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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를만나보세요 내몸의활력을높이는트래커로내컨디션에최적화된운동을시작하세요 착용하기만

하면준비완료

잠시시간을내어 에나와있는전체안전정보를검토하세요 은의학적또는과학적

데이터를제공하기위한것이아닙니다

제품구성품

구성품

의분리형밴드는다양한색상과소재로제공됩니다별도판매

트래커충전하기

완전히충전된 의배터리사용시간은최대 일입니다 배터리사용시간및충전주기는사용방법과기타

요인에따라달라지므로실제결과는다양합니다

참고 충전기는 에사용할수없습니다

https://www.fitbit.com/legal/safety-instructions


을충전하려면다음과같이합니다

충전케이블을컴퓨터의 포트 인증 벽면충전기또는다른저전력충전기기에꽂습니다

충전케이블의반대편끝에있는핀을 뒷면의금색접촉부에맞춥니다 을충전기에대고

살짝눌러알맞게끼우세요

충전케이블에서 을분리하려면다음과같이합니다

을잡고충전기와트래커뒷면의한모서리사이에엄지손톱을밀어넣습니다

트래커와분리될때까지충전기를살짝아래로누릅니다



완전히충전될때까지약 시간이소요됩니다 을충전하는동안화면을두번눌러서켜면배터리잔량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을사용하려면배터리화면을오른쪽으로스와이프하세요완전히충전된트래커에는전부

채워진배터리아이콘이나타납니다

설정하기

및 용또는 용 앱으로 를설정하세요 앱은대부분의주요

스마트폰과호환됩니다 휴대폰의호환여부는 에서확인하세요

시작하는방법

 앱을다운로드합니다

 의경우

 휴대폰의경우 스토어

 앱을설치하고엽니다

 이미 계정이있는경우계정에로그인하고 오늘탭 프로필사진 기기설정을

누릅니다

https://www.fitbit.com/global/us/technology/compatible-devices
https://itunes.apple.com/us/app/fitbit-activity-calorie-tracker/id462638897?mt=8&ign-mpt=uo%3D4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itbit.FitbitMobile


 계정이없는경우 가입을누르면 계정을만들기위해답해야하는질문들이

표시됩니다

 계속해서화면의지침을따라 을계정에연결합니다

설정을완료하고나면새트래커에대한안내를자세히읽은후 앱을살펴봅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앱에서데이터보기

휴대폰에서 앱을열어건강지표 활동및수면데이터를확인하고운동또는마음챙김세션등을선택할수

있습니다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873


잠금해제하기

은활동적인상태를유지하고 숙면을취하고 스트레스를관리하도록도와주는 앱의맞춤형

리소스입니다 구독에는개인별건강및피트니스목표에맞춘프로그램과맞춤형인사이트 여러피트니스

브랜드에서제공하는수백개의운동 가이드명상등이포함됩니다

고객은 앱에서 체험판구독을이용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2437


착용하기

을손목에착용하거나클립액세서리별도판매에넣어착용하세요 밴드를분리하거나다른밴드를장착해야

하는경우 밴드교체하기 페이지에서지침을확인하세요

를밴드로착용하는경우는트래커가손목에착용 으로설정되어있는지확인하고 를

액세서리클립에넣어착용하는경우에는신체에고정 으로설정되어있는지확인하세요 자세한내용은

탐색하기 페이지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하루종일착용및운동시착용비교하기

운동하지않을때는손목뼈에서손가락한개너비위에 을착용하세요

장시간착용후에는주기적으로한시간정도트래커를벗고손목을쉬게하는것이중요합니다 샤워할때는트래커를

착용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트래커를착용한상태로샤워를해도되지만 비누 샴푸 컨디셔너가트래커에닿으면

트래커가장기적으로손상되거나피부자극이유발될수있으므로가능하면벗어두는것이좋습니다

운동시심박수모니터링을최적화하려면다음주의사항을따르세요



 운동중에는트래커를손목에서조금더올려더안정적으로착용해보세요자전거타기나웨이트리프팅과같은

여러운동을할때는손목을자주굽히게되므로트래커가손목의아래쪽에있으면심박수신호를감지하는데

방해가될수있습니다

 트래커를손목위쪽에착용하고기기뒷면이피부에닿도록하세요

 운동전에는밴드를조이고운동을마치면밴드를느슨하게풀어보세요 밴드는너무조이지말고편안하게

착용해야합니다밴드를너무꽉조이면혈류가제한되어심박수신호를감지하는데방해가될수있음

주로사용하는손

정확도를높이기위해 을주로사용하는손에착용하는지 아니면주로사용하지않는손에착용하는지를

지정해야합니다주로사용하는손은글을쓰고식사를하는데사용하는손입니다 시작할때손목설정은주로사용하지

않는손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을주로사용하는손에착용하는경우다음과같이 앱에서손목설정을

변경하세요

앱의오늘탭 에서프로필사진 타일 손목 주로사용하는손을누릅니다

클립에넣어 착용하기

을옷에클립으로고정하여착용하세요 밴드를분리하고트래커를클립에넣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밴드

교체하기 페이지에서확인하세요



가신체에고정 으로설정된경우심박수모니터링자동운동모니터링및액티브존미닛등의특정

기능은꺼져있게됩니다

을클립에넣으려면다음과같이합니다

 이전에 를손목에착용했었다면기기설정을신체에고정 으로변경합니다 자세한내용은

탐색하기 페이지에서확인하세요 참고 트래커를밴드로착용하는경우에는 가

손목에착용 으로설정되어있는지확인하세요

 화면을바라보며트래커를잡습니다 시간이거꾸로보이게잡지않도록하세요

 입구를바라보고뒷면의클립이아래를향하도록클립액세서리를잡습니다

 트래커의상단을클립입구에넣고트래커의하단을밀어넣습니다 클립의모든가장자리가트래커와딱붙으면

가고정된것입니다

클립착용위치

화면이바깥쪽을향하도록하여 를몸또는몸과가까운곳에착용하세요 클립을셔츠주머니 브래지어 바지

주머니 벨트또는허리밴드에단단히고정합니다 여러위치에착용해보고어디에착용할때가장편하고안정적인지

확인하세요



브래지어또는허리밴드에 을착용했을때피부자극이일어나는경우기기를벨트나주머니와같은겉옷에

클립으로고정하세요

착용및보관팁

 비누가함유되지않은연한세척제로밴드를정기적으로닦아주세요

 트래커가젖으면활동을마친후트래커를벗고물기를완전히말리세요

 가끔트래커를벗어주세요

자세한내용은 착용및관리페이지를참조하세요

밴드교체하기

에는스몰밴드가장착되어있으며라지하단밴드가추가로제공됩니다 상단및하단밴드모두

에서별도로판매되는액세서리밴드와교체할수있습니다 밴드크기는 밴드크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밴드및클립액세서리는 과호환되지않습니다

밴드분리하기

 을뒤집어서빠른분리레버를찾습니다

 퀵릴리스레버를안쪽으로누르면서트래커에서밴드를살짝당겨분리합니다

https://www.fitbit.com/global/us/product-care
https://www.fitbit.com/store


 다른쪽도위과정을반복합니다

밴드장착하기

 밴드를장착하려면밴드를잡고퀵릴리스레버반대쪽에있는핀을트래커의홈으로밀어넣습니다

 빠른분리레버를안쪽으로누르면서밴드의다른쪽끝을제위치로밀어넣습니다

 핀의양끝을모두삽입했으면빠른분리레버를놓습니다



기본사항

설정을관리하는방법 화면을탐색하는방법배터리수준을확인하는방법등을알아보세요

탐색하기

에는컬러 터치스크린디스플레이와 개의버튼이있습니다

화면을누르거나버튼을누르거나 좌우상하로스와이프해 을탐색해보세요 사용하지않을때는배터리를

보존하기위해트래커의화면이꺼집니다

기본사항탐색

홈화면은시계입니다

 화면을두번꾹누르거나 버튼을누르거나 손목을돌려 을깨웁니다

 화면상단에서아래로스와이프하면빠른설정휴대폰찾기앱 설정앱 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빠른

설정에서오른쪽으로스와이프하거나버튼을눌러시계화면으로돌아갈수있습니다

 일일통계를확인하려면화면을위로살짝밉니다

 트래커의앱을확인하려면좌우로살짝밉니다

 이전화면으로돌아가려면오른쪽으로스와이프합니다 시계화면으로돌아가려면버튼을누릅니다





빠른설정

특정설정에더빠르게액세스하려면시계화면에서아래로살짝밉니다 설정을눌러조정합니다 설정을끄면아이콘이

흐려지고그가운데에줄이표시됩니다

방해금지모드
방해금지설정이켜져있는경우

 알림 목표달성축하및미리알림이음소거됩니다



 빠른설정에서방해금지아이콘 이빛납니다

방해금지설정과수면모드는동시에켤수없습니다

수면모드 수면모드설정이켜져있는경우

 알림 목표달성축하및미리알림이음소거됩니다

 화면의밝기가어둡게설정됩니다

 손목을돌리면화면은꺼진상태로유지됩니다 을깨우려면화면을두번꾹

누릅니다

 빠른설정에서수면모드아이콘 이빛납니다

수면일정을설정하면수면모드가자동으로꺼집니다 자세한내용은 설정조정하기 페이지

확인하세요

방해금지설정과수면모드는동시에켤수없습니다

자동깨우기 자동깨우기설정 이켜져있는경우 손목을돌릴때마다화면이켜집니다

내폰찾기 눌러서휴대폰찾기앱을엽니다

자세한내용은 휴대폰찾기 페이지에서확인하세요

손목에착용

신체에고정

를손목에착용할때는트래커가손목에착용 으로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를클립에넣을때는트래커가신체에고정 으로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손목형및클립형모드사이를전환하려면설정 을누르고예를눌러

확정합니다



가신체에고정 으로설정된경우심박수모니터링자동운동모니터링및

액티브존미닛등의특정기능은꺼져있게됩니다

방수잠금 샤워나수영등을하며물속에있을때는방수잠금설정을켜서화면과트래커의버튼이

활성화되지않도록하세요 방수잠금이켜져있으면화면과버튼이잠기고하단에방수잠금

아이콘이표시됩니다 알림과알람은트래커에계속표시되지만이와상호작용하려면화면을

잠금해제해야합니다

방수잠금을켜려면시계화면에서아래로스와이프하고방수잠금 을누른다음 화면을

두번꾹누릅니다 방수잠금기능을끄려면손가락으로화면가운데부분을두번꾹누릅니다

화면에 잠금해제됨이라고표시되지않으면더세게눌러보세요 이기능을끄면기기의

가속도계가사용되어활성화하는데힘이더듭니다

운동앱 에서수영을시작하면방수잠금이자동으로켜집니다

설정앱 설정앱을눌러서

엽니다 자세한내용은 설정조정하기 페이지를확인하세요

설정조정하기

설정앱 에서기본설정을관리합니다 시계화면에서아래로살짝밀고설정앱 을눌러서엽니다 설정을눌러서

조정합니다 살짝밀어전체설정목록을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설정

밝기 화면의밝기를변경합니다

자동깨우기
손목을돌렸을때화면을켤지여부를변경합니다



화면시간초과
화면이꺼지거나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시계페이스로전환되기까지걸리는시간을조정합니다

올웨이즈온

디스플레이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를켜거나끕니다 자세한내용은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

조정하기 페이지를참조하세요

조용한모드

운동

중심

운동앱을사용하는동안알림을끕니다

방해

금지

모든알림을끕니다

수면

모드
수면모드 설정해당모드가자동으로켜지거나꺼지도록하는일정설정등을조정합니다

일정을설정하려면다음단계를따르세요

 설정앱 을열고무음모드 수면모드 일정 인터벌을누릅니다

 시작또는중지시간을눌러모드가켜지고꺼지는시간을조정합니다 위아래로살짝밀어시간을

변경하고 시간을눌러선택합니다 수면모드는직접켠경우에도예약한시간에자동으로꺼집니다

기타설정

심박수 심박수모니터링을켜거나끕니다

액티브존미닛

알림

매일활동하는동안받게되는심박수구간알림을켜거나끕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

확인하세요

버튼잠금
화면이꺼져있을때트래커의버튼이활성화되지않도록하려면버튼잠금을켭니다 버튼잠금을

켜려면설정 켜기를눌러확정합니다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379.htm


진동 트래커의진동세기를조정합니다

기기정보
트래커의규정정보와활성화날짜트래커의보증이시작되는날를확인하세요 활성화날짜는기기를

설정한날짜입니다

기기정보 시스템정보를눌러활성화날짜를확인합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기기다시시작 기기다시시작

다시시작을눌러트래커를다시시작합니다

배터리수준확인하기

시계페이스에서위로살짝밀면화면상단에배터리수준이표시됩니다

트래커의배터리가부족하면 시간이채남지않은경우 배터리표시기가빨간색으로바뀝니다 트래커의배터리가매우

부족하면 시간이채남지않은경우 시계페이스에경고가표시되고배터리표시기가깜박입니다 오른쪽으로살짝밀어

경고를해제합니다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조정하기

화면과상호작용하지않을때도트래커에시간이표시되도록하려면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를켜세요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126.htm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를켜거나끄는방법

 시계페이스를아래로살짝밀어빠른설정에액세스하세요

 설정앱 디스플레이설정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를누릅니다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를눌러설정을켜거나끕니다 특정시간에디스플레이를자동으로끄도록설정하려면꺼짐

시간을누릅니다

이기능을켜면트래커의배터리사용시간에영향을줍니다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를켜면 을더자주

충전해야합니다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모드가없는시계페이스에서는기본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시계페이스를사용합니다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는트래커의배터리가매우부족한경우자동으로꺼집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화면끄기

사용하지않을때트래커의화면을끄려면트래커화면을반대쪽손으로잠시가리거나손목을몸반대쪽으로돌리세요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설정을켜면화면이꺼지지않습니다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744


시계페이스및앱

에서시계페이스를변경하고앱에액세스하는방법을알아보세요

시계페이스변경하기

갤러리에서는트래커를맞춤화할수있는다양한시계페이스를제공합니다

 앱의오늘탭 에서프로필사진 타일을누릅니다

 갤러리 시계탭을누릅니다

 사용가능한시계페이스를찾습니다 시계페이스를누르면상세보기가표시됩니다

 설치를눌러 에시계페이스를추가합니다

앱열기

시계페이스에서좌우로살짝밀어트래커에설치된앱을확인합니다 위로살짝밀거나앱을눌러서엽니다이전화면으로

돌아가려면오른쪽으로살짝밀고 시계화면으로돌아가려면버튼을누릅니다



내폰찾기

휴대폰을찾으려면휴대폰찾기앱 을사용하세요

요구사항

 트래커가찾으려는휴대폰에연결 페어링 되어있어야합니다

 휴대폰에 가켜져있고 기기로부터 피트 이내에있어야합니다

 앱이휴대폰에서백그라운드로실행되고있어야합니다

 휴대폰이켜져있어야합니다

휴대폰찾는방법

 시계페이스를아래로살짝밀어빠른설정에액세스하세요

 트래커에서휴대폰찾기앱을엽니다

 휴대폰찾기를누르면휴대폰벨소리가크게울립니다

 휴대폰을찾으면취소를눌러벨소리를끕니다



휴대폰에서보내는알림

에서는휴대폰의전화 문자 캘린더및앱알림을표시하여최신소식을알려줄수있습니다알림을받으려면

트래커가휴대폰으로부터약 미터 피트 이내에있도록하세요

알림설정하기

휴대폰의 가켜져있고휴대폰에서알림을받을수있는지확인하세요설정 알림에있는경우가많음

그런다음다음과같이알림을설정합니다

 앱의오늘탭 에서프로필사진 타일을누릅니다

 알림을누릅니다

 트래커를아직페어링하지않은경우화면의안내를따라페어링합니다 전화문자및캘린더알림은자동으로

켜집니다

 및 등휴대폰에설치된앱의알림을켜려면앱알림을누른다음 확인할알림을켭니다

을사용하는경우 에는캘린더앱에동기화된모든캘린더의알림이표시되며 휴대폰을

사용하는경우에는설정시선택한캘린더앱의캘린더알림이표시됩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수신알림확인하기

알림이수신되면트래커가진동으로알려줍니다 알림을눌러서메시지를펼칩니다

알림이도착했을때읽지않은경우나중에알림앱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알림앱 을좌우로살짝민다음

위로밀어앱을엽니다 트래커는알림의처음 자를표시합니다 전체메시지는휴대폰에서확인하세요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979


알림관리하기

은최대 개의알림을저장하며그다음부터는가장오래된알림을새로수신되는알림으로대체합니다

알림앱 에서알림관리

 위로살짝밀어알림을스크롤하고 알림을눌러펼칩니다

 알림을삭제하려면알림을눌러서펼친다음화면을살짝밀어아래로이동한후지우기를누릅니다

 한번에모든알림을삭제하려면알림하단에도달할때까지위로살짝밀고모두지우기를누릅니다

 알림화면을종료하려면버튼을누르거나오른쪽으로스와이프합니다

알림끄기

앱에서특정알림을끄거나 의빠른설정에서모든알림을끄세요 모든알림을끄면휴대폰에서알림을

수신해도트래커가진동하지않으며화면이켜지지않습니다

특정알림을끄는방법

 휴대폰에서 앱의투데이탭 에서프로필사진 타일 알림을누릅니다

 트래커에서더이상수신하고싶지않은알림을끕니다

모든알림을끄는방법

 시계페이스에서아래로살짝밀어빠른설정에액세스합니다

 모드 를켜면모든알림이꺼집니다



휴대폰에서방해금지설정을사용하는경우에는이설정을끌때까지트래커에서알림이수신되지않습니다

휴대폰전화수락또는거부하기

또는 휴대폰과페어링된경우 을통해수신전화를받거나거부할수있습니다

전화를받으려면트래커화면의녹색전화기아이콘을누릅니다트래커로통화할수는없습니다 전화통화를수락하면

근처에있는휴대폰으로전화를받습니다 전화를거부하려면빨간색전화기아이콘을눌러발신자를음성사서함으로

전환합니다

연락처목록에있는사람인경우발신자이름이표시되고 그렇지않으면전화번호가표시됩니다

메시지에응답하기 휴대폰

미리설정된빠른답장으로트래커의특정앱에서문자메시지및알림에바로응답하세요트래커에서메시지에응답하려면

휴대폰을백그라운드에서 앱이실행되고있는상태로근처에두세요

메시지에응답하려면다음단계를따르세요



 응답할알림을엽니다

 다음과같이메시지에답장하는방법을선택합니다

 빠른답장목록에서메시지에답장하려면텍스트아이콘 을누릅니다

 이모티콘으로메시지에답장하려면이모티콘아이콘 을누릅니다

빠른답장을사용자지정하는방법등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2344


시간지키기

알람은설정한시간에진동하여잠을깨우고알림을제공합니다일주일에한번또는수일간알람이울리도록최대 개의

알람을설정할수있습니다 또한스톱워치로이벤트시간을측정하거나카운트다운타이머를설정할수있습니다

알람설정

알람앱 으로한번또는반복되는알람을설정하세요 알람이울리면트래커가진동합니다

알람을설정할때스마트알람을켜서트래커가설정된알람시간 분전부터깨우기가장좋은시간을찾을수있도록

하세요 그러면깊은수면중에깨우는것이방지되므로상쾌한기분으로잠에서깰가능성이더커집니다 스마트알람에서

깨우기가장좋은시간을찾지못하는경우에는알람이설정된시간에울립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알람해제또는스누즈하기

알람이울리면트래커가진동합니다 알람을해제하려면화면하단에서위로살짝밀고해제아이콘 을누릅니다

알람을 분간스누즈하려면화면상단에서아래로살짝밉니다

원하는횟수만큼알람을스누즈하세요 분넘게알람을무시하면 이자동으로스누즈모드로전환됩니다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868


타이머와스톱워치사용하기

트래커의타이머앱 을사용하여카운트다운타이머를설정하거나스톱워치로이벤트시간을측정하세요 스톱워치와

카운트다운타이머는동시에실행할수있습니다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가켜져있으면스톱워치나카운트다운타이머가종료되거나앱을종료하기전까지화면에계속

표시됩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2259


활동및건강

에서는착용할때마다다양한통계를계속모니터링합니다 데이터는온종일 앱과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통계확인하기

시계페이스를위로살짝밀어다음과같은일일통계를확인하세요

중요통계
오늘걸은걸음수 이동거리칼로리소모량및액티브존미닛

운동 이번주에운동목표를달성한일수

심박수
현재심박수및심박수구간 안정시심박수

시간당활동 오늘시간당활동목표를충족한시간

여성건강
생리주기의현재단계에대한정보해당하는경우

산소포화도 최근안정시 평균

수면 수면시간및수면점수

앱에서트래커를통해감지되는모든기록및기타정보를확인해보세요

일일활동목표모니터링하기

에서는선택하는일일활동목표에대한달성률을모니터링합니다 목표를달성하면축하하는의미로트래커가

진동합니다



목표선택하기

건강및피트니스여정을시작하는데도움이되는목표를설정하세요 시작할때목표는하루에 걸음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걸음수를변경하거나다른활동목표를선택하세요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에서목표달성률을모니터링하세요 자세한내용은 통계확인하기 페이지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시간당활동모니터링하기

은가만히있을때를파악하고활동알림을보내하루종일계속활동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알림은시간당 걸음이상걷도록알려줍니다 걸음을걷지않은경우해당시간 분전에진동이울리고화면에

알림이표시됩니다 알림을받은후 걸음목표를달성하면두번째진동이울리고축하메시지가표시됩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수면추적하기

잠자리에들때 을착용하여수면시간 수면단계렘수면 얕은수면 깊은수면의지속시간 및수면

점수수면의질 등수면에관한기본통계를자동으로모니터링하세요

또한 은밤사이예상산소량변화를모니터링하여잠재적인수면중호흡장애를발견하는데도움을줄뿐만

아니라 피부온도를모니터링하여개인기준치및 수치와어떻게다른지확인함으로써혈중산소량을추정합니다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955.htm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878


수면통계를확인하려면잠에서깬후트래커를동기화하고 앱을확인하거나 트래커의시계페이스에서위로살짝

미세요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수면목표설정하기

시작할때하룻밤수면목표는 시간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이목표를필요에맞게사용자지정하세요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장기수면행동에대한인사이트얻기

프리미엄구독을통해월별수면프로필과함께수면습관을개선할수있는방법을파악하고따르세요 매달 일이상

기기를착용한상태로잠자리에드세요매달 일에 앱을확인하여장기적인수면행동추이를반영한수면

동물과함께 가지월간지표를사용한수면분석을받아보세요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수면습관에대해알아보기

을구독하여수면점수및또래와나를비교한내용에관해자세히알아보세요 이는수면루틴을

개선하고더상쾌한기분으로잠에서깨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스트레스관리하기

명상기능으로스트레스를모니터링하고관리하세요

심호흡가이드세션수행하기

의 앱 에서는맞춤형심호흡가이드세션을제공하여언제든지마음의안정을찾도록도와줍니다

세션중에는모든알림이자동으로비활성화됩니다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314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314#sleepgoal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314.htm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2437#sleepscore


 에서좌우로스와이프해 앱 으로이동한다음눌러서엽니다

 이전세션과동일한길이로세션을시작하려면시작을누릅니다 맞춤형세션시간을설정하는방법은다음과

같습니다

 위로살짝밀어맞춤형을누릅니다

 위아래로살짝밀어시간분을선택한다음눌러서분을설정합니다

 시작을누릅니다

 화면의지침을따릅니다 완료하면요약을확인하고완료를눌러앱을닫습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스트레스관리점수확인하기

심박수 운동및수면데이터를기반으로하는스트레스관리점수는매일몸에스트레스의징후가나타나는지를확인하는

데도움이됩니다 점수는 점으로매겨지며 높을수록신체적스트레스징후가몸에적게나타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일일스트레스관리점수를확인하려면트래커를착용한상태로잠자리에들고아침에휴대폰에서

앱을연후투데이탭 에서스트레스관리타일을누르세요

하루동안의기분을기록하여몸과마음이스트레스에어떻게반응하는지를더명확히파악해보세요

을구독하면자세한점수분석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2077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2077.htm


고급건강메트릭

앱의건강수치로자신의몸에대해더잘알아보세요이기능에서는추세를확인하고변한점을평가할수있도록

기기에서지속적으로감지한주요수치를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메트릭은다음과같습니다

 산소포화도

 피부온도변화

 심박변이도

 안정시심박수

 호흡률

참고 이기능은질병을진단또는치료하기위한것이아니며의학적용도로생각해서는안됩니다 이는건강을관리하는

데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하기위한것입니다건강과관련하여걱정되는점이있는경우의료서비스제공자와

상담하세요 응급상황이라고생각되는경우에는긴급구조대에연락하세요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2462.htm


운동및심장건강

운동을자동으로모니터링하거나운동앱 으로활동을모니터링하여실시간통계및운동후요약을확인하세요

앱을확인하여친구및가족과활동을공유하고 동료들과비교했을때전반적인피트니스수준이어떤지를

확인하는등여러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자동으로운동모니터링하기

에서는 분이상움직임이컸던활동을자동으로인식하고기록합니다 휴대폰의 앱에서활동에관한

기본통계를확인하세요 투데이탭 에서운동타일 을누릅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운동앱을사용하여운동모니터링및분석하기

의운동앱 으로특정운동을모니터링하여심박수데이터 칼로리소모량 경과시간 운동후요약과같은

실시간통계를손목에서확인합니다 를사용한경우전체운동통계운동강도맵을확인하려면 앱에서운동

타일을누르세요

에서는근처에있는휴대폰의 센서를사용하여 데이터를캡처합니다

요구사항

휴대폰연동 는 센서가있고지원되는모든휴대폰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

확인하세요

 휴대폰에서 와 를켭니다

 이휴대폰과페어링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785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935


또한 앱에 또는위치서비스사용권한이있어야합니다

운동에대해 가켜져있는지확인합니다

운동앱 을열고위로살짝밀어운동을찾습니다

운동을누른다음위로살짝밀어 가켜져있는지확인합니다

휴대폰을지닌채로운동합니다

운동을모니터링하는방법

에서좌우로스와이프해운동앱 으로이동한다음 위로스와이프해운동을찾습니다

운동을눌러서선택합니다 운동에서 를사용하는경우신호가연결될때까지기다리거나운동을시작한뒤

신호가사용가능해지면 에연결되도록할수있습니다 에연결되는데는몇분정도걸릴수있습니다

실행아이콘 을눌러운동을시작하거나화면을위로살짝밀어운동목표를선택하거나설정을조정합니다

설정에관한자세한내용은 운동설정사용자지정하기 페이지에서확인하세요

화면가운데를눌러실시간통계를스크롤합니다 운동을일시중지하려면위로살짝밀고일시중지 를

누릅니다

운동을완료했으면위로살짝밀고일시중지 완료 를누릅니다 그러면운동요약이나타납니다

위로살짝밀고완료를눌러요약화면을닫습니다

참고

 운동목표를설정해놓으면목표를절반달성한경우및목표를달성한경우트래커에서알려줍니다

 운동에서 를사용하는경우화면상단에 연결중 이라는메시지가나타납니다화면에

연결됨이라는메시지가표시되고 이진동하면 가연결된것입니다



운동설정사용자지정하기

기기또는 앱에서각운동유형에대한설정을사용자지정합니다 앱에서운동바로가기를변경하거나

순서를바꾸세요

다음과같은설정을사용자지정할수있습니다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 운동중화면을켜두기

자동일시중지 이동을멈추면달리기가자동으로일시중지됩니다

를사용하여경로를모니터링합니다

심박수구간알림 운동중목표심박수구간에진입하면알림이수신됩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

확인하세요

인터벌 인터벌트레이닝중에사용하는활동및휴식의인터벌조정

풀길이 수영장길이를설정합니다

달리기감지 트래커가달리기를감지하면운동앱을자동으로엽니다

랩 운동중특정주요기록달성시알림받기

단위 수영장길이에사용하는측정단위를변경합니다

트래커에서각운동유형에대한설정을변경하는방법

 살짝밀어운동앱 으로이동한다음위로살짝밀어운동을찾습니다

 운동을눌러서선택합니다

 운동설정을위로살짝밉니다설정을눌러조정합니다

 완료되면실행아이콘 이보일때까지화면을아래로밉니다

앱에서특정운동설정을맞춤화하고운동앱 바로가기를변경하거나다시정렬하는방법

 앱의오늘탭 에서프로필사진 타일을누릅니다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379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379


 운동바로가기를누릅니다

 새운동바로가기를추가하려면 아이콘을누르고운동을선택합니다

 운동바로가기를제거하려면바로가기를왼쪽으로살짝밉니다

 운동바로가기의순서를다시지정하려면편집 만해당을누르고메뉴아이콘 을길게누른

후위나아래로드래그합니다

 운동설정을맞춤화하려면운동을누르고설정을조정합니다

에서는최대 개의운동바로가기를만들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운동요약확인하기

운동을마치고나면 에통계요약이표시됩니다

를사용한경우추가통계및운동강도맵을보려면 앱에서운동타일을확인하세요

심박수확인하기

에서는여유심박수최대심박수와안정시심박수의차이를사용하여심박수구간을맞춤화합니다 선택한트레이닝강도를목표로하는데도움이되도록

운동시트래커에서심박수및심박수구간을확인하세요 심박수구간에진입하면 에서알려줍니다

심박수구간은사용자가선택하는트레이닝강도를목표로하는데도움이됩니다 미국심장협회의권고에따른 개의

구간을이용할수있지만 목표로삼고있는특정심박수가있는경우맞춤형구간을만들수도있습니다

기본심박수구간

기본심박수구간은예상최대심박수를사용해계산됩니다 은일반공식인 에서사용자의나이를뺀값으로

최대심박수를계산합니다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935#shortcuts


아이콘 구간 계산 설명 

구간미달 최대

심박수의

미만

지방연소구간에진입하기전에는심장이느리게뜁니다

지방연소

구간

최대

심박수의

지방연소구간에서는빠르게걷기와같은중간강도의활동을하고있을

가능성이큽니다심박수가올라가고호흡이빨라질수있지만대화는나눌

수있는상태입니다

심장강화

구간

최대

심박수의

심장강화구간에서는달리기나스피닝과같은격렬한활동을하고있을

가능성이큽니다

최대심박

구간

최대

심박수의

이상

최대심박구간에서는전력질주나고강도인터벌트레이닝등운동성과및

속도를높이는짧은고강도활동을하고있을가능성이큽니다

사용자지정심박수구간

이러한심박수구간을사용하는대신 앱에서특정심박수구간을목표로사용자지정구간을만들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565


액티브존미닛획득하기

지방연소구간심장강화구간또는최대심박구간에서보낸시간에대해액티브존미닛을얻어보세요 시간을극대화하는

데도움이되도록심장강화구간이나최대심박구간에서는분마다 배의액티브존미닛을얻게됩니다

지방연소구간에서의 분 액티브존미닛 분

심장강화구간또는최대심박구간에서의 분 액티브존미닛 분

에서는다음과같은 가지방법으로액티브존미닛을알려줍니다

 지금하고있는운동의강도를알수있도록운동앱 을사용하여운동중에다른심박수구간에진입하고조금

있다가알려줍니다 트래커가진동하는횟수는현재구간을나타냅니다

번진동 지방연소구간

번진동 심장강화구간

번진동 최대심박구간

 하루중언제든지심박수구간에진입예 빠르게걷기하고 분이지나면알려줍니다

시작하려면심박수구간알림을끕니다 이를켜는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운동앱 에서운동중에표시되는심박수구간알림 운동앱을사용하여운동모니터링및

분석 페이지을확인하세요

 일상적인활동중에표시되는심박수구간알림 설정조정하기 페이지를확인하세요

처음시작할때주간목표는액티브존미닛 분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목표를달성하면알림을받게됩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심박수알림받기

분이상활동이없는것으로보이는상태에서심박수가기준치를벗어나있음을 에서감지하는경우알림을

받아보세요

이기능을끄거나기준치를조정하려면다음단계를따르세요

 휴대폰에서 앱의투데이탭 에서프로필사진 타일을누릅니다

 고심박수및저심박수를누릅니다

 높은심박수알림또는낮은심박수알림을켜거나끄고 기준치를조정하려면사용자지정을누릅니다

앱에서이전심박수알림을보거나 가능한증상및원인을기록하거나알림을삭제하세요 자세한내용은관련

도움말자료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379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565.htm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565.htm


일일컨디션점수확인하기

일일컨디션점수로몸에어떤활동이가장적합한지알아보세요 구독으로이용가능한기능입니다

매일아침 앱에서활동 수면및심박변이도를기준으로매겨지는 점사이의점수를확인하세요 점수가

높으면운동할준비가되었다는의미이며 낮은점수는회복에집중해야한다는뜻입니다

점수를확인할때점수에영향을준요인 그날의맞춤형활동목표와권장운동또는회복세션도자세히볼수있습니다

일일컨디션점수를확인하려면트래커를착용한상태로잠에들고 다음날아침에휴대폰에서 앱을엽니다 투데이

탭 에서컨디션타일 을누릅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심장강화피트니스점수보기

앱에서전반적인심혈관건강상태를조회하세요 동료들과비교한결과를보여주는심장강화피트니스점수및

심장강화피트니스레벨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앱에서심박수타일을누르고심박수그래프를왼쪽으로살짝밀어자세한심장강화피트니스통계를확인하세요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활동공유하기

운동을마친후 앱을열어친구및가족과통계를공유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2470.htm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2096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2435#share


업데이트다시시작및지우기

일부문제해결단계에서는트래커를다시시작해야할수도있으며 을다른사람에게줄경우담긴내용을

지우는것이좋습니다 트래커를업데이트하여최신펌웨어를받습니다

업데이트하기

트래커를업데이트하여개선된최신기능및제품업데이트를적용하세요

업데이트를사용할수있게되면 앱에알림이표시됩니다 업데이트가시작된후에는완료될때까지 과

앱에진행률표시줄이표시됩니다 업데이트중에는트래커와휴대폰을서로가까이두어야합니다

을업데이트하려면트래커의배터리가 이상충전되어있어야합니다 을업데이트하면

배터리가많이소모될수있으므로업데이트를시작하기전에트래커를충전기에연결하는것이좋습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다시시작하기

을동기화할수없거나통계모니터링또는알림수신에문제가있는경우다음과같이손목에서트래커를다시

시작하세요

 시계화면에서아래로살짝밀어설정앱 을찾습니다

 설정앱 기기다시시작 다시시작을엽니다

이응답하지않으면다음과같이합니다

 을충전케이블에연결합니다 지침은 트래커충전하기 페이지에서확인하세요

 트래커의버튼을 초동안길게눌렀다가놓습니다 이진동하고 로고가나타나면트래커가

다시시작된것입니다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871.htm


지우기

을다른사람에게주거나반품하려는경우에는먼저다음과같이개인데이터를지우세요

 시계화면에서아래로살짝밀어설정앱 을찾습니다

 설정앱 기기정보 사용자데이터지우기를엽니다

 위로살짝민다음 초동안 초유지를눌렀다가뗍니다

 로고가표시되고 이진동하면데이터가지워진것입니다



문제해결

이올바르게작동하지않을경우아래의문제해결단계를확인하세요

심박수신호누락

에서는운동할때뿐만아니라하루종일심박수를계속모니터링합니다 트래커의심박수센서에서신호를잘

감지하지못하면점선이표시됩니다

트래커에서심박수신호를감지하지못하는경우먼저트래커의설정앱 에서심박수모니터링기능이켜져있고

가손목에착용으로설정되어있는지확인하세요그런다음 손목에착용한트래커를위아래로움직이거나

밴드를조이거나풀어트래커를올바르게착용하고있는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 는피부에닿아있어야합니다

팔을편채로가만히두고잠시기다리면심박수가다시표시될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도움말자료를확인하세요

신호누락

고층빌딩 울창한숲 가파른언덕 짙은구름등환경적요인은 위성에연결하는휴대폰의기능을방해할수

있습니다 운동중에휴대폰에서 신호를검색하는경우화면상단에연결중이라는메시지가나타납니다

https://help.fitbit.com/articles/en_US/Help_article/1582


최상의결과를위해운동을시작하기전에사용중인휴대폰이신호를찾을때까지기다립니다

기타문제

다음과같은문제가발생하면트래커를다시시작하세요

 동기화되지않음

 누르거나 살짝밀거나 버튼을눌러도응답없음

 걸음수나다른데이터를모니터링하지않음

 알림이표시되지않음

지침은 다시시작하기 페이지에서확인하세요



일반정보및사양

센서및구성품

에는다음과같은센서와모터가내장되어있습니다

 광학심박수트래커

 산소포화도 측정용빨간색적외선센서

 동작패턴을모니터링하는 축가속도계

 주변광센서

 진동모터

소재

클래식밴드는스포츠워치에흔히사용되는것과같은유연성이좋고내구성높은실리콘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의보호커버및버클은플라스틱입니다

무선기술

에는 무선송수신기가내장되어있습니다

햅틱피드백

에는알람 목표알림및앱에사용되는진동모터가들어있습니다

배터리

에는충전용리튬폴리머배터리가내장되어있습니다



메모리

에서는일일통계수면정보 운동내역등의데이터를 일동안저장합니다 앱에서기록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디스플레이

에는컬러 디스플레이가있습니다

밴드크기

스몰밴드 손목둘레가 인치인경우적합합니다

라지밴드 손목둘레가 인치인경우적합합니다

환경조건

작동온도

개월보관온도

생활방수 방수

최대작동고도 피트

자세히알아보기

트래커에대한정보 앱에서달성률을모니터링하는방법및 으로건강한습관을기르는

방법을자세히알아보려면 을참조하세요

http://help.fitbit.com/


반품정책및보증

보증정보와 반품정책은 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http://www.fitbit.com/legal/returns-and-warranty


규제및안전공지

사용자대상공지사항 특정지역의규제내용은기기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내용을보려면다음과같이

이동하세요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성명

모델

사용자대상공지사항 기기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내용을보려면다음과같이이동하세요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제공자의 적합성선언

고유식별자

책임당사자 미국담당자정보

준수성명파트 의내용이적용되는제품의경우

본기기는 파트 규칙을준수합니다

작동에는다음두가지조건이적용됩니다

본기기는유해한간섭을일으키지않을수도있습니다

Google LLC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본기기는원치않는작동을유발할수있는간섭을포함하여수신한모든간섭을수용해야합니다

경고

규정준수를담당하는당사자가명시적으로승인하지않은변경이나수정이이루어질경우장비의작동권한이무효화될

수도있습니다

참고 본장비는테스트를거쳐 규칙의파트 에따라클래스 디지털기기의제한사항을준수하는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이제한사항은주거용시설에서유해한간섭으로부터합리적으로보호하기위해고안되었습니다 본장비는

무선주파수에너지를발생및사용하고 방사할수있으며지침에따라설치및사용되지않을경우무선통신에유해한

간섭을유발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간섭이특정설비에서발생하지않는다고보장하지못합니다 본장비가라디오나

수신에유해한간섭을일으킬경우이것은장비를끄고켜서확인할수있음 사용자는다음중하나이상의조치를통해

이간섭을보정하는것이좋습니다

 수신안테나의방향이나위치를변경합니다

 장비와수신기간거리를늘립니다

 수신기를연결한회로가아닌다른회로의콘센트에장비를연결합니다

 대리점또는유경험라디오 전문가에게도움을요청합니다

본기기는공공환경및통제되지않는환경에서 노출에대한 와 요건을충족합니다

캐나다 캐나다산업부 성명

모델

사용자대상공지사항 기기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내용을보려면다음과같이이동하세요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본기기는공공환경또는제어되지않는환경에서 노출에대한 요구사항을충족합니다

의현재문제에따른영어프랑스어사용자에대한 공지

본기기는캐나다산업부 라이선스면제 표준을준수합니다

본기기는간섭을일으키지않을수도있습니다

본기기는원치않는작동을유발할수있는간섭을포함하여수신한모든간섭을수용해야합니다

유럽연합

사용자대상공지사항 이지역의규제내용은기기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내용을보려면다음과같이

이동하세요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주파수대역및출력

여기서주어지는정보는무선장비가작동하는주파수대역에서전송되는최대무선주파수출력입니다

간소화된 적합성선언



는이에따라본무선장비유형모델 가지침 를준수함을선언합니다

적합성선언의전문은인터넷주소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아르헨티나

http://www.fitbit.com/safety
http://www.fitbit.com/safety
http://www.fitbit.com/safety
http://www.fitbit.com/safety
http://www.fitbit.com/safety


호주및뉴질랜드

사용자대상공지사항 이지역의규제내용은기기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내용을보려면다음과같이

이동하세요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가나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מספר אישור אלחוטי של משרד התקשורת הוא

אסור להחליף את האנטנה המקורית של המכשיר ולא לעשות בו כל שינוי טכני אחר



일본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말레이시아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멕시코

사용자대상공지사항 이지역의규제내용은기기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내용을보려면다음과같이

이동하세요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모로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통신위원회에서는이통신장비의연결및사용을허용했습니다

오만



파라과이

필리핀

허용되는유형

세르비아

싱가포르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대한민국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대만

用戶注意：某些地區的法規內容也可以在您的設備上查看。要查看內容：

設置 設備信息 法規信息

사용자대상공지사항 규제내용은기기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메뉴에서해당내용을보려면다음과같이이동하세요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低功率警語：

取得審驗證明之低功率射頻器材，非經核准，公司、商號或使用者均不得擅自變更頻率、加大功率

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低功率射頻器材之使用不得影響飛航安全及干擾合法通信；經發現

有干擾現象時，應立即停用，並改善至無干擾時方得繼續使用。前述合法通信，指依電信管理法

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器材須忍受合法通信或工業、科學及醫療用電波輻射性電機設

備之干擾。

저전력경고

검증인증을획득한저전력무선주파수장비의경우회사조직또는사용자가주파수를변경하거나 전력을높이거나기존

설계의특징및기능을승인없이변경해서는안됩니다 저전력무선주파수장비사용으로비행안전에영향을미치거나

법적통신을방해해서는안됩니다 간섭이감지되는경우장비를즉시비활성화하고 다시사용하기전에간섭요소를



제거해야합니다상기법적통신은통신관리법의규정에따라작동되는무선통신을의미합니다 저전력무선주파수

장비는법적통신또는산업용과학용 의료용전파방사전기장비의간섭을수용해야합니다

電池警語：

此裝置使用鋰電池。

若未遵照下列準則，則裝置內的鋰離子電池壽命可能會縮短或有損壞裝置、發生火災、化學品灼傷

、電解液洩漏及／或受傷的風險。

 請勿拆解、鑿孔或損壞裝置或電池。

 請勿取出或嘗試取出使用者不可自行更換的電池。

 請勿將電池曝露於火焰、爆炸或其他危險中。

 請勿使用尖銳物品取出電池。

배터리경고

본기기는리튬이온배터리를사용합니다

다음과같은안내를따르지않으면기기에있는리튬이온배터리의수명이짧아지거나기기의손상 화재화학적화상

전해질누출및또는부상과같은위험에직면하게됩니다

 기기나배터리를분해하거나뚫거나훼손하지마세요

 사용자가교체할수없는배터리를분리하거나분리하려고시도하지마세요

 배터리를불길폭발또는기타위험에노출하지마세요

 배터리를분리할때날카로운물체를사용하지마세요

시력경고

使用過度恐傷害視力

警語



 使用過度恐傷害視力

注意事項

 使用 分鐘請休息 分鐘。未滿 歲幼兒不看螢幕， 歲以上每天看螢幕不要超過 小時

너무오래사용하면시력이나빠질수있습니다

경고

 

주의

 매 분후에 분휴식하세요

 세미만의어린이는이제품에서멀리떨어져있어야합니다 세이상의어린이는하루에화면을 시간이상보지

않아야합니다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영국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간소화된 적합성선언



는이에따라본무선장비유형모델 가무선장비규정 을준수함을선언합니다

적합성선언의전문은인터넷주소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배터리정보

이장비에는충전용리튬이온배터리가내장되어있습니다 배터리가파열되거나폭발하여위험한화학물질이방출될수

있습니다 화재나화상의위험을줄이려면분해하거나 부수거나 구멍을뚫거나 불속이나물속에폐기하지마세요

주의 배터리를잘못된유형으로교체하면폭발할위험이있습니다 사용한배터리를지침에따라폐기하세요

 배터리는올바르게재활용하거나폐기해야합니다

 특정장비에한해배터리를사용합니다

 폭발또는인화성액체나가스의유출사고를유발할수있는온도가매우높은환경에배터리를두지마세요

 폭발또는인화성액체나가스의유출사고를유발할수있는기압이매우낮은환경에배터리를두지마세요

등급

사용자대상공지사항 규제내용은기기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내용을보려면다음으로이동하세요

설정 기기정보 규정정보

모델 는 표준 에따라최대수심 까지방수가되는 등급을보유하고있습니다

모델 는 표준 에따라기기의방진기능이매우높음을나타내는 등급을보유하고있습니다

안전성명

본장비는테스트를거쳐다음의사양에따라안전인증을준수합니다

https://www.fitbit.com/legal/safety-instructions


규제정보

기기에서밴드를제거하면규정표식을확인할수있습니다 표식은밴드부착부분에있습니다

밴드포켓보기



후면도







및 로고는미국과기타국가에서

의상표또는등록상표입니다 전체 상표목록은 상표목록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언급된타사상표는해당소유자의자산입니다

https://www.fitbit.com/global/us/legal/trademark-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