or being outdoors.)
• The main unit is completely covered by clothes (especially when it is cold,
and you are wearing a lot of layers)
• When used in areas away from the ear
• When the battery is running low
• The meaning and type of the sound of the main unit
* The sound of the main unit will vary depending on the product.
Meaning

type

Power on
Training is paused/stopped
(Sleep mode/Bluetooth connected)

Peep

Level adjustment

Pip

Reached the maximum and
minimum levels

Pip Pip

Power off (Bluetooth disconnected)

Peep Peep

Not attached properly

Pip Pip (continuous)

No power in the battery

Fast Pip Pip Pip Pip (continuous)

● The meaning and status of the main unit LED

Power on

Issue
Green light blinking (slowly)

TC

下列情况下，可能难以听到或注意不到主体发出的操作音及警告音，这并非故障。
• 周围声音较大时（例 ：在室内聊天时、看电视或听音乐时、使用吸尘器时、在
电车或公交车内、在室外等）
• 主体被衣服完全遮住（特别是寒冷季节穿得比较厚重）时
• 在远离耳朵的部位使用时
• 电池剩余电量过低时
● 主体提示音的含义及种类

※ 主体提示音的音效存在个体差异。

含义
接通电源
锻炼暂停／结束（休眠状态／ Bluetooth 通信中）

种类
哔-

KO

以下所提及的情況，可能難以聽到或注意到本體的操作聲響和警告聲響，但這並
非故障。
• 周圍的聲音較大時（例如：室內對話中、看電視或聽音樂時、使用吸塵機時、在
火車或巴士內、戶外等）
• 本體完全被衣服覆蓋住（尤其天氣較冷時穿厚衣服）時
• 使用於遠離耳朵的部位時
• 電池電量過低時
● 本體的聲響意義和種類

※ 個別本體的聲響方式存在差異。

意義

種類

電源開啟
鍛練中止／結束（停頓狀態／ Bluetooth 連線
中）

嗶─

强度调节

哔

到达最大／最小强度

哔哔

已調節強度

嗶

电源关闭（Bluetooth 通信关闭）

哔-哔-

已達到最大／最小強度

嗶嗶

未检测到肌肤

哔、哔（连续音）

已關閉電源（中斷 Bluetooth 連線）

嗶─嗶─

内置充电电池的剩余电量耗尽

哔哔哔哔（连续音）

未偵測到肌膚

嗶、嗶（連續聲響）

內置充電電池沒有電量

嗶嗶嗶嗶（連續聲響）

● 主体 LED 的含义及状态
含义
接通电源
检测到肌肤

状态
绿灯闪烁（缓慢）

意義
電源開啟

狀態
綠燈閃爍（緩慢）

连通 Bluetooth

绿灯亮起（约 3 秒）

已偵測到肌膚

锻炼中

绿灯闪烁（快速）

Bluetooth 已連線

綠燈亮起（約 3 秒）

充电中

红灯亮起

訓練中

綠燈閃爍（快速）

Green light (appx. 3 second)

充电错误

红灯闪烁

充電中

紅燈亮起

In training

Green light blinking (quickly)

充电结束

充電錯誤

紅燈閃爍

Charging

Red light

锻炼暂停 / 结束（休眠状态）

Charging error

Red light blinking

电源关闭

Charging complete
Training paused/stopped
(Sleep mode)

熄灭

充電完成
鍛鍊中止／結束（停頓狀態）
電源關閉

Off

Power off

sixpad_fit2_training_ML4_170615A_cs6.indd 2

使用 SIXPAD 官方應用程式時，可從智能手機調整強度／停止鍛練。關於應用程式，請參閱隨附的 SIXPAD 官方應用程式介紹資料。

• The tempo of stimulation automatically changes to ensure training efficiency.
• When the training program ends, it will beep and automatically goes into sleep mode. At this time, it is still connected via Bluetooth.
• When you want to pause training, press and hold the (-) button until you hear a beep.
- In this case, the main unit will go into a sleep mode but will keep the Bluetooth connection.

아래와 같은 경우 , 본체의 조작음이나 경고음이 잘 안 들리거나 깨닫지 못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
• 주변 소음이 큰 경우 ( 예 : 실내에서 대화 중 , TV 시청 및 음악 청취 , 청소기의 사
용 , 지하철 또는 버스 안 , 실외 등 )
• 본체가 옷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경우 ( 특히 추운 계절에 옷을 두껍게 입었을
때)
• 귀와 멀리 떨어진 부위에 사용할 경우
• 전지 잔량이 적어진 경우

熄滅

4
5

鍛練程式會自動持續約 23 分鐘。
• 為提高鍛練效果，節奏會自動切換。
• 鍛練程式結束時，將發出「嗶─」長響，自動變為停頓狀態。此時仍在與 Bluetooth 連線中。
• 如想中斷鍛練時，按住（－）按鈕，直到發出「嗶─」聲為止。
- 此時，本體變為停頓狀態，仍在與 Bluetooth 連線中。
- 按下（＋）按鈕，鍛練程式將從頭開始。
• 若軟膠貼在訓練中從肌膚剝落，將發出「嗶、嗶」警告聲響。重新黏貼於肌膚，警告聲響就會消失，鍛練程式從刺激強度 0 再次開始。按下（＋）按鈕，設定適合的強度。
• 鍛練時若電力不足，鍛練將會中途停止，並持續約 1 分鐘內發出「嗶嗶嗶嗶」聲。此時請將本產品充電。如欲停止聲響，請充電或按住（－）按鈕，直到發出「嗶─」聲為止。

- When you press (+) button, the training program starts from the beginning.
• If the gel sheet comes off your body during the training, a beeping sound will warn you. The beeps will stop once you put the gel sheet back on your body, and the training
program resumes at stimulation Level 0. Press (+) button to set the level of your choice.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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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이 중지/종료되었다(중지 상태/
Bluetooth 통신 중 )

삐-

레벨이 조절되었다

삣

최대 / 최소 레벨에 도달하였다

삐삣

전원이 꺼졌다 (Bluetooth 통신 꺼짐 )

삐-삐-

피부 비검지

삣 , 삣 ( 연속음 )

내장 충전지의 잔량이 없다

삐삐삐삐 ( 연속음 )

● 본체 LED 의 의미와 상태

전원이 켜졌다
피부를 검지하였다

상태
녹색 점멸 ( 천천히 )

Bluetooth 에 연결되었다

녹색 점등 ( 약 3 초 )

트레이닝 중

녹색 점멸 ( 빠르게 )

충전 중

빨간색 점등

충전 오류

빨간색 점멸

충전 종료
트레이닝 중지 / 종료 ( 중지 상태 )
전원 꺼짐

• Make sure that the LED is off.
• When you have to remove from your body during training, press and hold the (-) button until you hear a “peep” to pause the training.

Press and hold the (-) button until you hear a “Peep peep” to turn off the main unit.
• Once the power is off, the main unit disconnects from Bluetooth.

Slowly remove from body by holding the entire main unit.

• Do not forcefully remove it off from your body. Doing so might result in pain, skin rashes, and cause gel sheet residues to remain on the skin.
• Do not pull with excessive force or hold only one part when peeling off. Doing so may damage the product.
• Try not to touch the adhesive (gel surface).
• Wipe any sweat from the main unit thoroughly using a soft cloth.

Attach the adhesive (gel surface) to the protective sheet.

• Do not allow the gel sheets to touch each other, such as by folding the main unit.
• Do not press the gel sheet too hard onto the protective sheet. Doing so may damage the adhesive surface (gel).

Put inside the clear case to store.

• Place the protective cover on the control unit.
• Do not forcefully open the clear case. Doing so may damage the clear case.
• Do not put anything other than the main unit, protective sheet, and protective cover. Doing so may damage the clear case.

• Keep the protective sheet and the clear case clean.
• Keep away from direct sunlight, heat, and humidity (such as inside of cars). Store in a cool place away from sunlight.
• Do not leave gel sheets out or store them with anything that is dirty. If the gel sheets get dirty, they may not stick properly anymore, the electrical stimulation may weaken and/or
you may feel pain or get burned.
• Store in a location with low humidity. Storing in a humid place, such as a bathroom, may cause condensation and/or rust inside the product.
• Do not store near open flame.
• If the product will not be used for a long time, fully charge before storing. Activate the product about once every three months and charge again. The built-in rechargeable
battery discharges slowly even when not in use. Not charging for a long time may cause an over-discharge and prevent the batteries from being rechargeable.
• If the product will not be used for a long time, always unplug the AC adapter from the outlet and store it. Otherwise, accumulated dust and humidity may lead to an electrical fire.
• When the clear case is left in a high temperature or under direct sunlight, the color may change, but there will be no functionality issues.

Please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points when cleaning.
• Make sure the power is off before cleaning the product. Cleaning the product with the power ON may give you electrical stimulus.
• Do not rub the electrode with excessive force. Doing so may damage the electrodes. • Do not rinse off the product with water.
• Do not wipe the product with paint thinner, benzine, or alcohol. • Make sure your hands are clean when handling the gel sheets.
• Do not apply water on the control unit.

初次使用时，请设置较低的强度。习惯之后，可以对强度进行调节。

1
2

■ How to clean the product

KO

SC
请长按控制部件的（＋）按钮，直至听到“哔 -”的提示音。
接通电源时，若啫喱贴未与皮肤紧密贴合，将发出“哔、哔”的警告音。该状态持续约 2 分钟后，自动进入休眠状态。此时 Bluetooth 尚在通信中。

처음 사용하실 때는 약한 레벨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익숙해지면 레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

1

• 接通电源后，开始主体的 Bluetooth 通信。

按下控制部的（＋）按钮或（－）按钮，调节强度。
• 每按下按钮改变 1 个强度等级，都会发出“哔”的提示音。

2

‘삐 -’ 소리가 날 때까지 컨트롤부의 (+)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젤 시트가 피부에 밀착되지 않으면 ' 삐 , 삐 ' 하고 경고음이 납니다 . 그 상태가 약 2 분 지속되면 자동으로 중지됩니
다 . 이 때는 아직 Bluetooth 통신 중입니다 .

컨트롤부의 (+) 버튼 또는 (-) 버튼을 눌러서 레벨을 조절합니다 .
• 버튼을 눌러서 1 레벨이 바뀔 때마다 ‘삐’ 하고 소리가 납니다 .

• 锻炼过程中，控制部的 LED 绿灯快速闪烁。

• 전원이 켜진 상태일 때 레벨은 0( 자극 없음 ) 이므로 자극을 시작하려면 (+) 버튼을 눌러서 레벨 1 로 합니다 . 자극 레벨은 레벨
1( 약 )~20( 강 ) 의 20 단계입니다 .

锻炼程序将自动持续约 23 分钟。
• 为实现高效锻炼，将自动切换体感。
• 锻炼程序结束时，设备将发出“哔 -”的提示音，并自动进入休眠状态。此时 Bluetooth 尚在通信中。
• 需要暂停锻炼时，请长按（－）按钮，直至听到“哔 -”的提示音。
- 此时，主体处于休眠状态，Bluetooth 尚在通信中。
- 按下（＋）按钮后，锻炼程序从头开始。
• 锻炼过程中，若啫喱贴脱离皮肤，设备将发出“哔、哔”的警告音以提示。重新贴附到皮肤后，警告音消失，锻炼程序将以刺激强度 0 的设置重新开始。按下（＋）按钮，按照喜
好设定强度。

Gently wipe off any sweat or moisture from the product with a soft cloth and avoid scratching.
If it is dirty, wet a soft cloth with detergent diluted to 3 to 5% with lukewarm water, wring it out well and gently
wipe off any dirt on the surface.
Rinse the cloth with water, wring it out well and wipe off any detergent.
Let it air-dry in a well-ventilated place away from the sunlight.

• 전원이 켜지면 본체의 Bluetooth 통신이 시작됩니다 .

• 刚接通电源时，强度为 0（无刺激），只有按下（＋）按钮将强度调整为 1 后才会产生刺激。刺激强度分为强度 1（弱）～ 20（强），共 20 档。
使用 SIXPAD 官方 APP 时，可以通过智能手机控制锻炼的强度调节 / 停止。关于 APP 的使用，请参阅随附的 SIXPAD 官方 APP 介绍说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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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닝 중에는 컨트롤부의 LED 가 녹색으로 빠르게 점멸됩니다 .
SIXPAD 공식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트레이닝 레벨을 조정 /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앱에 대해서는 동봉된 SIXPAD 공식 앱 안내문을 참
고하여 주십시오 .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약 23 분간 계속됩니다 .
• 효율적인 트레이닝을 위하여 체감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끝나면 ‘삐 -’ 하는 소리가 나고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 이 때는 아직 Bluetooth 통신 중입니다 .
• 트레이닝을 중단하고 싶을 경우에는 ‘삐 -’ 소리가 날 때까지 (-)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
- 이 경우에 본체는 중지되지만 Bluetooth 는 통신 중입니다 .

소등

訓練結束後從身體上移除，可在配戴固定帶的情況下收進透明收納袋。

1
2
3

2
3

确认锻炼程序已结束。
• 请确认 LED 已熄灭。

5

• 關閉電源後，也會中斷與本體 Bluetooth 的連線。

將本體整個提起再慢慢從身體上移除。
•
•
•
•

請勿一鼓作氣從身體上移除。否則可能導致疼痛感、肌膚變紅或軟膠貼殘留在肌膚上。
請勿勉強拉扯本體，或僅提起本體的一部份或一端就將本體移除。否則，將有可能導致本體破損。
請盡量避免用手指觸摸黏貼面（軟膠面）。
用軟布抹去本體上的汗水。

5

放入透明收納袋保存。

• 請勿屈曲本體讓軟膠貼互相接觸。
• 請勿將本體產品刻意按壓在保護貼上。否則將有可能導致黏貼面（軟膠面）受損。
• 請將保護蓋遮蓋著控制器。
• 請勿一鼓作氣打開透明收納袋。否則，將有可能導致透明收納袋破損。
• 請勿將本體、保護貼、保護蓋以外的物品放入透明收納袋。否則，將有可能導致透明收納袋破損。

保存注意事項

•
•
•
•
•
•

請保持保護貼及透明收納袋清潔。
存放本體與未使用的軟膠貼時，應放置在高溫、高濕度的環境（汽車內等），放置於遠離日光直射處。
請勿隨意放置軟膠貼，或與其它髒污物品一同保存。否則可能弄髒軟膠貼，導致黏力或電流刺激降低，引起疼痛或灼傷。
請存放於濕度較低處。若放置於濕度高的環境如浴室等，有可能令本體內部產生水珠或生鏽。
禁止保存於火源附近。
長期不使用時，請將本產品充滿電後再存放。此外，請每 3 個月啟動一次本產品，並再次充電。內置充電電池在未使用時也會少量放電，因此若長期未充電將導致過度放電，
而變得無法充電。
• 暫時不使用時，請務必將專用 AC 適配器從插座移除，再進行存放。否則可能會因灰塵或濕氣而引起漏電火災。
• 將透明收納袋放置於高溫或日光直射處可能會造成變色，但不影響使用質素。

為了保持產品良好的狀態

保養時，請注意以下事項。
• 保養前，請先確認電源已經關閉。否則將可能遭到電擊。
• 切勿強力摩擦電極部位。否則可能刮傷電極部位。 • 切勿沖洗本體。
• 切勿使用油漆稀釋劑、去污用揮髮油或酒精等擦拭本體。 • 請確保雙手潔淨，再拿取軟膠貼。
• 請注意避免水分進入控制器。

■ 保養本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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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軟布抹去本體上的汗水或濕氣，切勿刮花本體。
如有髒污，請將軟布浸於以溫水稀釋過的溫和清潔劑（約 3 ～ 5％）後扭乾，然後抹去表面污漬。
將軟布浸泡清水後扭乾，再抹去表面的清潔劑。
清潔後，置於通風良好的陰涼處自然風乾。

트레이닝 종료 후 몸에서 분리하여 고정 밴드를 부착한 채로 클리어 케이스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

1

트레이닝이 종료된 것을 확인합니다 .

请长按（－）按钮，直至听到“哔 - 哔 -”的提示音，关闭主体电源。
• 关闭电源后，也将停止主体的 Bluetooth 通信。

2

‘삐 - 삐 -’ 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 버튼을 계속 눌러서 본체의 전원을 끕니다 .

抓住整个主体，将其慢慢从身体上剥离。
• 请勿从身体上猛地剥离。否则可能导致疼痛、皮肤发红、啫喱贴残留在皮肤上的问题。

3

본체 전체를 잡고 천천히 몸에서 떼어냅니다 .

4

점착면 ( 젤 면 ) 을 보관용 시트에 붙입니다 .

5

클리어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

• 请尽量避免用手指接触粘合面（啫喱面）。

4

按住（－）按鈕，直到發出「嗶─嗶─」聲，關閉本體電源。

將黏貼面（軟膠面）貼上保護貼。

• 若不得不在锻炼过程中取下，请长按（－）按钮，直至听到“哔 -”的提示音，暂停锻炼。

• 请勿过度拉扯主体，或只抓住主体的一小部分或一端进行剥离。否则可能导致主体破损。

- (+) 버튼을 누르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
• 트레이닝 중에 젤 시트가 피부와 분리되면 ‘삣 , 삣’ 하고 경고음을 울려서 알려 줍니다 . 피부에 다시 붙이면 소리가 꺼지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자극 레벨 0 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 (+)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레벨로 조정합니다 .

• 請確定 LED 燈號已熄滅。
• 鍛練過程中不得不取下時，請按住（－）按鈕，直到發出「嗶─」聲，中止鍛練。

KO

锻炼结束后，将主体从身上取下，在将其收纳到清洁袋中时，可以保持装有固定带的状态。

1

確定鍛練已結束。

4

SC

• 请用软布仔细擦拭主体上附着的汗液。

将粘合面（啫喱面）粘贴到底纸上。
• 请勿弯折主体而使啫喱贴之间互相接触。
• 请勿将主体强力按压在底纸上。否则可能损伤粘合面（啫喱面）。

放入清洁袋保管。
• 请将保护盖覆盖于控制部件上。
• 请勿猛地打开清洁袋。否则可能导致清洁袋破损。
• 请勿将主体、底纸、保护盖以外的物品放入清洁袋中。否则可能导致清洁袋破损。

• LED 가 소등된 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 트레이닝 도중 어쩔 수 없이 분리할 경우에는 ‘삐 -’ 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 버튼을 계속 눌러서 트레이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

• 전원을 끄면 본체의 Bluetooth 통신도 꺼집니다 .

•
•
•
•

몸에서 너무 힘껏 떼어내지 마십시오 . 아픔을 느끼거나 피부가 붉어지거나 젤 시트가 피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
본체를 무리하게 잡아당기거나 본체의 일부나 끝부분만을 잡고 떼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 본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점착면 ( 젤 면 ) 은 가능한 한 손가락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
본체에 묻은 땀은 부드러운 천으로 꼼꼼히 닦아내어 주십시오 .

• 본체를 구부리는 등 젤 시트끼리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 보관용 시트에 세게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 점착면 ( 젤 면 ) 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 보호 커버를 컨트롤부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
• 클리어 케이스를 너무 힘껏 열지 마십시오 . 클리어 케이스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 본체 , 보관용 시트 , 보호 커버 이외의 것을 넣지 마십시오 . 클리어 케이스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保管注意事项

종류

전원이 켜졌다

의미

Make sure you have completed training.

Caution on Storage

● 본체 소리의 의미와 종류 ※본체의 소리를 울리는 방법은 개체 차이가 있습니다 .
의미

TC

To Keep the Product in Good Shape

• The device will quit the training if the battery runs low during the training and will give a “pip pip pip pip” sound for approximately one minute. If this happens,
charge the device. To turn off the sound, either charge the device or press and hold on the (-) button until you hear a “beep.”

• 트레이닝 중에 충전지가 다 되면 트레이닝이 도중에 중단되고 약 1 분간 ‘삐삐삐삐’ 하고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 이 경우에는 본 제품을 충전하여 주십시오 . 소리를 멈추려면
충전하거나 ‘삐 -’ 소리가 날 때까지 (-) 버튼을 계속 눌러 주십시오 .

● 本體 LED 的意義和狀態

Connected to Bluetooth

Attached properly

• 每次按下按鈕調節強度時，將發出「嗶」一聲。
• 訓練期間，控制器的 LED 將快速閃爍綠燈。

• 一旦在锻炼过程中电量不足，锻炼将会中途停止，设备持续发出约 1 分钟的“哔哔哔哔”提示音。此时，请对本产品进行充电。如需停止提示音，请进行充电或长按（－）按钮，
直至听到“哔 -”的提示音。

• 请务必在可以观察到控制部件的状态下使用。

SC

按下控制器的（＋）按鈕或（－）按鈕，調節強度。

• Since the level when the power is on is 0 (no stimulus), stimulation will not start unless the (+) button is pressed to Level 1. The stimulation
has 20 levels, from Level 1 (weak) to Level 20 (strong).

Training program automatically lasts for approximately 23 minutes.

2
3

• 開啟電源即開始與本體的 Bluetooth 連線。

• 開啟電源時的強度狀態為 0（無刺激），因此若未按下（＋）按鈕調為強度 1，將不會開始刺激。強度共分 20 段，為強度 1（最弱）～強度 20（最強）。

Using SIXPAD official app, you can adjust the level or stop the training from your smartphone. See SIXPAD official app guide included in the
package for more information.

컨트롤부를 아래로 가게 하여 허리 ( 옆구리 ) 에 본체를 붙입니다 .

控制部件朝下，将主体贴附于上臂。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 사용하려는 부위의 땀이나 젤 , 로션 등을 닦아낸 후 붙여 주십시오 . 닦지 않고 사용하면 본체가 잘 벗겨지거나 컨트롤부에
젤 또는 로션이 들어가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
• 점착면 ( 젤 면 ) 은 가능한 한 손가락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
• 젤 시트는 소모품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
- 개봉 후 1 개월이 지났거나 사용횟수 ( 피부탈착 ) 가 30 회 정도가 되었을 때

開啟電源時，如果軟膠貼未能完全與肌膚貼合，將發出「嗶、嗶」警告聲響。當持續響鳴 2 分鐘後，將自動變為停頓狀態。此時仍在 Bluetooth 連線中。

KO

SC

KO

將本體黏貼在大腿部位，從而使控制器朝向下方。

• 請務必與膝頭後側保持 2 ～ 3cm 以上的距離。否則當本產品邊緣接觸肌膚時，有可
能導致疼痛。
• 請務必在可目視控制器的情況下使用。

2

按住控制器的（＋）按鈕，直到發出「嗶─」聲為止。

• It will beep every time you press the button, and the levels change.

上臂（Body Fit 2）

將本體黏貼在上臂部位，從而使控制器朝向下方。
可用較低強度來鍛練上臂。請注意避免強度過高。

1

• The LED light on the control unit will blink green during training.

將本體黏貼在腰部（腰側），從而使控制器朝向下方。

• 請務必與手踭內側保持 2 ～ 3cm 的距離。否則當本產品邊緣接觸肌膚時，有可能導
致疼痛。
• 請務必在可目視控制器的情況下使用。

• Be sure to avoid the hollow space on the back of the knee by about 2-3 cm.
Otherwise, the edge of the product may touch the skin and may cause pain.
• Always use the control unit where you can see.

靠近關節處

腰部（Body Fit 2）

• Be sure to avoid the elbow pit by about 2-3 cm. Otherwise, the edge of the product
may touch the skin and may cause pain.
• Always use the control unit where you can see.

Attach the main unit to the thigh, so the control unit faces down.

- 黏力減弱、黏貼面（軟膠面）出現乾燥／外翻／無法除去的污漬
• 軟膠貼的使用壽命視乎保養次數、皮膚狀況和保存方法。軟膠貼使用 15 ～ 25 次就會變得容易脫落，但是如果保養得好，就可
以使用得較長久（→本說明書背面「準備」內的「［2］黏貼軟膠貼」）。
• 請勿在靠近關節處使用本產品。否則將有可能受傷。

將本體黏貼在肋骨下方和腰骨之間的部位。

• Once the power is on, the main unit starts Bluetooth connection.

2 Adjust the level by pressing the (+) or (-) button on the control unit.

• 請務必在可目視確認控制器的狀態下使用。

Upper Arm (Body Fit 2)

每個使用部位每日最多使用 1 次。

If the gel sheet is not fully in contact with your skin when the power is ON, it will beep as a warning. If this state continues for about 2 minutes,
the product will turn off automatically. At this time, it is still connected via Bluetooth.

如果感到刺激很微弱，請將黏貼位置每次向上或向下移動 1 ～ 2cm（改
變黏貼位置之前，先關閉本體電源）。

Stomach (Abs Fit 2)
Waist (Body Fit 2)

TC

1 Press and hold the (+) button of the control unit until you hear a “beep.”

TC

EN
1

Thighs / 大腿 / 大腿 / 허벅지

* The illustration shows an example for use. / ※ 插图为使用示意图。/ ※ 插圖為使用示意圖。 / ※일러스트는 사용 이미지입니다 .

使用时请遵守以下注意事项。
• 请先将使用部位的汗液、啫喱、乳液等擦拭干净后再使用本产品。若在未擦拭干净的情况下使用，可能导致主体容易剥落，或
啫喱、乳液进入控制部件，引发故障。
• 请尽量避免用手指接触粘合面（啫喱面）。
• 啫喱贴为消耗品。出现以下几种情况时请更换新的啫喱贴。
- 开封后超过 1 个月，或者使用次数（与皮肤贴合后撕下）
达到约 30 次时

3
After training , you can remove the main unit from your body and put it into the clear case with the support belt on it.

EN

• 在大腿上使用 Body Fit 2 时，请勿行走。否则可能会引发事故或摔伤。

EN

4

Stimulus tempo will
gradually decelerate. (i)

EN
(-) Button /（-）按钮
（－）按鈕 / (-) 버튼

Stomach / 腹部 / 腹部 / 복부

- One month after opening or after using about 30 times (on and off your body)

- 점착력의 저하 , 점착면 ( 젤 면 ) 이 말랐거나 구멍이 생긴 경우 또는 제거할 수 없는 오염이 있을 때
• 관리 빈도나 피부 상태 , 보관 상태 등에 따라 약 15~25 회 정도의 사용으로 젤 시트가 쉽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잘 관
리하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 뒷면 ’ 준비하기’ 의 ‘[2] 젤 시트를 붙이기’ ).
• 관절과 가까운 위치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상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3

Cool down (h)

Changes in sensation (j)

Follow the precautions below when using the product.
• Wipe any sweat, gel, or lotion off the area before placing the pads. Otherwise, the main unit may come off, or the gel or
lotion may get inside the control unit and damage the product.
• Try not to touch the adhesive (gel surface).
• Gel sheets are consumables. Replace with a new sheet when the following applies:
- When the adhesive surface (gel surface) loses its adhesiveness, becomes dry or deformed, or accumulates dirt which
cannot be removed
• Gel sheet life depends on how often you clean, the condition of your skin, and method of storage. They may peel off more
easily after using them 15 to 25 times but cleaning them helps last longer (→ "[2] Attach a Gel Sheet" in "Preparation" on the
front side of this paper).
• Do not use on areas near the joint. Doing so may cause injury.

1

(+) Button /（+）按钮
（＋）按鈕 / (+) 버튼

• Do not use Body Fit 2 on both arms at the same time. If used at the same time, it may cause a deactivation of an emergency stop, leading to
problems such as accidents and not being able to move at will.

Meaning

Remove from Body for Storage / 从身上取下并保管 / 從身體上移除並保存 / 몸에서 분리하여 수납하기

•
•
•
•
•
•

底纸与清洁袋请保持清洁。
请避免让主体及未使用的啫喱贴处于高温多湿处（汽车内等），请将其放置在阴凉干燥处。
请勿随意放置啫喱贴，或将啫喱贴与其他不洁物品一起保管。否则可能造成啫喱贴脏污，从而导致粘合力和电流刺激下降，引起疼痛或烫伤。
请放置在湿度较低的场所。若放置在浴室等处，则可能导致主体内部结露或生锈。
请勿放置在火源附近。
长期不使用时，请将本产品充满电后保管。请每 3 个月运行一次本产品，并再次充电。内置充电电池在不使用时也会缓慢放电，若长期不进行充电，可能会因过度放电，而造成
无法充电的情况。
• 短时间内不使用本产品时，请务必将专用 AC 适配器从插座上拔下。灰尘与湿气可能会造成漏电引火。
• 将清洁袋放置在高温或阳光直射处可能会导致其变色，但不会影响使用品质。

보관 시 주의 사항
•
•
•
•
•
•

보관용 시트 · 클리어 케이스는 청결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
본체나 미사용 젤 시트는 고온 · 다습한 장소 ( 자동차 내부 등 ) 를 피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
젤 시트를 방치하거나 오물이 묻은 것을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 젤 시트가 더러워지면 점착력이나 전기 자극이 약해지거나 통증 또는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습기가 적은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 욕실 등에 방치하면 본체 내부에 결로나 녹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제품을 완전히 충전한 다음 보관합니다 . 또한 3 개월마다 본 제품을 동작시키고 다시 충전하여 주십시오 . 내장 충전지는 미사용 시
에도 조금씩 방전되므로 장기간 충전하지 않으면 과방전으로 인해 충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 한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전용 AC 어댑터를 콘센트에서 뽑은 후 보관하여 주십시오 . 먼지나 습기가 원인이 되어 누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클리어 케이스를 고온 또는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두면 변색될 수 있으나 사용 상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长期使用注意事项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保养时，请注意下列事项。

관리할 때는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
• 관리는 전원이 꺼졌음을 확인한 후에 해 주십시오 .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만지면 자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극부를 강하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 전극부에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본체는 물로 씻지 마십시오 .
• 시너 , 벤젠 , 알코올 등으로 닦지 마십시오 . • 젤 시트는 반드시 청결한 손으로 다루어 주십시오 .
• 컨트롤부에 물기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保养前，请先确认电源已关闭。如果在接通电源的状态下进行保养，则可能会遭到电击。
• 请勿用力摩擦电极。否则可能损伤电极。 • 主体请勿水洗。
• 请勿使用稀释剂、去污用挥发油、酒精等进行擦拭。
• 请注意避免让控制部件沾水。

• 处理啫喱贴时请务必保持双手清洁。

■ 主体的保养

1
2
3
4

为避免划伤主体，请用软布仔细擦拭汗液和湿气。
主体脏污时，请将软布放入温水稀释过的中性洗涤剂（3 〜 5%）中浸湿，充分拧干后，仔细擦拭表面的污垢。
将软布放入清水中浸湿，充分拧干后，擦去洗涤剂。
清洁后，请放在通风良好的阴凉处自然晾干。

■ 본체의 관리

1
2
3
4

본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땀이나 습기를 꼼꼼히 닦아 주십시오 .
오염된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 3~5％로 희석한 중성세제에 부드러운 천을 적셨다가 물기를 잘 짠 후 표면의 오염
물을 꼼꼼히 닦아내 주십시오 .
물에 적신 천을 잘 짠 후 세제를 닦아내 주십시오 .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서 자연 건조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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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This product has a built-in rechargeable battery.
• Do not put it into a fire or heat it and do not charge it, use it or leave it in a hot place. Doing so may result in overheating, fire or rupture.

Warning
Please follow the cautions below when handling the AC adapter.
• Do not cut, damage, bundle or alter the cord. Also, avoid putting anything heavy on it, pulling it or unnecessarily bending it. Doing so could
cause damage to the cord and result in electrical shock, damage to the product, and/or fire.
• Do not charge in wet locations. Doing so could result in electric shock.
• Do not use the AC adapter with its terminal parts bent or connector parts deformed.
• Do not charge the product or plug in/unplug the charging stand adapter when your hands are wet. Doing so may result in electrical shock
and/or burns.
Warning

Instruction Manual <Before You Begin>

Follow the precautions below when using the product. Doing so may result in an accident, electric shock, and/or a fire.
• Plug the adapter for the charging stand in all the way to its base. Also, do not use if it is not securely plugged into the outlet.
• Keep the AC adapter clean by wiping off any dust on them periodically with a dry cloth.
• When connecting the plug or connection part of the AC adapter, check its position and insert it straight.
• Do not allow liquids or foreign articles to adhere to the plug or connector part of the AC adapter.

使用说明书〈序章〉
使用說明書〈開始使用前〉
사용설명서 < 처음에 읽어 주십시오 >

Warranty certificate
Be sure to fill in the date of purchase, store name and other requested information, and keep the warranty certificate after you have read it.

Warranty period

Unplug the charging stand adapter from the outlet in the following cases. Doing so may result in an accident, electric shock, and/or a fire.

516071Aa SPAF

The minimum retention period for service functional parts for this product is 5 years from the discontinuation of manufacture. “Service functional
parts” means parts that are required to maintain the functionality of this product.

When requesting repairs
● Within warranty period
Repairs wi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during the 1 year warranty period in accordance with what is stated on the warranty certificate. To request a
repair, present the warranty certificate at the local agent customer service station or importer.
● After the 1 year warranty has ended
For repairs after the end of the warranty period, consult the local agent customer service station or importer. Repairs will be provided for a fee.

EN,SC,TC,KO

• If water or foreign matter gets into or onto the body of the product, its charging stand or the adapter while charging • If there is a thunderstorm
• If there is a power outage • If the cord of the AC adapter is damaged or cut • When charging is complete • If the product will not be used for
a long time

Rules for Free Repairs
1.

2.

Warning
• Press and hold the (-) button until you hear a “Peep Peep” to turn the power off in areas such as hospitals where the use of the wireless device is prohibited.

EN

Safety Precau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 is used correctly and safely, please read the instruction manual carefully before use.
The precautions described in this manual are intended to ensure the safe and proper use of the product
and to prevent injuries to yourself and others, or damage to property.

Caution
Follow the precautions below when using the product. Doing so may result in an accident, electric shock, injury, damage or soiling.
• Do not heat the product itself or the gel sheet in a microwave or get it close to open flame.
• Do not use this product in any manner other than its intended use and make sure to follow all directions in the instruction manual.
• Do not use the product on small children or pets. Do not let children or pets play with the product.
• Do not spill any liquids on the product.
* Do not use in a humid location, such as in the bathroom.

The following symbols classify and explain the extent of danger or damage that can result from incorrect use.
Caution
This symbol indicates cases in which incorrect use of the product could lead to serious injury or death.

Warning This symbol indicates cases where incorrect use “may lead to death or serious injury.”
This symbol indicates cases in which incorrect use of the product could lead to physical injury or property damage (Damages
affecting buildings, household goods, and livestock and pets).

The following symbols are used in this manual to explain procedures, restrictions, handling precautions, and instructions that
should be followed for safety.
This symbol indicates prohibited actions.
This symbol indicates precautionary measures.
This symbol indicates mandatory actions or instructions.
Disclaimer
Our Company is not responsible for damage resulting from fire, earthquakes, riots, terrorism or other events; from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misuse by the customer; or from abnormal conditions.
Danger
Never use at the same time as the following kinds of medical electrical devices. Doing so may cause an accident or the medical device to malfunction and result in significant bodily harm.
• Implanted medical devices, such as a pacemaker
•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used to sustain life, such as heart-lung machines • Wearable medical devices, such as EKGs

Follow the precautions below when using the product.
• If there is any discomfort or abnormality such as dry skin, rash, redness, itching, burn or inflammation during or after use, immediately discontinue use and consult your doctor. Continued use may aggravate the symptoms.
• If you notice any strange smell or sound, or if any water or other contaminants should happen to get inside the product, switch it off immediately and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Station. Doing so may cause a short circuit, fire or damage to the product.
• Do not share gel sheets with others. Doing so could result in infection.
• Attach the product to the area it will be used and then turn the power on. When you are done using it, turn the power off before removing it
from your body. Failing to do so may result in a strong shock.
• If you sense something abnormal with your skin or body, stop use immediately and consult your doctor. Doing so may result in an accident or
poor health.
• Using the product at a very high level or for a long time may cause muscle fatigue, tingling and/or redness on your skin.
• Remove any jewelry or accessories such as necklaces, belts, and piercings when using this product. Doing so may result in an accident,
injury, or damage.
• Do not apply strong impact to the control unit, or press the (+) and (-) buttons using excessive force. If the product is damaged, it may become uncontrollable, which may result in an accident or injury.

• Do not approach the areas of individuals who have medical device implants (such as a cardiac pacemaker) with the main unit attached
to your body (Keep a distance of at least 22 cm from where the medical devices are implanted).
Warning

Follow the instructions below when handling gel sheets. Doing so may result in pain or burns.
• Do not use damaged, old or dirty gel sheets.
• Do not bend or fold gel sheets. Doing so will damage the gel sheet.
• Stick the gel sheet to your skin. If there is a gap between the gel sheet and the area it is attached to, the electricity will not flow evenly across
the entire surface of the gel sheet and you may feel a strong stimulus or pain.
• Turn off the product before removing the gel sheet.
• Do not use gel sheet after one month of opening or after using about 30 times (on and off your body).
• Always adhere the gel sheet to the electrodes when using the product. Do not touch the electrodes directly when the power is on.
• Make sure your hands are clean when handling the gel sheets.
Caution

*

■ When disposing of this product
Lithium-ion battery used for this product is a precious resource that can be recycled.
Before disposing of this product, please contact your local agent customer service station or importer. The product will be
collected and disposed of correctly.

Main specifications

• Do not charge the unit where multiple power strips or outlet splitters are used. Doing so may result in an accident, electric shock, and/or a
fire.

危险

表示使用方法错误时，“极有可能导致人员死亡或重伤”的内容。

警告

表示使用方法错误时，“有可能导致人员死亡或重伤”的内容。

注意

表示使用方法错误时，“有可能发生人员受伤或财物损失（涉及房屋、家庭财产及家畜、宠物的扩大性损失）”的内容。

警告

出现以下情况时，请将专用 AC 适配器从插座上拔下。否则可能导致事故、触电或起火等。
• 充电时有水或异物进入主体、专用 AC 适配器内，或泼溅在上面时 • 打雷时
• 停电时 • 专用 AC 适配器的电线受损或断裂时 • 充电完成时 • 长时间不使用时

表示禁止行为。
表示需要注意的事项。

SP-AF2212F-R IF-AF2212F-R

SP-BF2213F-R IF-BF2213F-R

Approx. 90 g

Approx. 57 g

External dimensions

Approx. 173 mm x 198 mm

Approx. 112 mm x 245 mm

Size
(Support Belt)

Length: Approx. 100 cm, Width: Approx. 12 cm

Length: Approx. 68 cm, Width: Approx. 6 cm

Recommended temperature range for use

15 to 35 ° C

Materials

■ Main Unit Front: Silicone rubber ■ Main Unit Back: PET ■ Electrodes: Conductive Silver, Carbon Ink ■ USB Cover: Elastomer
■ Control Unit Back: ABS ■ Storage Sheet: PET, PP, Paper ■ Clear Case: EVA ■ Special AC Adapter: PPE ■ Protective Cover: EVA
■ Support Belt:
<FACE> 86% NYLON, 14% ELASTANE <BACK> 100% POLYESTER
<PIPING> 80% POLYESTER, 20% ELASTANE

Items Included and
Accessories

Caution

Warning
Anyone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should not use the product without first consulting a physician. Doing so may cause an accident or problems to the body or skin.
•
•
•
•

Persons prone to allergies • Persons with sensory abnormalities or problems with their skin (infection, inflamed skin or scratches)
Persons with blockages of blood flow
Persons taking medications • Persons with malignant tumors • Persons with any symptoms of cranial nerve abnormality (epilepsy, etc.)
Persons with an impairment in perception due to a significant peripheral circulatory disorder, such as from diabetes • Persons with a
fever (38°C or above) • Persons who need rest
• Persons with an acute (painful) condition, such as spine fracture, sprain, pulled muscle, etc. • Persons with a bone disorder, such as
osteoporosis
• Persons with abnormal blood pressure • Persons whose skin is irritated by the gel sheets • Persons experiencing any specific physical abnormalities • Persons receiving treatment from a medical institution
Even if none of the conditions above apply to you, please consult with your physician if you have any concerns about using the product.
Warning
Do not use the product on the following body parts. Doing so may cause an accident or problems to the body or skin.
• Areas around the heart, such as the chest or shoulder blade, or parts from the neck up (head, face, etc.) • On wounds, or mucous
membranes such as the eyes, mouth or genitals
• On body parts where hair removal treatment was performed the same day • On body parts where plastic surgery has been performed
• On body parts with metal, plastic, or silicone implants
• Spinal column • Tattooed areas
• Abdomen during menstruation
Please do not use anywhere other than as specified in this manual.
Warning
Do not use the product in the following situations.
• While driving an automobile • While exercising • While eating or drinking • During and after drinking alcohol
• While doing household tasks, such as cooking and washing
Doing so may result in an accident or injury.
Warning
Follow the precautions below when using the product. Doing so may result in an accident or injury.
• After turning the power on, if this product starts without any operation, there may be a possibility that its signals are mixed
with other products. In this case, immediately press and hold the (-) button until you hear a “peep peep” to turn the power off
of the main unit then turn it back on.
Warning
Please follow the cautions below.
• Small children and persons who cannot read and understand the instruction manual on their own should not use the product. Doing so
may cause an accident or problems to the body or skin.
• Keep the main unit, AC adapter, and gel sheets away from children’s reach. There is a risk of accidental swallowing. If swallowed, contact your doctor immediately.
• Do not let persons other than the one wearing the product turn on the power or increase the level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wearing it. Doing so may cause an accident or problems to the body or skin.
• Do not disassemble, modify or attempt repairs. Doing so may result in an accident or injury.
• Do not drop, strike or subject the product to any impact. Doing so may damage it. If it is damaged, continuing to use it may result in an
accident or injury.
• Do not let the metal electrodes to touch charging cords or metal. Doing so could result in electric shock.
• Do not use in combination with any other electrical device or beauty equipment. Doing so may make you feel ill or nauseous.
• Do not pull the main unit using excessive force. Doing so may damage the internal electrical lines and other parts of the product.

Caution

Bluetooth

■ Items included: Main Unit, Special AC Adapter
■ Accessories: Storage Sheet, Abs Fit Highly Conductive Gel Sheets
for SIXPAD, Instruction Manual <Before you Begin> (this document),
Instruction Manual <Training>, Warranty Certificate, Clear Case, Support
Belt, and Protective Cover

■ Items included: Main Unit, Special AC Adapter
■ Accessories: Storage Sheet, Body Fit Highly Conductive Gel Sheets
for SIXPAD, Instruction Manual <Before you Begin> (this document),
Instruction Manual <Training>, Warranty Certificate, Clear Case, Support
Belt, and Protective Cover

■ Version: Bluetooth Low Energy Ver4.2
■ Communication System: 2.4 GHz band FH-SS ■ Supported Profiles: Device Information Service/Battery Service (Standard)
■ Transmission Distance: Approx. 10 m

Power Consumption

Approx. 1.6 W (When charging)

Power

Lithium-ion polymer battery (3.7 V DC

AC Adapter

■ Input: 100-240 V AC

Charging Time
Number of Operation
Made by

Precautions for Use
Read the following carefully before using the product.
• Keep electronic devices, such as wristwatches, pedometers, etc., away from your body during use. Doing so may result in malfunction of the electrical device.
• When using the product, do not apply lotion or body cream on the area where you will be attaching this product. Doing so may reduce adhesion of
the gel sheet.

, 180 mAh, 0.666 Wh)

• Keep the product clean as it will come in direct contact with your skin. (For information on how to clean the product, refer to “To Keep the Product
in Good Shape”)

危险

使用时请遵守以下注意事项。否则可能导致事故、人员受伤、触电、产品损坏或脏污。
• 请勿将主体或啫喱贴放在微波炉中加热，或靠近火源。
• 请勿用于规定用途以外的使用目的，或以使用说明书中未介绍的方法使用本产品。
• 请勿用于婴幼儿或宠物身上。请勿将本产品当作婴幼儿或宠物玩具来使用。
• 请勿将液体泼洒在产品主体上。
• 请勿在浴室等湿度较高的场所使用本产品。

• 请勿在贴有主体的状态下，靠近使用植入式医疗设备（心脏起搏器等）的患者的植入部位（请确保本产品距离植入医疗器械 22cm 以上）。
注意
警告
以下人士请勿使用。 否则可能引发事故或皮肤、健康方面的问题。
• 心脏病患者 • 孕妇、刚生产后的女性

警告
以下人士使用本产品前请务必咨询医生。否则可能引发事故或皮肤、健康方面的问题。
• 过敏体质者 • 皮肤有知觉障碍或异常（感染、皮炎或伤口等）者 • 血液循环障碍患者
• 正在服药治疗的患者 • 恶性肿瘤患者 • 颅脑神经异常者（癫痫等）
• 因糖尿病等导致的高度末梢循环障碍出现知觉障碍者 • 发热（38 度以上）患者 • 需静养者
• 脊椎骨折、扭伤、肌肉拉伤等急性（疼痛性）疾病患者 • 骨质疏松等骨骼异常者
• 血压异常者 • 肤质不适合使用啫喱贴者 • 明显感觉身体异常者 • 正在医疗机构接受治疗的患者
上述情况以外对使用本产品感到不安者，请咨询医生。
警告
请勿将本产品用于以下部位。否则可能引发事故或皮肤、健康方面的问题。
• 胸部及肩胛骨等心脏周边部位、颈部以上的部位（头部、面部等） • 伤口及眼睛、口腔、阴部等粘膜部位
• 当天进行脱毛处理的部位 • 做过整形手术的部位 • 植入金属、塑料、硅胶等物体的部位
• 脊柱（脊椎） • 刺青（纹身）部位
• 处于生理期时的腹部
请切勿用于本说明书指定以外的身体部位。

使用时请遵守以下注意事项。
• 使用时或使用后若感到疼痛或不适、出现皮肤粗糙干裂、皮疹、发红、瘙痒、烫伤、发炎等异常情况，请立即停止使用并咨询医生。若继续
使用则可能导致症状恶化。
• 产品发出异味、异响，或者产品内部有水等其他异物进入时，请立即关闭电源，并咨询 MTG 客户咨询中心。否则可能引起短路、故障或起火。
• 请勿与其他人共用啫喱贴。否则有可能传播疾病。
• 请将主体贴附在使用部位后再接通电源。使用结束后，请务必先关闭电源，再将主体从身体上剥离。否则可能受到强烈刺激。
• 感到身体不适或皮肤出现异常时，请立即停止使用并就医。否则可能导致事故或引起身体不适。
• 随意提高刺激强度或连续多次使用，可能导致肌肉疲劳、皮肤刺痛或发红。
• 使用本产品时，请摘下首饰（项链、耳环、腰带等）。否则可能导致事故、人员受伤或产品破损。
• 请勿对控制部件施加强烈冲击，或过度用力按压（+）（-）按钮。一旦发生损坏，可能导致控制失灵，引发事故或人员受伤。

注意
使用时请遵守以下注意事项。
• 请勿使用排插进行充电。否则可能导致事故、触电或起火等。

• 饮酒时、饮酒后

警告
使用时请遵守以下注意事项。否则可能会引发事故或导致人员受伤。
• 接通电源后，若本产品在未进行任何操作的情况下发生动作，则可能是与其他产品等发生了串线。此时，请立即长按（－）按钮，直至听到“哔 哔 -”的提示音，在关闭本产品电源后，重启主体电源。
警告
请务必遵守以下注意事项。
• 婴幼儿或无法独立理解使用说明书内容的人士切勿使用本产品。否则可能引发事故或皮肤、健康方面的问题。
• 请勿将主体、专用 AC 适配器及啫喱贴放置在婴幼儿可以接触到的地方。否则可能导致烫伤或误吞。若不慎误吞，请立即就医。
• 除了使用者本人，请勿在未经本人同意的情况下接通电源或提高强度。否则可能引发事故或皮肤、健康方面的问题。
• 请勿自行拆解、改造、维修本产品。否则可能会引发事故或导致人员受伤。
• 小心不要使产品掉落或受到碰撞冲击。否则可能损坏本产品。若继续使用受到损坏的产品，则可能引发事故或导致人员受伤。
• 电极请勿接触充电线或金属类。否则可能导致触电。
• 请勿与其他电子产品或美容仪器等一起使用。否则可能导致身体不适或出现不良反应。
• 请勿强行用力拉扯主体。否则可能导致内部电线和其他部件等的损坏故障。

注意
使用时请遵守以下注意事项。
• 对主体进行充电时，请使用随附的专用 AC 适配器。使用非专用品，可能导致故障或起火。
• 请勿使用专用 AC 适配器对其他产品进行充电。
• 请勿将金属制品、夹子或污物附着在电源插头与充电端子上。
• 收纳时请勿将专用 AC 适配器的电线缠绕在适配器主体上。
• 拔下专用 AC 适配器时，请务必握住适配器主体与产品主体侧的接头将其拔下，而不是拉扯电线。
• 请勿握着专用 AC 适配器或电线来拉扯拖动主体。否则可能导致故障，或划伤桌面、地板等。
注意
使用时请遵守以下注意事项。
• 在使用官方 APP 之前，请仔细阅读智能手机的使用说明书。一旦使用错误，可能导致智能手机故障。
• 部分航空公司可能不允许将本产品带入机舱内。请事先咨询您搭乘航班所属航空公司或机场安保部门。

使用注意事项
使用时，请摘下电子设备（手表、计步器等），使其远离主体。否则可能导致电子设备失灵。
使用本产品之前，请勿在贴附本产品的位置涂抹乳液或身体霜等。否则可能导致啫喱贴粘合力下降。

Approx. 5 hours

•

事先去除使用部位的毛发，可使啫喱贴更好地贴合肌肤。但是，脱毛当天请勿使用。

Approx. 30 times (At Level 8, Room Temperature 20 °C)

•

使用前请勿冷却或加热本产品，否则可能导致产品变形。此外，请勿在桑拿房等会使本产品产生急剧温度变化的环境下使用。

MTG Co., Ltd. (Japan) Country of origin: China

•

本产品须紧密贴合肌肤，请事先清洁干净。（关于保养方法，请参阅“长期使用注意事项”）

•

本产品不防水。请勿在可能沾到水或湿度较高的场所使用本产品。

•

长期使用导致主体划伤或出现裂缝时，请停止使用并予以废弃。

•

极少数情况下，本产品会产生异味，但并非品质问题。

SIXPAD Abs Fit Gel Sheet
(Abs Fit Highly Conductive Gel Sheets for SIXPAD)

SIXPAD Body Fit Gel Sheet
(Body Fit Highly Conductive Gel Sheets for SIXPAD)

Model Number

SP-AF2214G IF-AF2214G

SP-BF2216G IF-BF2216G

受使用次数及使用状况影响，电极可能会变黑

Weight

Approx. 21 g (6 pcs) (Approx. 3.5 g/pc)

Approx. 12 g (2 pcs) (Approx. 6 g/pc)

•

External dimensions

Gel Sheet Only: Approx. 64 mm x 37 mm
With Protective Sheet: Approx. 69 mm x 42 mm

Gel Sheet Only: Approx. 90 mm x 51 mm
With Protective Sheet: Approx. 95 mm x 56 mm

■ 本产品 Bluetooth 功能使用注意事项

Materials

Acrylic polymer

Made by

MTG Co., Ltd. (Japan)
Gel Sheet Raw Material: Japan, Manufacturing/Processing: China

* In the interest of product improvement, these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If anything else is abnormal, immediately discontinue use of the product and contact the local agent customer service station or importer.

Manufactured for MTG Co., Ltd.
MTG No.2 Hikari Bldg., 4-13 Honjindori, Nakamura-ku, Nagoya-shi, Aichi 453-0041, Japan
http://www.mtg.gr.jp

保修期为购买之日起 1 年以内。
※ 使用中发生异常时，请咨询所购买产品的销售店或当地的客服中心。

本产品的维修用性能部件的最低保有期间为制造停止后 5 年。维修用性能部件是指维持本产品功能所需要的部件。

申请维修时
● 保修期内
购买日起 1 年内根据保修书记载的内容本公司将给予无偿修理。请向购买时的销售店或者当地客户咨询中心出示保修书，申请修理。
● 保修期（1 年）已过时
关于保修期满之后的修理，请咨询购买时的销售店或者当地客户咨询中心。本公司将根据顾客的要求进行有偿修理。

1. 在遵守使用说明书各项注意事项的情况下使用本产品，如在保修期内发生故障，本公司将给予无偿修理（配件除外）。
a） 申请免费修理时，请携带本产品和保修书并向销售店出示保修书。
b） 无法在购买时的销售店申请无偿修理时，请咨询当地客户咨询中心。
2. 即使在保修期内，以下情况仍属于有偿修理范围。
a） 使用上的错误及不当的修理、拆解、改造等造成的故障及损伤
b） 购买后的运输、掉落等导致的故障及损伤
c） 火灾、地震、水灾、雷击或其他自然灾害、公害等不可抗力导致的故障及损伤
d） 车载、船载等引起的故障及损伤
e） 不能出示保修书时
f） 未在保修书中填写购买日期、顾客姓名、销售店名时，或者字迹有涂改时
g） 以使用说明书中未记载的方法使用而造成的故障及损伤
h） 使用后疏于保养导致的故障及损伤
i） 非一般家庭使用（商业用途等）时造成的故障及损伤
j) 使用非专用啫喱贴所造成的故障及损伤
3. 本保修书仅在中国大陆地区有效。
4. 保修书不可补发，请务必妥善保管。
※ 保修书上记载的个人信息（姓名、地址、电话号码）可能会用于保修期内的服务活动及之后的安全检修活动，敬请谅解。
※ 保修书承诺在明示的期限、条件下无偿予以修理。因此，根据保修书规定，保修书发行人（保修负责人）及其他厂商不可限制顾客在法律上应享
有的权利。

■ 废弃本产品时
本产品使用的锂离子电池是可回收的宝贵资源。
废弃本产品时，请联系当地客户咨询中心。我们将负责回收并实施妥善处置。

主要规格
SIXPAD Abs Fit 2

SIXPAD Body Fit 2

产品型号

SP-AF2212F-R IF-AF2212F-R

SP-BF2213F-R IF-BF2213F-R

重量

约 90g

约 57g

外形尺寸

约 173mm×198mm

约 112mm×245mm

长约 100cm、宽约 12cm

长约 68cm、宽约 6cm

尺寸
（支撑带）
建议使用环境温度

15 〜 35℃

材质

■主体表面 ：硅胶 ■主体背面 ：PET ■电极 ：导电银碳墨 ■ USB 盖 ：高弹体
■控制部件内 ：ABS ■底纸 ：PET、PP、纸 ■清洁袋 ：EVA ■专用 AC 适配器 ：PPE
■支撑带 ：
< 表侧 > 锦纶 86%、氨纶 14% < 里侧 > 聚酯纤维 100%
< 包边部分 > 聚酯纤维 80%、氨纶 20%

■保护盖 ：EVA

■包装内容清单 ：主体、专用 AC 适配器
■包装内容清单 ：主体、专用 AC 适配器
■配件：底纸、SIXPAD 专用 Abs Fit 高传导性啫喱贴、使用说明书〈序章〉 ■配件 ：底纸、SIXPAD 专用 Body Fit 高传导性啫喱贴、使用说明书
〈序
（本书）、使用说明书〈锻炼〉、保修书、清洁袋、支撑带、保护盖
章〉（本书）、使用说明书〈锻炼〉、保修书、清洁袋、支撑带、保护盖

包装说明 / 配件

Bluetooth

■版本 ：Bluetooth Low Energy Ver4.2
■通信方式 ：2.4GHz band FH-SS ■支持配置 ：Device Information Service / Battery Service
（标准规格）
■通信距离 ：约 10m

功率

约 1.6W（充电时）
、180mAh、0.666Wh）

电源

锂离子聚合物电池（DC3.7V

AC 适配器

■输入 ：AC100-240V

充电时间

约 5 小时

可使用次数

约 30 次（强度 8、室温 20℃时）

制造商

株式会社 MTG（日本） 原产国 ：中国

、50Hz/60Hz

■输出 ：DC5V

、700mA

■电源线长度 ：约 1.5m

使用本产品时，请仔细阅读以下内容。
•

, 700 mA ■ Cord Length: Approx. 1.5 m

保修期

注意
使用啫喱贴时，请遵守以下事项。否则可能导致疼痛或烫伤。
• 请勿使用破损、劣化、脏污的啫喱贴。
• 请勿弯曲或折叠啫喱贴。否则可能导致啫喱贴破损。
• 请使啫喱贴与皮肤紧密贴合。若贴合处存在间隙，则电流无法均匀流过整个啫喱贴，可能导致局部强烈的刺激感。
• 取下啫喱贴时，请先关闭本产品的电源。
• 开封后超过 1 个月，或者使用次数（与皮肤贴合后撕下）达到约 30 次时，请勿继续使用该啫喱贴。
• 请务必将所有的电极都贴上啫喱贴再使用。通电时，切勿直接触碰电极。
• 处理啫喱贴时请保持双手清洁。

•

, 50 Hz/60 Hz ■ Output: 5 V DC

• Gel sheets adhere to the skin better if the hair in the area has been removed. However, do not use on the day the hair is removed.
• Do not heat or cool the product before use, as doing so may deform it. Also, do not use in a manner that subjects the product to sudden changes
in temperature, such as pouring hot water on it, using it in a sauna, etc.

注意

危险

警告
本产品内置有充电式电池。
• 请勿投入火中、对其加热，或在高温环境下充电、使用、放置。否则可能导致发热、起火或破裂。

Follow the precautions below when using the product.
• Before using the official app, read the instruction manual of the smartphone carefully. When used incorrectly, it may damage your smartphone.
• Bringing the product into the aircraft may be prohibited depending on the airline. Please contact the security department of the airlines or the
airport in advance.

因火灾、地震、暴乱、恐怖袭击以及由于故意、疏忽、使用不当等造成的损坏，本公司将不承担任何责任。

切勿将本产品与下列医用电子仪器同时使用。否则可能引发事故或导致医用电子仪器失灵，给身体带来严重损害。
• 心脏起搏器等植入式医用电子仪器
• 人工心肺机等用于维持生命的医用电子仪器 • 动态心电图等可穿戴医用电子仪器

请务必确认保修书上已如实填写“购买日期、销售店名”等事项，仔细阅读内容后妥善保管。

无偿修理规定

警告
使用时请遵守以下注意事项。
• 在医院等禁止使用无线设备的区域内，请长按（－）按钮，直至听到“哔 - 哔 -”的提示音，关闭电源。

免责事项

保修

维修用性能部件的最低保有期

使用时请遵守以下注意事项。否则可能导致事故、触电或起火等。
• 请将专用 AC 适配器切实插入至插座底部。此外，插入插座时如果出现松动，请勿使用。
• 请定期使用干布等擦拭专用 AC 适配器上的灰尘等。
• 在连接专用 AC 适配器的插头及接头时，请确认好连接的方向，再笔直插入。
• 请避免液体或异物附着在专用 AC 适配器的插头及接头上。
警告

需要遵守的事项通过以下标记说明。

警告
以下情况请勿使用本产品。
• 驾驶过程中 • 运动过程中 • 进食过程中
• 正在进行做饭、洗衣等家务时
否则可能导致事故或人员受伤。

Weight

Follow the precautions below when using the product.
• Use the AC adapter designed for this product to charge the product. An accident and/or fire may result if anything else is used.
• Do not charge any other products with the AC adapter designed for this product.
• Do not allow things like hairpins and other debris to stick to the electrical plug or charging stand terminals.
• Refrain from wrapping the cord of the AC adapter around the adapter body during storage.
• When unplugging the AC adapter, never pull on the cord; hold the body of the adapter or the connector on the main unit side to unplug.
• Do not drag and move the main unit around by holding only the AC adapter or the cord. Doing so may damage it or scratch the surface of
the desk, floor, etc.

SIXPAD Body Fit 2

Model Number

Follow the precautions below when using the product.

The following persons should not use this product. Doing so may cause an accident or problems to the body or skin.
• Persons with heart disease • Women who are pregnant or have just given birth

3.
4.
*

If this product fails within the warranty period when used correctly in accordance with the precautions in the instruction manual, repairs wi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Excluding accessories).
a) When requesting a free repair, bring the warranty certificate and the product to the store of purchase and present them with your request.
b) If the store of purchase cannot provide free repairs, please contact your local customer service station or importer.
Even within the warranty period, a fee will be charged for repairs in the following cases:
a) Product damage due to incorrect use, inappropriate repair, disassembly, or modification
b) Product damage due to transport or dropping after purchase
c) Product damage due to fire, earthquake, water damage, lightning, other natural disasters, or pollution
d) Product damage that occurs when loaded onto an automobile, ship, or other vehicles
e) When the warranty certificate is not presented
f) If the date of purchase, customer name, or store name is not written on the warranty certificate or has been altered
g) Product failure or damage due to use contrary to that indicated in the instruction manual
h) Product damage due to neglect of care after use
i) Product damage that occurs when used other than for ordinary personal use (for example, commercial use)
j) Product damage in cases where any non-genuine gel sheets have been used
The warranty certificate is only valid in the country or area of purchase.
Keep the warranty certificate as it will not be reissued.
Please understand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that you as the customer enter on the warranty certificate form may be used for after service during the warranty period and for safety inspection services afterward.
The warranty certificate promises free repairs during the period under the conditions stated on the warranty certificate. Therefore, the warranty
certificate does not limit the legal rights of the customer with regard to the party issuing the warranty certificate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warranty certificate) or other businesses.

SIXPAD Abs Fit 2
Caution

Danger

sixpad_fit2_precautions_ML4_170615A-2_cs6.indd 2

使用专用 AC 适配器时，请务必遵守下列注意事项。
• 请勿使电线受损、破裂，或对其进行捆扎或加工。并且，请勿在电线上放置重物、拉扯电线或过度弯曲。否则可能损伤电线，导致触电或引
发故障与火灾。
• 请勿在有水的地方充电。否则可能导致触电。
• 一旦专用 AC 适配器的端子弯曲或接头变形，请勿使用。
• 请勿用湿手充电及插拔专用 AC 适配器。否则可能导致触电或烫伤。

使用方法错误时，其危害及损害的程度通过以下标记分别说明。

Minimum retention period for service functional parts

Follow the precautions below when using the product.

Caution

安全注意事项
使用前，请务必仔细阅读“安全注意事项”，正确安全地使用本产品。
此处所列注意事项是为了避免给您及他人的安全带来危害或造成财产损失，让您能够正确并安全地使用本产品。

The warranty period is 1 year from the date of purchase.
* If there are any problems during use, please consult with the local agent customer service station or importer.

保修和售后服务

警告

表示必须遵守的行为及指示。
Warning

Electronic Muscle Stimulator
Abs Fit 2: SP-AF2212F-R IF-AF2212F-R
Body Fit 2: SP-BF2213F-R IF-BF2213F-R

Danger

SC

Warranty and After-sales Service

这是由电极材质变色所引起，并不属于发霉或脏污等不洁物质。而且，变色不会降低本产品性能。

•

出于无线通信时的安全考虑，设置了基于 Bluetooth 标准规格的安全功能，但根据使用环境及个人设置，可能无法充分满足安全要求。在进行
Bluetooth 数据通信时，请小心谨慎。

•

对于 Bluetooth 通信时发生的数据及信息泄露，本公司概不负责。敬请谅解。

•

通信时，请勿将 IC 卡等其他通信媒介或金属、磁铁等产生磁场的物体靠近本产品。否则可能会造成故障或数据错乱。

•

在使用本产品之前，请仔细阅读智能手机的使用说明书。

•

各国可以使用的频道不同。根据各国的规定，可能会对 Bluetooth 功能的使用进行限制。请在确认国家 / 地区的法律规定等条件后使用。

•

本产品尚未经过与所有智能手机间的连接测试。因此，本产品无法确保所有智能手机的操作。

•

Bluetooth 的文字标识与商标是 Bluetooth SIG, Inc. 的注册商标，株式会社 MTG 获准使用这些标识。

SIXPAD Abs Fit Gel Sheet
（SIXPAD 专用 Abs Fit 高传导性啫喱贴）

SIXPAD Body Fit Gel Sheet
（SIXPAD 专用 Body Fit 高传导性啫喱贴）

产品型号

SP-AF2214G IF-AF2214G

SP-BF2216G IF-BF2216G

重量

约 21g（6 片）（1 片 约 3.5g）

约 12g（2 片）（1 片 约 6g）

外形尺寸

仅啫喱贴 ：约 64mm×37mm
含保护贴 ：约 69mm×42mm

仅啫喱贴 ：约 90mm×51mm
含保护贴 ：约 95mm×56mm

材质

丙烯酸类聚合物

制造商

株式会社 MTG（日本）
啫喱贴原料 ：日本 生产 / 加工 ：中国

※ 由于产品改良，部分规格可能会有所变更，恕不另行告知。
※ 经上述处理后，异常仍持续时，请立即停止使用，并联系所购买产品的销售店或当地客户咨询中心。

[ 制造商 ] 株式会社 MTG
邮编 : 453-0041

地址 : 爱知县名古屋市中村区

本阵通 4 丁目 13 番 MTG 第 2HIKARI 大厦
http://www.mtg.gr.jp

®

发行时间 2017/06

初版

• This product is not waterproof. Do not use in a location that is humid or where it may get wet.
• Dispose of the product if cuts or cracks develop after using the product for a long time.
• The product may emit an odor; however, that will not affect the quality of this product.
The electrodes may turn black, depending on the number of times used and/or the usage conditions
• The electrode material itself is being discolored. It is not anything unsanitary, such as mold or dirt, and it does not diminish the performance of the
product.

Publication Date: 2017/06 1st Edition

■ Precautions for the Use of Bluetooth Function on this Product
• As security measures for wireless communication, we provide the security function according to Bluetooth standard specification; however, this
may not be sufficient depending on the usage environment and your settings. Please be cautious when transmitting data via Bluetooth.
• We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data or information leaked through a Bluetooth communication. Thank you for your kind understanding in advance
• Do not bring other communication media such as IC cards or other items that generate a magnetic field (metal or magnet) into the vicinity during
the communication. Doing so may cause malfunction or data damage.
• Before using this product, read the smartphone instruction manual carefully.
• Available channels vary by country. In some countries, use of the Bluetooth function may be limited. Use according to the restriction or regulations
of the area or country.
• This product has not been tested for connection with all smartphones. Therefore, it does not assure the operation with all smartphones.
• The wordmark and logo of Bluetooth ®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Bluetooth SIG, Inc., and MTG uses these marks according to a licensing
agreement.

17/06/1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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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告

安全注意事項

操作專用 AC 變壓器時，請遵守下列注意事項。

使用前請先詳閱本「安全注意事項」，正確安全地使用本產品。
此處所標示的注意事項，是為了防範對您及其他人造成危害或財物損失，讓您能夠正確並安全地使用本產
品。
錯誤使用時，其危害或損害程度輕重將依下列標示分別說明。

危險

此標示表示因使用不當而「極有可能會造成死亡或重傷」的內容。

警告

此標示表示因使用不當而「可能會造成死亡或重傷」的內容。

注意

此標示表示因使用不當而「可能會造成使用者受傷或財物損毀（損毀波及住屋、財物及家畜和寵物等）」的內容。

必需遵守之事項內容，依照以下標示說明。
此標示告知此為禁止行為。
此標示告知需要注意之事項。
此標示告知此為務必遵從或指示行為。

• 請勿使電線受損、破裂，或對其進行綑綁、加工。此外，請勿在電線上放置重物，或拉扯電線、用力彎曲。否則可能會損壞電線，導致觸電、
故障、起火。
• 請勿在有水處進行充電。否則有可能發生觸電。
• 專用 AC 變壓器的端子部分如有彎曲，或接頭部分變形，請勿使用。
• 請勿用濕手進行充電或拔除專用 AC 變壓器。否則可能導致觸電或燙傷。

警告
使用時敬請遵守下列注意事項。否則可能導致事故、觸電或起火等。
•
•
•
•

請將專用 AC 變壓器完全插入至插座內部。插入插座時，插頭如有鬆動，請勿使用。
請定期用乾布等擦拭專用 AC 變壓器上的灰塵等。
連接專用 AC 變壓器的插頭和接頭部分時，請先確認連接方向，再筆直插入。
請勿讓專用 AC 變壓器的插頭和接頭部分附著液體或異物。

警告
下列情形請從插座拔除專用 AC 變壓器。否則可能導致事故、觸電或起火等。

警告
使用時敬請遵守下列注意事項。

免責事項
注意
使用時敬請遵守下列注意事項。否則，可能導致事故、受傷、觸電、破損或髒污等。

危險
切勿將本產品與下列醫療電子儀器同時使用。否則將有可能發生意外或造成醫療電子儀器失靈，給身體帶來嚴重傷害。
• 心律調節器等植入式醫療電子儀器
• 人工心肺等維生用醫療電子儀器 • 心電圖機等穿戴式醫療電子儀器

危險
• 在黏貼本體的狀態下，請勿靠近裝置植入式醫療電子儀器（心律調節器等）的裝置部位（本產品與裝置部位請距離 22cm 以上）。

• 請不要使用微波爐等對本體及軟膠貼進行加熱，也不要使其靠近火源。
• 請勿用於既定用途以外或使用說明書記載以外的方法。

• 請勿用於嬰幼兒或寵物身上。請勿將本產品當作嬰幼兒或寵物玩具。
• 請勿濺灑液體於產品本體。
• 請勿於浴室等濕度較高的地方使用本產品。
注意
使用時敬請遵守下列注意事項。

警告
以下人士請勿使用本產品，否則可能會引起意外或損害皮膚及身體。
• 心臟病患者

• 懷孕中或於產後調理期的女性

警告
以下人士請務必向醫生諮詢後再使用本產品 , 否則可能會引起意外或損害皮膚及身體。

• 過敏體質者 • 患有麻木性皮膚病或皮膚異常者（皮膚感染、皮膚炎、受傷等） • 血液循環障礙者
• 正在服用藥物者 •惡性腫瘤患者 • 腦神經異常者（癲癇等）
• 因糖尿病等引發嚴重末梢血液循環障礙，導致有知覺障礙者 • 發燒者（38℃以上） • 需靜臥療養者
• 患有脊椎骨折、扭傷、肌肉拉傷等急症（疼痛性）者 • 骨骼異常者，患有骨質疏鬆者等
• 血壓異常者 • 膚質不適合使用軟膠貼者 • 感到身體有異狀者 • 正在醫療機構接受治療者
即使並非以上對象，如對使用上有任何不安，也請諮詢專科醫生。
警告
請勿將本產品使用於下列部位 , 否則可能會引起意外或損害皮膚及身體。

• 胸部、肩胛骨等心臟四周，或頸部以上部位（頭、臉等） • 傷口、眼、口、陰部等黏膜部位
• 當天曾進行脫毛的部位 • 曾進行整形手術的部位 • 金屬、塑膠、矽膠等植入部位
• 脊椎 • 紋身部位
• 處於生理期的腹部
切勿使用於本書指定部位以外的身體部位。
警告
在以下狀態請勿使用本產品。

• 駕駛汽車時 •運動時 •進食中
• 進行料理、洗衣服等家務時
以免導致意外或受傷。

警告
使用時敬請遵守下列注意事項。否則將有可能發生意外或受傷。
• 開啟電源後，若本產品未經任何操作卻有動作，可能是收到其他產品等的訊號。此時，請立即按住（－）按鈕，直到發出「嗶─嗶─」
聲，關閉本產品的電源後再重新開啟本體電源。
警告
請遵守以下注意事項。
•
•
•
•
•
•
•
•

• 使用過程中或使用後，若感到肌膚疼痛不適，或發生皮膚乾裂、泛紅、腫脹、搔癢、燙傷、發炎等異常情況，請立即停止使用，並諮詢皮膚
科醫生。此時如繼續使用，將有可能導致症狀惡化。
• 若本產品出現異味、異常聲音或內部滲入水等異物時，請立即關閉電源，並洽進口商客服中心。否則將有導致短路、故障及火災。
• 請勿與他人共用軟膠貼。否則將有可能傳染疾病。
• 於欲使用部位貼上本產品後，再啟動電源。使用後請先關閉電源，再將本體由身體剝離。否則將有使身體承受強烈刺激之虞。
• 如果身體或肌膚感到不適，請立即停止使用並前往就醫。否則將有可能發生意外或造成身體不適。
• 若隨意調高強度或連續多次使用，可能會導致肌肉疲勞、皮膚刺痛或發紅。
• 使用本產品時，請摘下身上飾品（項鍊、耳環、腰帶等）。否則，可能會導致事故、受傷或產品破損等。
• 請勿讓控制器受到強烈撞擊，或過度且大力按壓（+）（-）按鈕。否則將有可能導致損壞，使控制器失靈，而造成意外或受傷。

嬰幼兒，或無法自行理解本使用說明書內容者，切勿使用本產品。否則可能會引起意外或損害皮膚及身體。
切勿將本體與專用 AC 變壓器、軟膠貼放置於孩童伸手可及之處。否則將有可能造成燙傷、誤吞。如發生誤吞情況，請立即到醫院就診。
非穿戴的本人請勿未經本人同意開啟電源或調高強度。否則可能會引起意外或損害皮膚及身體。
切勿自行分解、改造、修理本產品，否則將有可能發生意外或受傷。
切勿使產品掉落或受到撞擊，否則將有可能使產品受損。此時如仍執意使用，將有可能發生意外或受傷。
請不要讓電極部位接觸充電電線或金屬類。否則有可能發生觸電。
切勿與其他電子產品、美容儀器同時使用。否則將有可能引起身體不適或出現不良反應。
請勿勉強大力拉扯本體。否則將有可能導致內部通電結構斷裂而損壞。

警告
本產品內置有充電式電池。

• 請勿投入火中、對其加熱，或以高溫的狀態進行充電、使用、放置。否則將有可能使產品發熱、起火或破裂。

保修期
保修期為購買日期起 1 年以內。
※ 在使用期間內發生異常時，請洽當地代理或進口商客服中心。

사용 전에 반드시 이 ' 안전상의 주의 ' 를 잘 읽으신 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여기에 나타낸 주의사항은 사용자와 그 외의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미연
에 방지하며 , 본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

維修用功能零件供應期

올바르지 못한 사용방법으로 인한 위해와 손해의 정도를 아래의 표시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

本產品維修用功能零件的最低供應期為產品停止製造後 5 年。所謂維修用性能部件，是指維持本產品功能所需要的部件。

委託維修時
● 保修期內
顧客購買後 1 年內，將基於保證書內所記載內容提供免費維修服務。委託維修時，請向當地代理或進口商客服中心出示保證書。
● 超過保修期（1 年）時
有關超過保修期之後的維修，請洽當地代理或進口商客服中心。本公司將依客戶要求提供付費維修服務。

請勿使用破損、劣化、髒污的軟膠貼。
請勿屈曲軟膠貼。否則將導致軟膠貼破損。
使用軟膠貼時，請緊貼皮膚。如果肌膚黏貼處有空隙，電流將無法平均流經軟膠貼，有可能導致局部強烈的刺激感。
取下軟膠貼前，請先關閉本體電源。
軟膠貼開封後超過 1 個月，或使用次數（黏貼肌膚）達到約 30 次時，請勿使用。
請務必在所有電極部位貼上軟膠貼後再使用。通電時，切勿直接觸碰電極。
請確保雙手潔淨，再拿取軟膠貼。

注意
使用時敬請遵守下列注意事項。

注意

1.

遵守使用說明書中的各項注意事項正確使用本產品時，若在保修期內發生故障，本公司將提供免費維修服務（配件除外）。
A） 符合免費維修條件時，請於保修期內攜帶本產品與保證書至原購買商家提出申請。
B） 當個別原購買商家無法提供免費維修服務時，請洽當地代理或進口商客服中心。
2. 即使於保修期內，以下情況仍屬於付費維修範圍：
A） 因使用方法錯誤或不當的修理、分解、改造等造成產品故障或損傷。
B） 購買後由於運輸或掉落等造成產品故障或損傷。
C） 因火災、地震、水災、雷擊、其他自然災害、公害等造成產品故障或損傷。
D） 意外事件造成產品故障或損傷。
E） 未能出示保證書。
F） 保證書上未有填寫購買日期、顧客姓名、購買店名，或內容出現塗改。
G）未遵守使用說明書記載的方法使用，造成產品損傷。
H） 使用後疏於保養，造成產品故障或損傷。
I） 非一般家庭使用（例如商業用途等）造成的產品故障或損傷。
J） 使用非專用軟膠貼導致的故障及損傷。
3. 保證書只限於購買國家、地區有效。
4. 保證書恕不補發，敬請妥善保管。
※ 本公司可能將保證書上登記的顧客個人資料（姓名、地址、電話號碼）作為保修期間內的服務活動或後續產品安全檢查活動之用，敬請見諒。
※ 保證書約定於保證書明訂期限內以及所定條件下得以進行免費維修。因此依據保證書條款所示，保證書發行人（保修責任人）及其他廠商，不得
限制顧客法律上的權利。

請使用隨附的專用 AC 變壓器進行本體的充電。如果使用其他充電用品，可能導致故障或起火。
請勿將專用 AC 變壓器用於其他產品的充電。
請勿讓金屬製品、髮夾和污物附著在電源插頭和充電端子上。
收納時請勿將專用 AC 變壓器的電線纏繞在變壓器本體上。
要拔除專用 AC 變壓器時，請務必握住變壓器本體和本體側接頭後拔除，切勿握著電線拔除變壓器。
請勿握著專用 AC 變壓器或電線來拉扯拖動本體。否則可能導致故障，或刮傷桌面、地板等。

注意
使用時敬請遵守下列注意事項。

• 使用官方應用程式前，請仔細閱讀智能手機的使用說明書。使用錯誤可能會導致智能手機故障。
• 能否攜帶本產品登機，依航空公司規定而不同。請事前諮詢搭乘的航空公司或機場保安部門。

使用注意事項
使用本產品前，請先詳閱以下內容。

• 長期使用下，本體如果發生損傷或乾裂，請立即停止使用並予以廢棄。
• 在極少數的情況下，本產品可能發出異味，這並不影響使用品質。
根據使用次數和使用情況，有時會有電極部位變黑的情況
• 這是因為電極材質的顏色發生了變化，並非是發霉或污垢等髒污，並不會降低本產品的性能。
■ 本產品 Bluetooth 功能的使用注意事項

올바르지 못한 사용방법으로 인해 ' 사람이 가벼운 상해를 입거나 물질적 손해 ( 가옥 , 가재 및 가축 , 반려동물과 관련된 확대
손해 )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

SIXPAD Abs Fit 2

SIXPAD Body Fit 2

產品型號

SP-AF2212F-R IF-AF2212F-R

SP-BF2213F-R IF-BF2213F-R

重量

約 90g

約 57g

外型尺寸

約 173mm×198mm

約 112mm×245mm

尺寸
（支撐帶）
建議使用環境溫度

材質

產品內容／配件

長約 100cm× 寬約 12cm

• 병원 등 무선 기기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는 ‘삐 - 삐 -’ 소리가 날 때까지 (-) 버튼을 계속 눌러서 전원을 꺼 주십시오 .

화재 , 지진 , 폭동 , 테러 등과 같은 행위 및 기타 사항 등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 오용 , 기타 부적합한 조건에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
하여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產品內容：本體、專用 AC 變壓器
■配件：保護貼、SIXPAD 專用 Abs Fit 高電導軟膠貼、使用說明書〈開始
使用前〉（本說明書）、使用說明書〈訓練〉、保證書、透明收納袋、支撐帶、
保護蓋

주의
•
•
•
•
•

위험
다음과 같은 의료용 전기기기와는 절대로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고나 의료용 전기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인공 심박 조율기 등의 체내 삽입형 의료용 전기기기
• 인공 심폐 등의 생명유지용 의료용 전기기기 • 심전계 등의 장착형 의료용 전기기기

Bluetooth

■版本：Bluetooth Low Energy Ver4.2
■連線方式：2.4GHz band FH-SS ■支援設定檔：Device Information Service / Battery Service（標準規格）
■連線距離：約 10m

消耗電力

約 1.6W（充電時）

電源

鋰離子聚合物電池（DC3.7V

AC 變壓器

■輸入：AC100-240V

充電時間

約 5 小時

可運作次數

約 30 次（強度 8、室溫 20 度時）

生產商

株式會社 MTG（日本） 原產地：中國

、50Hz/60Hz

■輸出：DC5V

위험

• 임신 중이신 분 , 출산 직후이신 분

SIXPAD Abs Fit Gel Sheet
（SIXPAD 專用 Abs Fit 高電導軟膠貼）

SIXPAD Body Fit Gel Sheet
（SIXPAD 專用 Body Fit 高電導軟膠貼）

產品型號

SP-AF2214G IF-AF2214G

SP-BF2216G IF-BF2216G

重量

約 21g
（6 張）（1 張 約 3.5g）

約 12g（2 張）（1 張 約 6g）

外型尺寸

僅軟膠貼：約 64mm×37mm
含保護貼紙：約 69mm×42mm

僅軟膠貼：約 90mm×51mm
含保護貼紙：約 95mm×56mm

生產商

株式会社 MTG（日本）
軟膠貼原材料：日本 生產

• 파손이나 열화 , 오염된 젤 시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젤 시트는 구부리거나 접지 마십시오 . 젤 시트가 파손됩니다 .
• 젤 시트는 피부에 밀착하여 주십시오 . 붙인 장소에 틈새가 있으면 젤 시트 전체 면에 전기가 균일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
• 젤 시트를 떼어낼 때는 본 제품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
• 개봉 후 1 개월이 지났을 때나 사용횟수 ( 피부탈착 ) 가 30 회 정도가 된 젤 시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 반드시 모든 전극부에 젤 시트를 붙여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전원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전극부를 직접 만지지 마십시오 .
• 젤 시트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하여 주십시오 .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 충전할 때는 문어발식 배선을 하지 마십시오 . 사고나 감전 , 발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경고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사고나 상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주의

1.

2.

3.
4.
※
※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난 경우에는 무상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속품 제외 ).
1) 무상 수리를 의뢰할 경우에는 구매하신 판매점으로 본 제품과 보증서를 지참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구매하신 판매점에 무상 수리를 의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보증 기간 내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
1) 사용상의 잘못이나 부적합한 수리 및 분해 · 개조로 인한 고장 및 손상
2) 구매 후 운송이나 낙하 등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3) 화재 , 지진 , 수해 , 낙뢰 등의 천재지변 , 공해 등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4) 차량 , 선박 등에 탑재한 경우의 고장 및 손상
5) 보증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6) 보증서에 구매일 , 고객 이름 , 판매점 등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또는 문구를 새로 고쳐 쓴 경우
7)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 고장 및 손상
8) 사용 후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고장 및 손상
9) 일반 가정 이외의 용도 ( 예 : 업무용 등 ) 로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 고장 및 손상
10) 정품 이외의 젤 시트를 사용했을 때 발생한 고장 또는 손상
보증서는 구입한 나라 및 지역에서만 유효합니다 .
보증서는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소중하게 보관하여 주십시오 .
고객님께서 기입해 주신 보증서의 개인 정보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는 보증 기간 내의 서비스 활동 및 이후 안전 점검 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보증서는 보증서에 명시한 기간 , 조건을 바탕으로 무상 수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보증서는 보증서를 발행한 자 ( 보증 책임자 ) 및 그
이외 사업자에 대한 고객의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

■ 본 제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본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귀중한 자원입니다 .
본 제품을 폐기할 때는 구매하신 판매점 또는 국내 고객상담실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회수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
겠습니다 .

주요 사양
SIXPAD Abs Fit 2 ( 식스패드 앱스 핏 2)

SIXPAD Body Fit 2 ( 식스패드 바디 핏 2)

품번

SP-AF2212F-R IF-AF2212F-R

SP-BF2213F-R IF-BF2213F-R

중량

약 90g

약 57g

외형 크기

약 173mm × 198mm

약 112mm × 245mm

크기
( 서포트 벨트 )

길이 약 100cm × 너비 약 12cm

길이 약 68cm × 너비 약 6cm

권장 사용 환경 온도

15~35℃

재질

■본체 앞 : 실리콘 고무 ■본체 뒤 :PET ■전극부 : 도전성 은 및 카본 잉크 ■ USB 커버 : 엘라스토머
■컨트롤부 뒤 :ABS ■보관용 시트 :PET, PP, 종이 ■클리어 케이스 :EVA ■전용 AC 어댑터 :PPE ■보호 커버 :EVA
■서포트 벨트 :
< 외측 > 나일론 86%, 폴리우레탄 14% < 내측 > 폴리에스터 100%
< 파이핑 부분 > 폴리에스터 80%, 폴리우레탄 20%

동봉품 / 부속품

■동봉품 : 본체 , 전용 AC 어댑터
■부속품 : 보관용 시트 , 식스패드 전용 앱스 핏 고전도 젤 시트 , 사용설명
서 < 처음에 읽어 주십시오 >( 본 설명서 ), 사용설명서 ( 트레이닝 ), 보증서 ,
클리어 케이스 , 서포트 벨트 , 보호 커버

Bluetooth

■버전 :Bluetooth Low Energy Ver4.2
■통신 방식 :2.4GHz band FH-SS ■대응 프로파일 :Device Information Service/Battery Service( 표준 규격 )
■통신 거리 : 약 10m

소비 전력

약 1.6W( 충전 시 )

전원

리튬 이온폴리머 전지 (DC3.7V

AC 어댑터

■입력 :AC100-240V

충전 시간

약 5 시간

동작 가능 횟수

약 30 회 ( 레벨 8, 실온 20℃의 경우 )

제조원

㈜ 엠티지 ( 일본 )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 본체는 부속된 전용 AC 어댑터를 사용해서 충전하여 주십시오 . 전용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고장이나 발화의 우려가 있습니
다.
• 전용 AC 어댑터로 다른 제품을 충전하지 마십시오 .
• 전원 플러그나 충전 단자에 금속 제품이나 헤어핀 ,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십시오 .
• 수납 시 전용 AC 어댑터 코드를 어댑터 본체에 감지 마십시오 .
• 전용 AC 어댑터를 뺄 때는 코드를 잡지 말고 반드시 어댑터 본체나 본체 쪽 커넥터를 잡고 빼 주십시오 .
• 전용 AC 어댑터나 코드를 잡고 본체를 끌면서 이동하지 마십시오 . 고장이나 책상 , 바닥 등에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
주의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 공식 앱을 사용하기 전에 스마트폰의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 주십시오 . 잘못 사용하면 스마트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 항공사에 따라서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전에 이용하는 항공사 , 공항 보안 부문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사용상의 주의

경고
본 제품은 충전식 전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 불 속에 투입 또는 가열하거나 고온에서 충전 , 사용 , 방치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 발열이나 발화 , 파열의 우려가 있습니다 .

加工：中國

※ 請注意，為改進本產品之功能，規格如有變更，恕不另行通知。
※ 如果發生其他異常現象，請立即停止使用，儘速與當地代理或進口商客服中心聯絡。

•

사용 중에 전자기기 ( 손목시계 , 계보기 등 ) 를 본체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 . 전자기기가 오작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

•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붙일 위치의 피부에 화장수나 바디 크림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젤 시트의 점착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SP-AF2214G IF-AF2214G

SP-BF2216G IF-BF2216G

약 21g(6 매 )(1 매 약 3.5g)

약 12g(2 매 )(1 매 약 6g)
젤 시트 : 약 90mm × 51mm
보호 시트 포함 : 약 95mm × 56mm

변형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갑게 하거나 따뜻하게 한 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또한 , 뜨거운 물을 끼얹거나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등 본 제
품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지 마십시오 .

외형 크기

젤 시트 : 약 64mm × 37mm
보호 시트 포함 : 약 69mm × 42mm

•

본 제품은 피부에 점착시키는 제품이므로 청결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재질

아크릴계 폴리머

•

본 제품은 방수 사양이 아닙니다 . 물이 닿는 장소나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조원

㈜ 엠티지 ( 일본 )
젤 시트 원재료 : 일본

製造商：株式会社 MTG

• 關於 Bluetooth 連線時所發生的資料或資訊外洩，本公司將不承擔任何責任。敬請見諒

聯絡地址：453-0041 日本愛知縣名古屋市中村區本陣通 4 丁目

사용횟수나 사용 상황에 따라 전극부가 검게 변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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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網址：http://www.mtg.gr.jp

이는 전극 재질의 변색에 의한 것입니다 . 곰팡이나 오염과 같이 비위생적인 것이 아니며 , 본 제품의 성능을 열화시키는 것 또한 아닙니다 .

■코드 길이 : 약 1.5m

품번

사용 부위의 체모를 제거하시면 젤 시트가 피부에 더 잘 밀착됩니다 . 단 제모 당일은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

드물게 본 제품에서 냄새가 날 수 있으나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 700mA

SIXPAD Body Fit Gel Sheet
( 식스패드 전용 바디 핏 고전도 젤 시트 )

•

•

■출력 :DC5V

원산지 : 중국

•

오랜 기간 사용하여 본체에 흠집이나 균열이 있는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하여 주십시오 .

, 180mAh, 0.666Wh)

, 50Hz/60Hz

중량

•

■동봉품 : 본체 , 전용 AC 어댑터
■부속품 : 보관용 시트 , 식스패드 전용 바디 핏 고전도 젤 시트 , 사용설
명서 < 처음에 읽어 주십시오 >( 본 설명서 ), 사용설명서 ( 트레이닝 ), 보증
서 , 클리어 케이스 , 서포트 벨트 , 보호 커버

SIXPAD Abs Fit Gel Sheet
( 식스패드 전용 앱스 핏 고전도 젤 시트 )

본 제품을 사용할 때는 아래 내용을 잘 읽어 주십시오 .

• 使用本產品前，請仔細閱讀智能手機的使用說明書。

제조

가공 : 중국

※ 본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양의 일부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그 밖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매하신 판매점 또는 국내 고객상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

제조원 ㈜ 엠티지
453-0041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혼진도오리 4-13 엠티지 제 2 히카리빌딩

• 可使用的頻道因國家而異。因使用國家不同，Bluetooth 功能在使用上可能有所限制。請先確認國家／地區的法規等條件後再使用。

■ 본 제품의 Bluetooth 기능 사용 상의 주의 사항

• 本產品並未確認可連接所有的智能手機。因此，不保證可連接所有智能手機。

•

무선 통신 시의 보안으로 Bluetooth 의 표준 사양에 준거한 보안 기능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용 환경 및 설정 내용에 따라서는 보안을 충분히 만
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Bluetooth 에 의한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때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

•

Bluetooth 통신 시에 발생한 데이터 및 정보 누출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전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

•

통신 중에는 IC 카드 등 기타 통신 매체나 금속 , 자석 등 자계가 발생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 고장이나 데이터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스마트폰의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 주십시오 .

•

이용 가능한 채널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 국가에 따라서는 이용 시 Bluetooth 기능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당 국가 / 지역의 법
규제 등의 조건을 확인한 후 이용하여 주십시오 .

•

본 제품은 모든 스마트폰과 접속 동작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모든 스마트폰과의 동작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

Bluetooth® 의 문자 상표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 가 소유하는 등록 상표이며 ㈜ 엠티지는 이 마크들을 라이센스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
습니다 .

• Bluetooth® 的文字商標和圖樣是 Bluetooth SIG, Inc. 擁有的註冊商標，株式會社 MTG 基於授權使用這些商標。

發行時間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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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리 규정

주의

• 做為無線通訊時的資安功能，本產品支援符合 Bluetooth 標準規格的資安功能，但因使用環境和設定內容不同，有可能無法提供完整的資安功能。
透過 Bluetooth 進行數據連線時請特別注意。
• 連線中請勿靠近 IC 卡等其他通訊媒介或金屬、磁鐵等引起磁場的物品。以免導致故障或資料毀損。

● 보증 기간 (1 년 ) 이 경과한 경우
보증 기간 경과 후의 수리는 구매하신 판매점 또는 국내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

젤 시트를 다룰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 통증이나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 차량 운전 중 • 운동 중 • 음식 섭취 중 • 음주 중 , 음주 후
• 요리 , 세탁 등의 가사일을 하고 있을 때
사고나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

• 어린이 또는 스스로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고 및 피부 · 신체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체나 전용 AC 어댑터 , 젤 시트를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 화상 또는 잘못해서 삼킬 우려가 있습니다 . 만일 삼킨 경우
는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 제품을 장착하지 않은 사람이 장착한 사람의 동의 없이 전원을 켜거나 레벨을 올리지 마십시오 . 사고 및 피부 · 신체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분해 , 개조 , 수리하지 마십시오 . 사고나 상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 등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 그대로 계속 사용할 경우 사고나 상해의 우려가 있습니
다.
• 전극부에 충전 코드나 금속류를 접촉시키지 마십시오 .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
• 다른 전기제품 및 미용기기 등과는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기분이 나빠지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
• 본체를 강한 힘으로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 내부의 통전 구조가 끊기는 등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電線長度：約 1.5m

● 보증 기간 중
구매일로부터 1 년간은 보증서 기재 내용을 근거로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 구매하신 판매점 또는 국내 고객상담실에 보증서를 제시하신 후 의
뢰하여 주십시오 .

본체나 젤 시트를 전자레인지 등으로 따뜻하게 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
용도 목적 이외나 사용설명서의 사용방법 이외의 사용은 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 · 반려동물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또한 ,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본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본체에 액체를 흘리지 마십시오 .
욕실 등과 같이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통증이나 불쾌감이 느껴지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 발진 , 붉은 반점 , 가려움 , 화상 , 염증 등의 이상이 나타날 때
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그대로 계속 사용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 본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 , 또는 내부에 물 등의 이물이 들어간 경우는 즉시 전원을 끄고 국내 고객상
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합선이나 고장 , 발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
• 젤 시트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 감염증의 우려가 있습니다 .
• 사용할 부위에 본체를 붙인 후에 전원을 켜 주십시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 후 본체를 몸에서 떼어내 주십시오 . 강한 충격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 신체나 피부에 이상을 느낄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사고나 몸 상태가 나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
다.
• 무리해서 세게 하거나 연속해서 여러 차례 사용하면 근육 피로를 비롯해 피부가 찌릿찌릿하거나 붉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본 제품을 사용할 때는 액세서리류 ( 목걸이 , 귀걸이 , 벨트 등 ) 는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 사고나 상해 , 파손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 컨트롤부에 강한 충격을 주거나 (+)(-) 버튼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 파손되면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사고나 부상의 원
인이 됩니다 .

• 본체를 붙인 상태에서 체내 삽입형 의료 기기 ( 인공 심박 조율기 등 ) 를 장착한 사람의 장착 부위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본 제품
과 장착 부위는 22cm 이상 거리를 둬 주십시오 ).

경고
아래의 주의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
、700mA

수리를 의뢰할 경우에는

주의

• 전원을 켠 후 아무 조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본 제품이 동작한 경우에는 다른 제품 등과 혼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즉
시 ‘삐 - 삐 -’ 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 버튼을 계속 눌러서 본체의 전원을 끈 다음 본체의 전원을 다시 켜 주십시오 .

、180mAh、0.666Wh）

본 제품의 보수용 성능 부품의 최저 보유 기간은 제조 중단 후 5 년입니다 . 보수용 성능 부품이란 해당 제품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
입니다 .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경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產品內容：本體、專用 AC 變壓器
■配件：保護貼、SIXPAD 專用 Body Fit 高電導軟膠貼、使用說明書〈開
始使用前〉（本說明書）、使用說明書〈訓練〉、保證書、透明收納袋、支撐
帶、保護蓋

보증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 년입니다 .
※ 사용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하신 판매점 또는 국내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사고나 상해 , 감전 , 파손 , 오염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 흉부 및 견갑골 등의 심장 주변 부위나 목에서 위쪽 부위 ( 머리 , 얼굴 등 ) • 상처 부위 및 눈 , 입 , 등의 점막 부위
• 당일 제모를 한 부위 • 성형수술을 한 부위 • 금속 , 플라스틱 , 실리콘 등을 삽입한 부위
• 척추 • 문신 ( 타투 ) 을 한 부위
• 생리기간 중 복부
본 설명서에서 지정한 부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保護蓋：EVA

보증 기간

경고

주의

■本體表面：矽橡膠 ■本體內側：PET ■電極部位：導電銀＋碳墨 ■ USB 護蓋：合成橡膠
■控制器內側：ABS ■保護貼：PET、PP、紙 ■透明收納袋：EVA ■專用 AC 變壓器：PPE
■支撐帶：
< 表面 > 尼龍 86%、彈性纖維 14% < 內面 > 聚酯纖維 100%
< 包邊部分 > 聚酯纖維 80%、彈性纖維 20%

丙烯酸酯聚合物

끝까지 확실하게 꽂아 주십시오 . 또한 , 콘센트에 헐렁하게 꽂힌 경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묻은 먼지 등은 마른 천으로 닦아내는 등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주십시오 .
플러그나 커넥터 부분을 접속할 때에는 접속 방향을 확인한 다음 똑바로 삽입하여 주십시오 .
플러그나 커넥터 부분에 액체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15 ～ 35℃

材質

어댑터는
어댑터에
어댑터의
어댑터의

• 충전 중에 물이나 이물질이 본체나 전용 AC 어댑터에 들어가거나 닿은 경우 • 천둥이 치기 시작한 경우
• 정전이 된 경우 • 전용 AC 어댑터의 코드가 손상되거나 단선된 경우 • 충전이 완료된 경우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
다음과 같은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고 및 피부 · 신체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長約 68cm× 寬約 6cm

보증서는 ' 구매일 , 판매점 명 ' 등이 기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소중하게 보관하여 주십시오 .

면책 사항

• 알레르기 체질인 분 • 피부에 지각 장애나 이상 ( 감염증 , 피부염 및 상처 등 ) 이 있는 분 • 혈행장애가 있는 분
• 약을 복용 중인 분 • 뇌악성종양이 있는 분 • 신경에 이상을 느끼는 분 ( 간질 등 )
• 당뇨병 등으로 인해 고도의 말초순환장애로 인한 지각장애가 있는 분 • 열 (38℃ 이상 ) 이 있는 분 • 안정을 필요로 하는 분
• 척추 골절 , 염좌 , 근육파열 등의 급성 ( 동통성 ) 질환을 앓는 분 • 골다공증 등 뼈에 이상이 있는 분
• 혈압에 이상이 있는 분 • 젤 시트가 피부에 맞지 않는 분 • 특별히 신체에 이상을 느끼는 분 • 기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분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용하시기에 불안한 경우는 미리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

主要規格

AC
AC
AC
AC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콘센트에서 전용 AC 어댑터를 빼 주십시오 . 사고나 감전 , 발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음을 알리는 기호입니다 .
행위의 강제나 지시를 알리는 기호입니다 .

전용
전용
전용
전용

보증에 대하여

보수용 성능 부품의 최저 보유 기간

경고

경고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사용하십시오 . 사고 및 피부 · 신체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如果能事先去除使用部位的毛髮，可讓軟膠貼與肌膚更加貼合。但請勿在脫毛當天使用。

• 本產品並非防水規格。請勿於有飛沫或高濕度的環境下使用。

주의

• 심장질환이 있는 분

本產品所使用的鋰離子電池為可回收的珍貴資源。
廢棄本產品時，請洽詢當地代理或進口商客服中心。予以回收並妥善處理。

• 使用本產品前，切勿於本產品黏貼部位的肌膚塗抹化妝水或身體霜等保養品。否則有可能減弱軟膠貼的黏力。

• 本產品為緊密貼合肌膚的產品，請清潔後再使用。（關於保養方法，請參閱「為了長久使用本產品」）

올바르지 못한 사용방법으로 인해 '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

•
•
•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고 및 피부 · 신체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使用本產品時，請除下電子產品（手錶、計步器等），或將其遠離本體。否則，可能會導致電子產品失靈。

• 請勿於冷卻、加熱後使用，否則有可能發生產品變形等情況。此外，切勿於淋灑熱水或桑拿房內等使本產品溫度產生激烈變化的環境下使用。

경고

경고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사고나 감전 , 발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경고

■ 廢棄本產品時

使用時敬請遵守下列注意事項。
•
•
•
•
•
•

올바르지 못한 사용방법으로 인해 '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예상됨 ' 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

• 코드를 손상하거나 파손하거나 묶거나 가공하지 마십시오 . 또한 , 무거운 것을 얹거나 잡아당기거나 무리하게 구부리지 마십시오 . 코드가
손상되어 감전이나 고장 ,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
•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충전하지 마십시오 .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
• 단자 부분이 한 번이라도 구부러지거나 커넥터 부분이 변형된 전용 AC 어댑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젖은 손으로 충전하거나 전용 AC 어댑터를 빼거나 꽂지 마십시오 . 감전이나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금지 행위임을 알리는 기호입니다 .

免費維修規則

使用軟膠貼時，請遵守以下事項。否則將有可能出現疼痛或灼傷。
•
•
•
•
•
•
•

위험

전용 AC 어댑터를 분리할 때에는 다음의 주의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

지켜야 할 내용을 아래의 그림 기호로 설명합니다 .

注意

• 充電時請勿使用電源分配器。否則可能導致事故、觸電或起火等。

•飲酒中、飲酒後

確認保證書上已記載「購買日期、經銷商名稱」等資料，於熟讀保證書內容後妥善保管。

보증 · 애프터 서비스

경고

안전상의 주의

保修事項

• 充電中有水或異物進入、潑濺在本體或專用 AC 變壓器時 • 打雷時
• 停電時 • 專用 AC 變壓器的電線損壞或斷線時 • 充電完成時 • 長期不使用時

• 在醫院等禁止使用無線機器的區域，請按住（－）按鈕，直到發出「嗶─嗶─」聲，關閉電源。

因異常狀況，如火災、地震、暴動、恐怖襲擊等或顧客蓄意、疏忽或使用不當所造成之損害，本公司將不承擔任何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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售後服務保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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