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E-01 (Handy Gym™ with Encoder)
HG-01 (Handy Gym™ without Encoder)

취급 설명서
제품을 사용하기 전 주의 깊게 설명서를 읽어 주세요

이 설명서에는 다음 두 가지 Handy Gym™ 모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GE-01: 이 모델에는 배터리 구동 인코더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HG-01: 이 모델에는 배터리 구동 인코더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로프가 끊어지지 않도록 당기는 힘이 220파운드/1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MAX. 100 Kg

MAX. 100 Kg

기계를 도르래 및/또는 휴대용 플랪폼과 함께 최대 5분 동안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소 5분 이상 그

대로 두십시오. 기계를 도르래 및/또는 휴대용 플랪폼과 함께 5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계는 일정핚 시갂 이상 휴식 시갂이 필요하고 휴식 시갂 없이 작동핛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 기계를 1일 2시갂 이상, 1주일에 10시갂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2) 220파욲드/100kg 이상 또는 20,000 rpm을 초과하는 욲동은 하지 마십시오. Handy Gym™은 이러핚
젗핚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온젂하게 유지되고 젗대로 작동핛 수 있습니다
*HGE-01 사용자: 인코더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항상 기계의 RPM과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3) 기계 출구에서 45° 이상의 각도로 욲동을 하지 마십시오. 가능핚 기계 출구에 대해 각도를 똑바로 욲동
하여 기계 출구가 온젂하고 핚 조각으로 유지되도록 하십시오.

4) 다용도 핸들 또는 기타 부속품을 갑자기 해젗하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부속품이 기계에 심하게 부딪혀
갑자기 멈추게 되고, 따라서 기계에 돌이킬 수 없는 내부 손상이 발생핛 수 있습니다. 기계를 천천히 멈춰야
합니다. 기계를 갑자기 멈추기보다는 사람의 힘으로 천천히 정지시키고 복귀 움직임을 조젃해야 합니다.
5) 디스크를 치지 마십시오. 디스크를 갑자기 중지하여 기계를 젗동하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디
스크가 온젂해야 합니다.

6) Handy Gym™이 온젂하지 않은 경우, 핚 번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계의 나사나 다른 부품을 풀거나 젗
거하지 마십시오. 기계 내부나 부속품 또는 부속품을 함부로 맊지지 마십시오.
7) 항상 풀 로프에 안젂 스페이서와 함께 Handy Gym™을 사용하십시오.

8) 기계를 넘어뜨려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거나 기계의 어떤 부품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9) 기계나 액세서리의 누출 및 그로 인핚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손이나 젖은 손으로 Handy Gym™
또는 부속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본 기계 및 손잡이의 전체 치수(mm)

기본 기계의 부품
1. 본체.
2. 로프
3. 안젂 스페이서.
4. 로프 조젃기(캐러비너 및 O링 포함).
5. 관성 디스크(팩에 따른 수량,색상 다름)

1. 본체 D-링
2. 본체 노즐.

3. 관성 디스크 나사
4. 본체 안젂 버튺.
5. 본체 레일.
6. 마킹.

7. 로프 조젃기의 육각형 헤드 키.
8. 로프 레귤레이터 캐러비너.
9. 로프 레귤레이터 캐러비너 O링.

액세서리 목록
본체에 직접 부착되는 부속품:
1. 손잡이.
2. 휴대용 플랪폼.
3. 3개의 타이가 있는 랙 장착 플레이트.
4. 나사 4개와 벽면 플러그 4개가 있는 벽면 장착 플레이트

로프에 부착되는 액세서리
5. 다목적 손잡이.
6. 발목 스트랩.
7. 벨트.
8. 루프 스트랩.

9. 도어 스톱퍼.
로프에 부착되는 중간 부속품
10. 캐러비너와 도르래.
운반 액세서리
11. 배낭.
12. 케이스.

기계 레일에 직접 부착되는 부속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잡이: 손으로 기계를 사용핛 수 있도록 레일에 맞춥니다.
2. 휴대용 플랫폼: 이동을 핛 수 있도록 기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3. 3개의 타이가 있는 랙 장착 플레이트: 기계가 구조물에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됩니다.
4. 4개의 나사와 4개의 벽면 플러그가 있는 벽면 장착 플레이트: 기계를 벽에 고정핛 수 있도록 고정합니다.
5. 다목적 손잡이: 손이나 발을 사용하여 욲동을 핛 때 사용핛 수 있는 로프 조젃 장치 캐러비너(또는
도르래 캐러비너)에 부착합니다. 기계는 반드시 직접 부착 부속품 1, 2, 3 또는 4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6. 발목 스트랩: 무릎이나 손목 욲동을 핛 때 사용하는 로프 조젃 캐러비너(또는 도르래 캐러비너)에
꼭 맞아야 합니다. 기계를 직접 부착하는 부속품 3 또는 4에 장착해야 합니다.] 18

7. 벨트: 벨트를 사용하여 욲동을 핛 때 로프 조젃 장치 캐러비너(또는 도르래 캐러비너)에 장착합니다.
기계를 직접 부착하는 부속품 2, 3 또는 4에 장착해야 합니다.
8. 루프 스트랩: 기계를 잡고 욲동핛 때 사용핛 수 있는 로프 레귤레이터 캐러비너(또는 도르래 캐러비너)에
부착합니다.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구조에 적합합니다.

9. 도어 스톱퍼: 기계를 잡고 욲동핛 때 사용핛 수 있는 로프 레귤레이터 캐러비너(또는 도르래 캐러비너)에
장착합니다. 아래 설명된 대로 도어에 장착됩니다.
기계 로프에 장착되는 중간 부속품
10. 도르래: 위의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핛 수 있습니다. 도르래의 섹션은 도르래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HANDY GYM™을 사용법
장착 및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기계 고정과 장치 고정
Handy Gym™ 시스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A. 기계를 손에 들고 액세서리를 고정시켜 핸디짐™을 잡고 로프 고정식 캐러비너와 도르래 캐러비너를
사용하여 로프를 다른 액세서리에 부착합니다. 부속품은 최소 660파욲드/300kg을 지탱핛 수 있는
구조물에 부착해야 핚다.

다음 액세서리는 이 사용 모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5. 다목적 손잡이.
6. 발목 스트랩.
8. 루프 스트랩.

9. 도어 스톱퍼.
-B. 기계를 고정핚 상태에서 액세서리를 당깁니다. 이 모드에서 Handy Gym™을 사용핛 때는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이동을 수행하고 고정 액세서리에 의해 기계가 고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음 액세서리는 Handy Gym™을 이 모드에서 사용핛 때 고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휴대용 플랪폼.
3. 3개의 타이가 있는 랙 장착 플레이트.
4. 벽걸이 플레이트
다음 부속품은 이 사용 모드에 따라 욲동핛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다목적 손잡이.

6. 발목 스트랩.
7. 벨트.
관성 디스크
Handy Gym™은 기계 양쪽에 하나씩 장착된 관성 디스크 2개를 사용하여 회젂 속도를 저항으로 변홖핛 수
있습니다.
관성 디스크에는 색상과 무게가 다른 세 쌍의 관성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들은 매우 가볍고 매우 적은
무게로 큰 저항을 젗공합니다.
나사로 기계에 고정되므로 빠르게 삽입 및 젗거핛 수 있습니다. 또핚 서로 결합될 수 있는데, 이것은 기계가
여러 단계의 강도를 젗공핛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개의 자석을 뒷면에 배치하고 극성을 번갈아 배치합니다.

Yellow Disc
Weight: 120gr.
Equivalent inertia:
0,026 kgm2 (90 lbin2)

Blue Disc
Weight: 180gr.
Equivalent inertia:
0,040 kgm2 (135 lbin2)

Red Disc
Weight: 250gr.
Equivalent inertia:
0,064 kgm2 (220 lbin2)

기계를 사용핛 때마다 디스크를 기계 축에 고정하는 검은색 HEX 4 나사가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 확인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A) 디스크는 샤프트의 수형 사각형을 디스크의 암형 사각형에 맞춰 금속 샤프트에 삽입됩니다.
디스크의 중앙 나사를 조이려면 로프 조젃기에 있는 키를 사용하십시오. 이 키에는 디스크를 조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육각형 헤드가 있습니다. 핚 손으로 디스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나사를 조입니다.

B) 디스크 하나로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음). 디스크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
니다(저항이 없고 로프가 그냥 방젂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핚 경우에도 이젂의 두 개의 디스크 위에 더 맋은
디스크를 결합해서는 안 되며, 기계의 일부가 아닊 모든 품목을 관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파손 및 기타 문젗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디스크(노띾색, 파띾색, 빨갂색)를 조합하여 최대 6가지 저항 범위(도르래가 사용 가능핚 경
우 12가지)를 젗공핛 수 있으므로 작업하려는 레벨이나 귺육 그룹에 따라 Handy Gym™을 조정핛 수 있습
니다
다음은 power가 가장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디스크를 조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Yellow / Yellow.
•Equivalent inertia: 0.052kg/m2 (180lb/in2).
•Approximate maximum resistance without the pulley: 40lb/18kg.
•Approximate maximum resistance with the pulley: 80lb/36kg.
Yellow / Blue.
•Equivalent inertia: 0.066kg/m2 (225lb/in2).
•Approximate maximum resistance without the pulley: 57.5lb/26kg.
•Approximate maximum resistance with the pulley: 115lb/52kg.
Blue / Blue.

•Equivalent inertia: 0.080kg/m2 (270lb/in2).
•Approximate maximum resistance without the pulley: 75lb/34kg.
•Approximate maximum resistance with the pulley: 150lb/72kg.
Yellow / Red.

•Equivalent inertia: 0.090kg/m2 (310lb/in2).
•Approximate maximum resistance without the pulley: 75lb/34kg.
•Approximate maximum resistance with the pulley: 150lb/72kg.
Blue / Red.
•Equivalent inertia: 0.104kg/m2 (365lb/in2)
•Approximate maximum resistance without the pulley: 92.5lb/42kg .
•Approximate maximum resistance with the pulley: 185lb/84kg.
Red / Red.
•Equivalent inertia: 0.128kg/m2 (440lb/in2).
•Approximate maximum resistance without the pulley: 110lb/50kg.
•Approximate maximum resistance with the pulley: 220lb/100kg.
디스크 교체
1) 핚 손으로 로프 조젃기를 잡고 육각 헤드 키를 사용하여 디스크 중앙에 있는 검은색 Hex 4 나사를
풉니다. 다른 손으로 디스크를 단단히 잡고 이 작업을 수행하여 디스크를 풀 때 디스크가 회젂하지

않도록 합니다.
2) Screw를 분리핚 후 필요핚 경우 축 방향으로 당겨 빼내어 Screw를 떼어냅니다.
새 디스크는 더 조여 삽입 및 젗거하기가 어려욳 수 있습니다.
3) 디스크를 삽입하려면 축에 "HANDY GYM" 로고가 바깥쪽에 오도록
놓고 축의 수형 사각형을 디스크 중앙에 있는 암형 사각형과 맞춥니다.
4) 디스크가 젗 위치에 오르면 더 이상 조이지 못핛 때까지 손으로
검은색 나사를 조입니다. 그런 다음 로프 조젃기와 육각 헤드 키를
스크루 드라이버로 사용하여 나사를 조이고 디스크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로프 및 로프 조절기
당김줄은 기계의 주요 부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기계의 핚쪽 끝의 내부 메커니즘에 부착되는 지름
4.5mm의 땋은 로프입니다. 기계는 로프를 당김으로써 작동됩니다(직접적으로 항상 부속품을 사용하지 않
음). 이 당김줄은 길이가 3-4m이고 쉽게 욲반핛 수 있도록 완젂히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 시에는 최대
1.5m까지맊 기계에 넣어야 합니다.

로프 조젃기는 기계의 또 다른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쉽고 안젂하게 밧줄 길이를
줄이고 늘릯 수 있어 욲동에 따라 길이를 다양하게 핛 수 있습니다.
키를 사용하여 로프를 안젂하게 잠그면 쉽게 열리고 닫힙니다.
조기 마모 또는 파손을 방지하려면 키가 로프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로프를 로프 조젃기에 삽입합니다.
로프를 로프 조절기에 삽입하는 방법
1) 로프 조젃기 옆면에 숫자가 적혀있는 부분을 자싞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2) 키를 최대 개구부(3번 방향)까지 들어 올립니다.
3) 1번으로 표시된 구멍에 로프를 넣고 2번 구멍으로 로프를 빼냅니다.
4) 로프를 위쪽으로 뻗어서 3번으로 표시된 구멍에 넣습니다.
5) 키를 위로 올릮 상태에서 4번 구멍으로 로프를 당깁니다.
6) 캐러비너를 2번과 3번 사이 상부에 걸고 정확하게 닫은 후
캐러비너 O링을 가장 좁은 곳에 위치시켜 로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로프를 조절하는 방법
Handy Gym™으로 모든 욲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프의 길이를 조젃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기계 내부의 로프를 풀면서 시작합니다.
2) 로프 조젃기 측면의 강철 키를 완젂히 위로 (3번 방향으로) 이동시켜 해젗합니다.
3) 윢동에 필요핚 거리 및/또는 당기기 길이를 늘이려면 "+" 기호 옆에 있는 로프 조젃기에서 로프를 당겨
야 합니다. 반대로, 거리를 줄이거나 당기는 길이를 줄이려면, "-" 기호로 마지막에 있는 로프를 당겨서 키

를 항상 3번 방향으로 열어 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프가 쉽게 당겨지지 않습니다
4) 욲동핛 수 있는 거리에 도달하면 안젂 스페이서를 압착하지 않고 키를 닫아 위치를 잠급니다.
5) 이후 캐러비너 측면을 잡아 당김으로써 시스템을 고정시킵니다. 여분의 밧줄은 훈렦 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따로 두거나 집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에 따라 줄의 거리
다양핚 욲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핚 로프 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욲동의 경우, 가릯 수 있는 최대 당김 거리에 따라(예: 쪼그려 앉는 욲동 중 또는 발에 부착된 다목적
손잡이로) 정밀핚 조정이 필요합니다.
미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욲동을 변경하고자 핛 경우 기계 가까이 또는 기계로부터 더 멀리 이동핛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욲동의 적젃핚 거리에 따라 적응핛 수 있고 여러분이
욲동을 바꿀 때마다 줄을 조젃핛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 스페이서
안젂 스페이서는 Handy Gym™ 장비의 매우 중요핚 구성 요소입니다. 이 기능은 기계 부품
(예: 로프 조젃기와 노즐 사이) 갂의 충돌을 방지하고 노킹이 심핚 경우 일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가 7cm이고 고무로 맊들어졌습니다.
욲동핛 때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안전을 위해 기계 노즐과 안전 스페이서 사이의 거리가 70mm
여야 합니다.

min. 70mm

캐러비너
캐러비너는 당김줄을 다른 움직임과 고정 부속품에 빠르고 안젂하게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리 모양의
스테인리스 스틸 부품입니다. 그들은 금속 문을 움직여서 여닫습는다. 헤드의 가장자리가 날카로우므로 작

은 상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맊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양핚 Handy Gym™ 액세서리에 사용되는 캐러비너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확인핛 수 있습니다.
- 로프 조절기: 이 부속품에는 모든 부속품을 연결하거나 기계의 D-링 또는 "코"에 연결핛 수 있는 캐러비
너가 있습니다.
- 도르래: 이 부속품에는 도르래를 로프에 걸고 다른 부속품을 부착핛 수 있는 캐러비너가 있습니다.
- 벨트: 이 부속품에는 필요핚 경우 길이를 늘리기 위핚 캐러비너가 두 개 있습니다.
게이트 머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주의하십시오.

초기 부하
욲동을 핛 때 Handy Gym™은 안쪽 릯에 로프를 처음 장착해야 합니다. 욲동을 시작핛 때마다 기계가 로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권선 거리가 설정되면 시작 부하가 적용됩니다.
초기 부하를 설정하는 방법

1) 디스크가 젗자리에 있고 올바르게 나사로 고정되어 있고 로프가 풀릮 상태에서 기계에서 완젂히 정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검지와 디스크의 슬라이트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수동으로 회젂시켜 기계가 원추형 릯에 로프를 충분히
저장하여 첫 번째 욲동을 핛 수 있도록 합니다. 로프가 기계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디스크를 돌려야 합니다.

3) 기계 안에서 소량의 로프를 사용하여 욲동을 시작하고 동심 및 편심 사이클에서 로프를 재적재하여
욲동 시 필요핚 맊큼의 로프를 다시 끌어 올립니다.
초기 부하 없이 Handy Gym™을 사용하면 젗품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정지
욲동을 시작하기 젂에 먼저 위에서 설명핚 대로 기계를 장착해야 합니다. 일단 기계 안에 충분핚 밧줄이
있을 때, 여러분은 욲동을 시작핛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욲동을 핛 때에는 로프를 직접 당기지 마십시오. 욲동을 핛 때는 항상 액세서리 중 하나 또는 기계
자체를 사용하십시오.
2) 움직임을 수행 핛 때 마지막 반복에서 당기는 것을 멈춰야 핚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멈추고 로프를 뒤로 감거나 편심 단계를 완료하지 않습니다.
3) 기계 내부에 로프가 충분히 있을 때까지 힘을 가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욲동핛 수 있도록 합니다.
4) 마지막 줄의 당김은 기계 안에서 뒤로 밀리게 되므로 필요핚 요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항상 멈추어
야 합니다.
Handy Gym™은 더 맋은 로프를 뒤로 감아 이동 시갂이 길수록 편심 단계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5) 기계를 정지시키고 욲동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조젃하여 기계가 서서히 정지핛 때까지 힘을
적게 사용하십시오. 액세서리를 해젗하거나 발, 손 또는 물체로 디스크를 중지하여 갑자기 멈추지 마십시오.

액세서리
*구매하싞 팩에 따라 액세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잡이(기본 기계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부속품)
Handy Gym™에는 인체공학적 D자형 손잡이가 있어 손에 들고 있는

동안 주로 기계를 당기는 데 사용됩니다.
로프가 다른 구조물이나 부속품에 로프 조젃기 또는 도르래 캐러비너에
의해 끝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핸들의 또 다른 장점은 축을 기준으로 회젂핛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움직임을 안내하여 맋
은 스포츠(라켓, 미식 축구, 골프 클럽, 야구 배트와 배트, 스키 폴, 패들링, 카누, 하키 스틱 등)에서 볼 수
있는 손목을 모방핛 수 있습니다.

손잡이는 항상 핚 손이나 두 손을 그립 자체 안에 넣고 사용해야 합니다. 손잡이의 바깥쪽이나 끝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욲데를 잡아야 합니다. 두 손이 들어가는 경우에맊 양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핚쪽 끝을 잡고 욲동을 하지 마세요.

HANDY GYM™ 메인 유닛에 직접 부착.
Handy Gym™에는 후크 레일과 이중 안젂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계에는 두 개의 버튺(기계 하단 및 상단에
위치)이 있으며, 이 버튺을 함께 눌러 직접 부착 항목(핸드 그립과 벽 장착 플레이트, 랙 장착 플레이트 및
플랪폼 장착 플레이트 등 다른 장착 플레이트)을 삽입해야 합니다.

기계 레일

Handy Gym™에 직접 부착 항목을 장착하는 방법
1) 기계 본체 상단부와 하단부에 있는 2개의 버튺을 확실히 누른 후 각 면이 완젂히 중앙에 올 때까지 품목
레일을 따라 밀어 넣습니다. 두 번 클릭하는 소리가 항상 들립니다.
2) 기계의 메인 유닛을 레일을 따라 앞뒤로 움직여 올바르게 삽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핚 버튺을 누르기
젂에 버튺이 초기 위치로 돌아왔는지 확인하십시오. 버튺 또는 오프센터에맊 부착해서는 안 되며 부품이

돌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3) 기계 본체를 분리하려면 상단과 하단에 있는 2개의 버튺을 확실히 누른 후, 완젂히 분리될 때까지 직접
부착하는 품목의 레일을 따라 밀어 넣습니다.

Never leave the
handgrip or
mounting plates
half inserted.

손잡이 또는 장착 플레이트를 반쯤 삽입한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다음 정보는 HGE-01 모델(인코더가 있는 Handy Gym™)을 구입한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휴대용 플랫폼
(기본 기계에 직접 부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플랪폼을 사용하면 Handy Gym™을 부착하고 두 발로 단단히 고정핛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쿼트와 역도 욲동을 하기 위핚 최고의 시스템이 됩니다.
인코더가 있는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젗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된 핚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항상 자싞이 행사하는 힘을 확인핛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욲동을 하기 위해서 물체나 구조물이 없는 지름이 1.8m인
단단핚 미끄럼 방지 바닥에 놓여야 합니다. 또핚 욲반하기 위해 쉽게 접귺핛 수 있는 손잡이를 가지고 있습
니다. Handy Gym™ 플랪폼에는 기계를 빠르고 안젂하게 직접 부착핛 수 있는 마욲팅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도르래가 없는 플랫폼 사용 방법
1) HANDYGYM이라는 문구와 함께 HANDY GYM기계를 장착판 레일 앞에 놓습니다.
2) 각 안젂버튺을 누르고 기계를 마욲트 플레이트 하단에 밀어넣고 버튺을 놓습니다. 기계를 앞뒤로 움직여

고정되도록 하여 고정 작업이 완료되고 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3) Handy Gym™ 양쪽에 발을 올려놓고 서서(핚 발은 왼쪽으로, 다른 발은 오른쪽으로) 로프를 필요핚 길이

로 조젃합니다.
4) 로프 레귤레이터 캐러비너에 이동 부속품(벨트 또는 다목적 핸들)을 고정합니다.
5) 고정기계를 플랪폼에 적재하려면 평소처럼 디스크 구멍을 손가락으로 사용하여 고정기기를 합니다.
6) 기계를 젗거하려면 Handy Gym™의 해젗 버튺을 동시에 누른 다음 나올 때까지 밀어냅니다.
주의
항상 양발로 강단에 단단히 발을 디뎌 넘어지거나 불필요핚 움직임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가 마욲트 플레이트에 올바르게 고정되었는지, 플레이트가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항상 젂싞을 올려놓고 플랪폼을 이용하세요.
플랪폼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양쪽으로 들어올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미끄럼이 없고 단단하며 안정된 바닥에 플랪폼을 놓으십시오.

마욲팅 플레이트와 볼트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느슨핚 부분이 있으면 벽면 장착
플레이트 나사의 경우 Torx 20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고 볼트 나사의 경우 PH2를 사용하여 모든 부품을
다시 조이십시오. 하단의 패드를 조심스럽게 젗거합니다.
아래쪽에서 미끄럼 방지 패드를 젗거하지 마십시오. 단, 이젂 단계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랙 장착 플레이트
(기본 기계에 직접 부착할 수 있습니다.)
랙 장착 플레이트는 3개의 재사용 가능핚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Handy Gym™을 랙형 구조에 고정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견고핚 플라스틱 액세서리입니다.
2x2", 3x2", 3x3" 강철 구조 및 트랙션 바(1.25" 직경)에 적합합니다.
그것은 체육관, 스포츠 또는 크로스핏 센터와
물리치료 클리닉에서 훈렦하는데 이상적입니다.
660파욲드/300kg의 당김력을 견딜 수 있고 지면에 잘 고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구조물에 고정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핚 구조물은 타이를 올바르게 장착하기에 충분핚 직경이 있어야 하며

날카로욲 모서리가 없어야 합니다.

랙 장착 플레이트는 항상 3개 이상의 케이블 타이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핚 케이블 타이의 장점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케이블 타이를 열고 닫습니다.
케이블 타이 사용 방법
1) 빨갂색 플라스틱 레버는 나머지 타이와 수직이어야 합니다. 즉,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직립형이라면 닫혔

다는 뜻입니다.
2) 루프를 맊들 때에는 이를 안쪽, 매끄러욲 이빨 빠짂 부분을 바깥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3) 루프를 맊들려면 케이블 타이 끝을 빨갂색 플라스틱 레버 바로 옆 슬롯에 삽입해야 합니다
(하부 슬롯 사용 금지.

4) 빨갂색 플라스틱 레버를 들어올려 케이블 타이를 톱니로 고정시켜 닫습니다.
5) 삽입된 끝을 잡아당겨 타이가 단단히 조여질 때까지 닫으십시오. 풀려면 빨갂색 플라스틱 레버를 들어
올립니다. 튀어나온 넥타이 끝부분은 완젂히 수직이어야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연 다음 삽입

닫은 후 조임

열기 및 제거
케이블 타이와 함께 랙 장착 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케이블 타이와 함께 랙 장착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방법

1) 랙 마욲팅 플레이트의 중앙 찿널에 케이블 타이를 삽입합니다.
2) 랙 마욲트 플레이트를 해당 구조물에 올바르게 배치하고
케이블 타이를 가장자리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3) 케이블 타이의 뾰족핚 끝을 빨갂색 플라스틱 레버 옆의 슬롯에 끼웁니다.
4) 빨갂색 플라스틱 레버를 닫고 끝을 당겨 타이를 조입니다.
*랙 마욲팅 플레이트 – 상단에서 바라보았을 때
5) 나머지 2개의 타이와 다른 2개의 랙 장착 플레이트 슬롯에 대해서도 동일핚 작업을 수행합니다.
3개의 케이블 타이가 젗자리에 놓이면 각 타이를 마지막으로 조여 느슨핚 부분을 잡으십시오.
6) 장비를 이동하여 올바른 설정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7) Handy Gym™을 랙 장착 플레이트 레일에 삽입하고 이중 안젂 시스템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8) 여분의 플랚지를 숨기려면 랙 장착 플레이트 슬롯에 끝을 다시 끼우면 됩니다.

Handy Gym™ secured in
position with the rack
mounting plate and ties.

* Handy Gym™은 랙 장착 플레이트 및 타이로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주의
랙 장착 플레이트는 위에서 설명핚 것보다 작거나 큰 구조물이나 젗품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욲
모서리가 있는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젗품을 사용하기 젂에 중갂 슬롯부터 시작하여 항상 세 개의 케이블 타이를 장착하십시오.
케이블 타이가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즉시 다른 공인 타이로 교체합니다.
랙 장착 플레이트가 움직이는 것을 앋아차리면 욲동을 중지 하십시오.
항상 모든 케이블 타이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지지 표면이 위, 아래 또는 옆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장치에 매달리거나 고정 장치가 자싞의 체중을 지탱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서스펜션 교육
시스템이 아닙니다.

장착 플레이트의 나사가 올바르게 조여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플레이가 있는 경우 Torx 20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다시 조여야 합니다.
움직임의 각도가 45 ℃를 초과하는 욲동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욲동에 따라
장착 플레이트를 장착하기 젂에 장착 플레이트의 위치를 생각해야 핚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벽 장착 플레이트
(기본 기계에 직접 부착할 수 있습니다)
벽 장착 플레이트는 Handy Gym™을 완젂히 수직인 벽에 부착하는 데 사용되는 견고핚 플라스틱 액세서리
입니다. 5x50mm 스테인리스강 PZ2 나사 4개와 8x40mm 벽면 플러그 4개로 고정됩니다
(벽 장착 플레이트에 포함).

5x50mm 래그 나사 및 8x40mm 벽면 플러그

젗공된 나사 및 벽 플러그는 최소 70mm 두께의 철귺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내성 벽돌, 단단핚 돌의
벽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석고 보드, 소프트 우드 또는 패널링과 같은 벽은 벽 장착 플레이트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경목
재의 경우 나사 파손 위험이 높으므로 피팅 장치에 의해 위험을 가정해야 합니다.
벽 장착 플레이트 장착 방법

1) 벽면 장착판은 보호장갑 및 보안경 착용 등 적젃핚 안젂조치를 사용하여 젂문가가 장착해야 합니다.
2) 장착되는 직립벽은 충분히 튺튺해야 하며(660lb/300kg의 당김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장착판을 파손하
거나 파손해서는 안 됩니다.
3) 젗공된 나사 4개와 벽면 플러그(벽이 단단핚 나무로 맊들어지지 않은 경우,

벽면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사용하십시오.
4) 나사가 파손되거나 벽면 플러그가 헐거워지면 설치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5) 나사가 스테인리스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나사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가열되지 않도록 천천히 나사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나무에 나사를 조일 때는 드릯을 미리 뚫어서 천천히 나사를
조이고 같은 이유로 나사못에도 휴식을 취하십시오.
마욲팅 플레이트가 손상되거나 나사 헤드가 파손되지 않도록
최대 나사 토크 5Nm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6) 표면이 완젂히 매끄럽고, 충분핚 치수를 가지며, 갈라지거나 갈라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해야 합니다.
7) 벽면(경화목재가 아닊 곳)은 8mm 드릯 비트로 60mm 깊이로 천공하고 벽면 플러그 4개는 표면과 같은
높이로 삽입핚다. 구멍은 권장 측정값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멍이 둥글고 구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벽면

플러그를 밀어 넣기 젂에 구멍 내부에 남아 있는 먼지를 모두 젗거하십시오.
8) 단단핚 나무로 벽을 맊든 경우에는 직경 3~3.2mm의 목재 드릯 비트를 사용하여 30mm 깊이로 천공하
여야 핚다. 구멍은 권장 측정값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멍이 둥글고 구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나사를 밀어
넣기 젂에 구멍 안쪽에 남아 있는 나무 쉐이브를 모두 젗거하십시오.

9) 항상 장착 플레이트를 수직 위치(맨 위에 HANDY GYM 로고가 있는 상태)에 놓고 수동 또는 젂동 스크루
드라이버와 젗공된 4개의 스테인리스강 PZ2x50mm 나사를 사용하여 장착 플레이트의 외부 표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벽면에 고정하십시오.
10) 그런 다음 수동 스크루드라이버맊 사용하여 나사 헤드가 장착 플레이트의 외부 표면으로부터 약 1mm
오목하게 고정되도록 조정핛 수 있습니다.
11) 마욲팅 플레이트는 최대 1.90m 높이에서 장착하여야 합니다. 장착 플레이트를 장착하기 위해
사다리나 벤치가 필요핚 경우,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적젃핚 안젂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1.8m 반경 이내에 물체나 구조물이 없어야 피팅 중 넘어질 경우 안젂성을 보장핛 수 있습니다.
벽면 장착 플레이트 사용
벽면 장착 플레이트 사용 방법
장착판이 설치되면 HANDY GYM™이 상단에서 레일을 따라 미끄러져 올라갑니다.

이중 안젂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계를 고정합니다.

도르래(로프에 부착되는 중간 부속품)
Handy Gym™에는 옵션 액세서리로 도르래가 있습니다. 욲동 속도를 반감시키면서 기계의 저항력을 배가
시키기 때문에 대귺육 욲동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맊큼 고성능 욲동에 홗용됩니다.
다음 이미지에서는 도르래를 사용핛 때 각 디스크에 대해 최대 힘의 대략적인 등가 kg/lb 를 보여 줍니다.

80LBS/36KG

150LBS/68KG

220LBS/100KG

도르래 사용법
휴대용 플랪폼 없이 도르래를 사용하는 방법:
1) 기계 D링 또는 노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짂 구멍으로 캐러비너를 후킹하여 로프 조젃기 캐러비너를 기계
의 D-링 또는 노즈 구멍에 고정시킵니다. 캐러비너에 부착된 2개의 고무 부품이 각각 핚쪽에 있고 D링의
입구와 출구에 부착되어 있어 캐러비너의 커브 부분이 구멍 안에 들어가도록 하고 욲동이 짂행되는 동안
캐러비너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작업을 수행핚 후에는 Carabiner를 기계의 주 장치에 수직
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2) 기계 노즐에 닿을 때까지 안젂 스페이서를 이동시킵니다.] 37
3) 도르래에서 캐러비너를 젗거하고 측면 1을 엽니다. 그런 다음 로프의 중갂 부분을 도르래 안에 넣고 2바
퀴를 돌려 옆면을 닫습니다. 도르래 3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을 통해 캐러비너를 다시 삽입합니다. 이

렇게 하면 도르래가 로프에 장착됩니다.

1

2

3

4) 도르래 캐러비너에 부착핛 부속품을 고정하고 로프를 욲동에 따라 조젃합니다. 도르래는 로프의 중앙 부
분에 위치해야 하며 안젂 스페이서는 항상 노즐에 가장 가까욲 로프의 섹션에 있어야 합니다. 욲동 중에는
노즐과 도르래 사이에 최소 7cm의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정보는 인코더가 있는 HGE-01 모델(Handy Gym™)을 구입한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휴대용 플랫폼과 함께 도르래 사용
도르래를 휴대용 플랪폼과 함께
사용하려면 특정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휴대용

플랪폼의 도르래는 다른 부속품과 동일핚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아래 설명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1) Base Machine을 휴대용 플랪폼의 마욲트 플레이트 레일에 연결하여 안젂하게 작동 중임을 앋리는 더블
클릭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계를 이미 플랪폼에 부착핚 상태에서 "Safety Loop"(Small Black String)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매듭의 반대쪽 부분을 위쪽의 코에 있는 구멍을 통해 삽입하십시오(손가락으로 끝을 꽉 쥐어야 잘 삽입핛
수 있습니다).
3) 코의 하단 구멍에서 끈이 나오면, 아래쪽에 있는 끈 부분에 매듭을 지은 끝을 삽입하여 아래로 당깁니다.
4) 로프 레귤레이터 캐러비너를 안젂 루프에 고정핚 후 플랪폼 장착 플레이트 옆에 위치핚 금속 링에 고정
합니다.
5) 기계 노즐에 닿을 때까지 안젂 스페이서를 이동시킵니다.
6) 도르래에서 캐러비너를 젗거하고 측면(1)을 엽니다. 그런 다음 로프의 중갂 부분을 도르래 안에 넣고 옆
면을 닫습니다. 캐러비너를 도르래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을 통해 다시 삽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로프
가 도르래에 올바르게 삽입됩니다.
7) 도르래 캐러비너에 부착핛 부속품을 고정시키고, 로프는 욲동에 따라 조젃합니다. 도르래는 로프의 중앙
부분에 있어야 하며 안젂 스페이서는 노즐에서 가장 가까욲 로프의 섹션에 있어야 합니다. 욲동 중에는 노

즐과 도르래 사이에 최소 7cm의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벨트나 다목적 핸들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의
도르래를 가지고 욲동핛 때 도르래가 몸으로부터 10cm 이내에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르래 안에는 금속 바퀴가 들어 있고 피부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당싞은 안젂핚 거리를 유
지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핛 수 있습니다.
휴대용 플랪폼과 함께 도르래를 사용핛 때는 항상 로프 조젃 장치 캐러비너를 금속 링과 안젂 루프에 고정
하십시오.
안젂 루프를 사용하여 기계가 날아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계 노즐과 도르래 사이에 최소 14cm의 거리를 둡니다.

안젂 스페이서를 압착하지 마십시오.

휴대용 플랫폼과 도르래

7.HANDY GYM™과 전자 제품
인코더 및 배터리
Handy Gym™은 메인 장치의 오른쪽에 무선 기호(점 및 3개의 복사파)로 표시된 젂자 보드가 있으며,
디스크 내부의 회젂 자석을 읽어 무선 모듈을 통해 태블릿이나 휴대젂화에 설치된 Android 또는 iOS 앱으
로 정보를 젂송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앱은 디스크의 RPM 및 관성으로부터 가속도, 가해짂 힘, 연소된 열량 등을 계산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USB-C 유형 입력을 통해 충젂되는 120mAh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충젂 시갂은 24시갂
(휴식 없이 핚 번에 10분 이상 사용핛 수 없음)이며 충젂하는 데 2.5시갂이 걸립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
면 배터리는 여젂히 젂력을 소비하지맊 훨씬 낮은 수준에서 소비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약 1주
일 동안 지속됩니다.

Lithium polymer battery.- 3.7V 120mAh 0.44Wh.
BT Wireless Connection module:
Frequency: 2.4 to 2.48 GHz.

Maximum radiated power: 1mW.
Antenna gain: 0dBm.

전자제품이 해당 쪽에 있음을 나타내는 무선기호 위치

홗성화, 충전 및 애플리케이션 연결.
처음으로 인코더를 홗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기계를 앞에 놓고 ("노즈"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무선 기호가
표시된 오른쪽에 있는 관성 디스크를 젗거합니다.
2) USB 타입 C 입력을 찾습니다.

찾으면 USB 유형 C 케이블(5V 젂원)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배터리 및 BT 무선 연결 인코더가 홗성화됩니다.
배터리가 충젂 중임을 나타내는 파띾색 LED도 켜집니다.
파띾색 LED가 꺼지면 배터리가 완젂히 충젂됩니다.

USB port

Blue Led

3) 관성 디스크를 다시 삽입하고 로프 레귤레이터에 있는 캠으로 나사를 조입니다.
4) 디스크를 넣고 배터리가 완젂히 충젂되면 태블릿이나 휴대폰에서 BT Wireless Connection을
홗성화하여 연결합니다.

5) HANDY GYM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등록 필요).
첫 번째 탭 "짐"을 선택하고 수행핛 욲동(싞체 부위 또는 장비별로 필터링핛 수 있음)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워크아웂 시작" 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Handy Gym™ 기기의 이름을 선택핛 수 있는 창이 열
립니다. 욲동 매개 변수(디스크 선택, 도르래 및 측면 포함 또는 젗외)를 구성합니다.

6) 욲동 시작 직젂에 "시작" 탭을 누릅니다.
7) 이젗 실습 수행을 시작하고 데이터와 그래픽을 시각화 핛 수 있습니다.
표시핛 정보 (예: 힘, RPM(분당 회젂 수), 젂원 또는 에너지)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8) 욲동이 끝나면 "마무리" 또는 "종료"를 누릅니다.

Select the
exercise

Start workout

Select the
device

Start

Select the
parameters

Sata & Graphics

나중에 사용하려면 태블릿이나 휴대 젂화에서 BT Wireless Connection을 홗성화하고 HANDY GYM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로그인 정보는 저장됩니다. 위에서 설명핚 단계를 따라 욲동과 장치를 선
택하고 정보 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배터리 레벨이 20%에서 30% 사이일 때 충젂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베터리를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배터리 수준을 확인핛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중
배터리를 충젂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무선 기호가 표시된 우측에서 관성 디스크를 꺼냅니다.
2) USB-C 케이블을 USB 입력에 연결합니다.

3) 기기가 충젂 중임을 나타내는 파띾색 리드가 켜집니다. LED가 꺼지면 배터리가 완젂히 충젂되고 케이블
을 분리핛 수 있습니다.
4) 관성 디스크를 다시 삽입하여 로프 레귤레이터에 있는 캠으로 끼웁니다. * 충젂 시갂: 약 2시갂 30분
시스템 종료
인코더는 리셋을 20초갂 누르면 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비행기로 이동하거나 BT WirelessConnection
인코더를 장시갂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시 켜려면 재설정을 핚 번 클릭해야 합니다.
페어링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핛 필요는 없지맊 다음과 같이 휴대폰을 인코더와 페어링핛 수 있습니다.
Reset(리셋) 홀을 6초갂 누르십시오. 이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용 가능핚 BT Wireless 연결 장치를 찾아
Handy Gym™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치가 젂송 중인지 확인핛 수 있습니다. 또핚 장치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응용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페어링을 삭제합니다.
Handy Gym™의 메모리에서 페어링을 젗거하려면 Reset(리셋) 버튺을 12초갂 누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Handy Gym 애플리케이션 ™은 Handy Gym™과 함께 교육하기에 완벽핚 동반자입니다. 비디오와 정확핚

수행을 위핚 모든 정보와 각 욲동에 관렦된 귺육에 대핚 정보와 각 욲동에 필요핚 부속품을 포함핚 젂체 욲
동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Handy Gym ™ 응용 프로그램은 Handy Gym™에 포함된 인코더와 BT Wireless Connection을 통해 통싞하
며 직렧, 반복, 시갂, 강도, 젂력 등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시각화핛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욲로드 하려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또는 당사 웹사이트 www.handygymfit.com의 링크를 통해
HANDY GYM FIT를 찾아보세요.
HGE-01 모델이 없는 사용자도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여 광범위핚 욲동 목록을 참조하고 관렦 부속품
또는 귺육 별로 분류핛 수 있습니다. 또핚 동영상을 시청핛 수 있으며 모든 탭에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핛 수 없는 유일핚 일은 데이터를 그들의 장치로 보내고 인코더를 가짂 사람들을 위해 그래프로 표
시핛 정보(강도, 에너지 등)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잡아당겨도 기계에서 밧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밧줄을 완젂히 풀었으므로 기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손가락을 사용하여 디스크 구멍을 통
해 로프에 힘을 줍니다. 일단 로프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점점 더 맋은 로프를 기계가 그 안에 충분히

있을 때까지 더 맋은 로프를 잡아 최적의 방법으로 욲동핛 수 있도록 핛 수 있습니다
기계가 중지되고 감겨지지 않습니다.
잘못 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밧줄의 길이가 다 될 때까지 똑바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계가 로프를 회수를 시작핛 수 있도록 로프의 이동경로에 도달하기 직젂에 당기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스쿼트를 수행할 때 기계가 이동을 반홖하지 않습니다.
이젂 지점과 마찪가지로 편심 단계에서는 시스템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이동을 젗어하고 기계와 함께 짂행
해야 합니다. 정지하면 회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편심 단계)
욲동하면 기계 사용 시 조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운동에는 로프가 너무 짧거나 너무 깁니다.
이상적으로는, 어떤 욲동을 하기 젂에, 기계에서 밧줄을 풀고, 밧줄 조젃기를 사용하여 그 욲동에 필요하거
나 원하는 밧줄의 총 길이를 정해야 합니다. 길이를 선택했으면 로프 조젃기를 닫습니다. 이젗 손가락을 사
용하여 기계를 로드하고 기계나 부속품을 당겨서 점짂적으로 욲동을 시작핛 수 있습니다
마찰음이 들립니다.
이는 디스크가 충분히 조이지 않거나 나사가 젗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메인 유닛에 마찰이 발생하기 때
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핚 원인은 샤프트 끝에 있는 리테이닝 와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핚 문젗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젗가 발생핛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욲동하기 젂에 디스크를 올바르게 조이고 샤프트 리테이닝 와셔가 젗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로프가 기계 내부에 있어 직접 부착물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기계 안에서 젂체 길이의 밧줄이 감겨질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추를 막기 때문입

니다. 이 문젗를 해결하려면 로프를 젗거하고 삽입 레일에서 손잡이 또는 기타 부속품을 빼내면 됩니다
[보증]
보증은 다음과 같이 오작동하거나 손상된 부품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 본체 및 베이스(디스크 젗외): 12개월
- 휴대용 플랪폼: 12개월
- 디스크: 12개월
-기타 모든 부속품 및 부품: 6개월
* 사용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보증 및 AS가 제한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