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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조도 및 명칭

 측정대
(터치바)

  표시부
 (디스플레이)

FAT/BMI
전환LED 및 버튼

전원스위치

신장계 기둥

볼트 (M5x10: 6개)

전원 콘넥터

베이스 

체중계 발판

수평조절 나사(고무발) x 5개

수평기 

FAT램프

BMI램프

전환버튼

음성표시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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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 2

Step 3 Step 4

2.조립순서 및 방법

⑤번 신장게 기둥을 

⑧번 베이스에 끼우고,

6개의 볼트를 체결 합니다.

측정기를 옆또는 뒤로 눕힌 다음, 

기둥에서 나온 콘넥터 2개와 

베이스에서 나온 콘넥터 2개를 각각 끼워줍니다.

⑩번 수평조절나사(5개)를 이용하여 신장체중계의 

수평을 맞춥니다. 완전한 수평상태 보다 체중계가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평조절 나사(고무발)

수평기 ⑪

전원 아답터를 ⑦번 콘넥터에 꽂고, 

220V 전원을 연결합니다.

조립방법

체중계 발판위에 올라가 바른자세로 서면 

약 3초 후 “측정을 시작합니다” 라는 음성과 

함께 터치바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올라선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터치바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주의>기둥에 기대지 마십시오.

올바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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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답터 전원을 연결 합니다.

2. ④번 전원 스위치를 2초간 누릅니다.

    (전원을 끌 때도 2초간 누릅니다.)

3. BMI일때는 BMI LED램프가 켜지고 FAT일때는 

    FAT  LED가 점등 됩니다. 

    전환버튼을 누를 때 마다 BMI 와 FAT 램프가 

    번갈아 켜집니다.

4. 체중계 발바닥 모양에 바른자세로 올라섭니다. 

    올라선 상태에선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5. 잠시 후 터치바가 내려와 머리에 닿고 다시 올라갑니다.

   “측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라는 음성이 출력 됩니다.
6. 측정대에서 내려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장,체중,체질량지수(BMI)를 확인합니다.

    측정결과는 1분 후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터치바가 내려오는 도중 측정대에서 내려오면 터치바가 다시 올라갑니다.

측정대에 올라선 상태에서 움직임이 많을 경우,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측정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측정이 끝나고 1분이 지나면 측정값이 자동으로 모두 지워집니다.

측정기가 준비상태 (표시부 깜박임)가 아닐때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방법

3.사용방법

전환버튼

핀

신장

체중
BMI

1분 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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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MI, 비만도, 음성 전환방법

FAT BMI

전환버튼

핀

전환버튼을 핀을 사용하여 한번 누를때마다 

FAT와 BMI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핀을 사용하여 전환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음성이 선택 (또는 해제) 됩니다.
FAT BMI

전환버튼

핀

“3초”

3초
음성켜짐

음성꺼짐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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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체중오차 보정방법

< uP 설정>

20kg

설정버튼

여기에�나오는�숫자는
수치의�변화만�보여줄뿐�
아무�의미가�없습니다.�

여기에�나오는�숫자는
수치의�변화만�보여줄뿐�
아무�의미가�없습니다.�

1. 얇은 핀을 사용하여, 설정버튼을 약10초간 누르면,

   터치바가 내려와,  디스플레이 옆에 위치 합니다.

무게가 실제보다 적게 나올경우

2. 
분동 (예,20kg), 또는 
무게를 알고있는 
물체를 올려 놓습니다.

3. 정확한 무게값이 표시될때가지, 
    터치바의 터치면을 여러번 누르거나 
    계속 누릅니다.

4. 설정버튼을  3초간  누르면 보정이 완료 됩니다.

설정버튼

무게가 실제보다 많이 나올경우

3. 설정버튼을 한번더 눌러 DOWN (dN) 설정으로 변경 합니다.

1. 얇은 핀을 사용하여, 설정버튼을 약10초간 누르면,  터치바가 내려와 디스플레이 옆에 위치 합니다.

2. 분동 (예,20kg), 또는 무게를 알고있는 물체를 올려 놓습니다.

4. 정확한 무게값이 표시될때가지, 터치바의 터치면을 여러번 누르거나 계속 누릅니다. 

설정버튼

5. 설정버튼을  3초간  누르면 보정이 완료 됩니다.

< dN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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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비만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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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판정 기준 결과

7.BMI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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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바가 동작하지 

않는다. 

전원코드가 빠졌거나, 느슨하게 끼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전원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사용전압 AC220V

표시부의 숫자가 깜빡이고 있을때 발판에 올라가셨습니까?

전원을 끄고, 터치바를 손으로 약 5~10cm 정도 아래로 천천히 내린 후, 다시 전원을 켠다.

측정막대(터치바)가 
중간에서 멈춘다.

전원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본다.

터치바를 손으로 눌러본다.

키 또는 몸무게가 
맞지 않는다. 
(오차발생)

기준이 될만한 막대나 물건으로 두세번 측정해 본다.

신장체중계 발판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발판에 있는 수평조절

고무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무게의 경우, 6페이지에 있는 "체중오차 보정방법"을 해본다.

신장체중 영점세팅을 직접하거나, AS방문요청을 한다.

기타 본 신장체중계는 가급적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할것을 권합니다.

이동 사용시에는 발판에 있는 수평조절 고무나사를 이용하여 바닥에 잘 고정시킨후 사용합니다.

직류전원공급장치(아답터)에 문제가 있는경우에도 전원은 들어오나 오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터치바가 아래에 내려와 있고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경우, 전원를 끄고 터치바를 중간쯤 이동시킨 후 

전원을 켭니다.

사용도중 터치바를 강제로 잡아당기거나 밀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8.문제해결 및 수리 (AS)신청

문제해결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주의하실 내용입니다.

전원

사용

청소

본제품은 220V 전용입니다.

플러그를 잡지않고 코드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거나, 젖은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터치바는 터치센서 및 초음파센서가 있는 부분이므로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측정범위내 에서만 사용합니다.

전원스위치를 켠후, 표시부가 5~6회 깜빡임이 끝난 후에 올라섭니다.

체중부에 올라선 상태에서 BMI/FAT 나 음성기능등의 설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이나 액체를 쏟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전원플러그를 뺀 후 마른걸레나 흥건하지 않은 물걸레로 닦고, 물을 직접 기기에 뿌리거나, 

벤젠, 신나, 알코올과 같은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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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9.제품규격

DS-103M (신장.체중 비만도 자동측정기)

90 ~ 200cm (측정단위: 0.1cm )

광학식 리니어 엔코더 (Optical Linear Encoder)

10 ~ 200kg (측정단위: 0.1kg)

로드셀 측정방식 (Load Cell)

신장 ±0.1cm, 체중 ±0.1kg

AC 220V, 50-60Hz, 0.5A

DC 12V, 2.0A

녹색 FND - 디지털

알루미늄

410(W x 550(L) x 2190(H)

12kg

10℃ ~ 40℃

신장, 체중, BMI (비만도) 자동 동시 측정

5초 (신장,체중 측정시)

설치됨 (수평조절 고무나사 5개, 수준기)

기준자 &기준분동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체중 또는 신장수치 보정 

한국어 지원 (해외에서 사용시 기능해제)

DS-103 Printable 모델, (프린터는 별도 옵션사항)

비만도(WHO기준), BMI(대한의학협회기준)

편이성, 견고성 및 우수한 디자인

터치바에 초음파센서가 추가되어 터치감이 더 부드럽습니다. 

모델명 

신장측정범위 

신장측정방식 

체중측정범위 

체중측정방식 

오차범위 

          정격입력

           정격출력

측정결과표시 

재   질 

크   기 

장비중량 

작동온도범위 

측정체계 

측정시간 

수평조절장치 

오차보정 

음성출력기능 

프린터 출력기능 

비만도공식 

특   징 

DS-103M 사양서

어댑터

고객센터 02-2625-2222 (대표전화) 02-2625-2228 (팩스)

jenix@jenix.co.kr



DS-103M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283 (서울시 구로구 궁동 285-1)







DONG SAHN JENIX CO., LTD.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283 (궁동 285-1) 대표전화 02-2625-2222  팩스 02-2625-2222 이메일 jenix@jenix.co.krd

www.jenix.co.kr

건강은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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