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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 주식회사 이고진

운영시간 : 10:00~17:00(주말, 공휴일 제외)

고객센터 1544-6312

스마트 체지방 체중계 특징

스마트 체지방
체중계

(WL-214)

260(L) * 260(W) * 23(H)

6Kg~180Kg

 

유리, 플라스틱  Glass, Plastic

중국(OEM)  China(OEM)

사 이 즈 (Size)

허용하중 (Max load)

구 성 품 (Contents)

재      질 (Material)

제  조 국 (Made in)

스마트 체지방 체중계 구성품   [ Contents ]

● 본 설명서의 내용은 상품사양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의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품의 외관 및 사양은 상품의 성능 개선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roduct feature and appearance may be changed without notice
   for product improvement purposes or other reasons.
● Image may be differ with the real product.

s m a r t  s c a l e

상품 사용전,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Please check video before use!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입력하거나
egojinsvc.com에서 사용방법 동영상과
자가조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an QR Code with your devices
or check instructions at egojinsvc.com

블루투스로 간단하고 빠른 한글 어플 연동
14 Different Languages (English, Spanish, etc)

자동 센서가 장착된 내구성이 강한 5mm 강화유리
5mm tempered glass with automatic sensor

18mm 두께의 슬림하면서도 안전한 라운드형 디자인
Safe and slim 18mm Round Design

심플하고 깔끔한 화이트 LED 램프
Simple and clear White LED lamp

미끄럼 방지 실리콘 고무패드
Nonslip silicone rubber pad 

상품 하나로 온 가족 측정 가능
Family member weight measure

아이의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유아 측정모드
Baby mode for managing your baby's weight

누적 분석이 가능한 20가지 신체 데이터 측정
Cumulative 20 body data measurement

1.
2.
3.
4.
5.
6.
7.
8.

R-R-gwt-FG266WB-B

전자파 인증번호
EMC Certification

체중계
Smart Scale

상품설명서
Product Manual  

건전지(AAA타입)
Battery (AAA)

+
+

+

AAA 건전지 

심박수 73bpm

Fitness equipment company with outstanding and sylish products, "EGOJIN"

Smart body scale
Product Manual (WL-214)

8 Points of EGOJIN
Smart Body Scale[                 ]

몸무게   Weight

BMI

체지방율   Body Fat Rate

체지방체중   Body Fat Weight

피하지방   Subcutaneous Fat

내장 지방지수   Visceral Fat

수분   Water

  

근육량   Muscle Mass

골질량   Bone Mass

  

기초대사율 

신체나이   Body Age

지방량   Body Fat

체수분   Body Water 

체단백질   Body Protein

표준 체중   Average weight

비만정도   Obesity

체형   Body build

심박수   Heart Rate

근육량 (수분미포함) 
Skeletal Muscle Rate (Water X)

단백질   Protein
Basal Metabolic Rate (BMR)

표준
Normal

과체중
Overweight

본품, 설명서, 건전지 3개(AAA 타입)
 Scale, Manual, 3*AAA Batteries



스마트 체지방 체중계 사용방법   [ How to use ]          

※ Product appearance and 
     spec may be changed due to product improvement. 

스마트 체지방 체중계 앱 설치   [ How to install app ]

1. 블루투스를 켜고 앱을 켜주세요.
      Turn on the bluetooth and start application.

2. 건조하고 평평한 바닥에 체중계를 두고, 체중계를 눌러 활성화해 주세요.
      Place the scale on dry and FLAT surface, and press the scale to activate.

3. 계기판에 0.0Kg 이라고 표시되면, 체중계의 금속 부분에
     맨발로 올라서서 측정을 진행해 주세요.
     After 0.0 is shown, please stand on metal part with BAREFOOT then start measuring.

4. 체중계에 다시 올라간 후, 숫자가 멈추면 측정이 완료됩니다.
     Measure is done when number is stopped.

2. 앱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Download the app and install.

1. 애플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OntoFit’을 찾아 스캔하거나
     좌측 QR코드를 스캔합니다.
       Search for 'OntoFit' application in app store or google play, or scan QR code on the left side.

3. 설치된 앱을 켜고 지시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Turn on the application and follow the guide.

측정 시 지켜주세요! [CAUTION!]

스캔 후 즉시
다운로드

앱스토어가기
Go to Appstore

구글플레이가기
Go to Googleplay

1. 등록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Press 'Register' on the
    top and put your email, 
    password to register. 

3. 블루투스를 연동 후
     체중계를 눌러
     활성화해 주세요.

     Connect to the bluetooth 
      and choose your smart scale 
      to activate.

4. 체중계의 금속 부분에
     맨발로 올라서서
     측정을  진행해 주세요.

     Stand on metal part with 
     barefoot, then start 
     measuring.

2. 닉네임, 성별, 생일, 키,
    목표 체중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Choose gender, then put 
       Username, Birthday, Height 
       and Target weight.

체중계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 발을 올려주세요.

건조한 맨발 로 측정해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양발 간격이 너무 벌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릴 경우,

제품이 뒤집힐 수 있어 다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수평이 맞지 않을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

Install right
after scanning

Put your feet on the metal parts.
measure with dry barefoot for accuracy.
If the distance between your feet is too big or tilted to one side,
product can get flipped and hurt yourself.
If Unbalanced, inaccurate result can come out

Please,



상 품 보 증 서

이고진 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736번길 29

저희 (주)이고진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품에
대한 상품 품질보증을 실시합니다. 서비스요청 시 (주)이고진 또는 지정된 협력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보상여부 및 내용통보는 상품입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해결하여
드립니다. 무상 A/S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구매시 온라인 사이트 주문 내역 및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규정대로 서비스됩니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시에는 상품에 동봉된 보증서에 구매일자를 기록하고 구매일자가
기록된 증빙 영수증(구매 영수증, 현금 영수증 ,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유상 A/S로 진행됩니다.

서비스에 대하여

구매자명

연 락 처

주     소

ID(구매처 ID)

상 품 명 모 델 명

가정용/클럽용 런닝머신, 사이클 , 전기 사용 기구(ex 바디슬리머 등)

보증 서비스 상품군 품질보증기간(도착 후) 중고-전시상품 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스텝퍼, 가정용 홈짐 웨이트기구

배터리 사용 기구(마사지건, 스마트신장체지방계, 스마트체중계, 소원푸리, 똑똑휴지통)

거꾸리,미니바이크,프리 웨이트기구(가정용 싯업,벤치류 , 치닝디핑)

기구와 기타기구, 매트류, 소모품을 제외한 품목 외(ex.아령,완력기)

요가매트 등 (바닥매트)

소모품(ex.라텍스밴드)

유료서비스

- 상품 이동, 장소 이동, 이사등으로 인한 설치 변경 시

- 상품 내부 먼지제거 및 세척, 이물질 제거 시

- 타사상품 병행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기구세척, 조정, 사용설명, 설치등 
(상품고장이 아닌경우)

-설치시 장소의 제한(협소, 계단, 엘리베이터 크기)등으로
  인해 사다리차 또는 1명 외의 추가 인력 필요시,고객께서는
  최소 3만원이상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고진의 지원 범위는 일반적인 사다리차와 1명의 추가
  인력에 대해 지원됩니다.

사다리차 2인 배송설치 시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수리로 고장발생 시
-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 
- 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 시
- 당사에서 미지정된 소모품, 옵션품 사용으로 고장 발생 시
- (주)이고진 서비스 기사 및 협력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발생 시
- 사용 설명서 내에“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 시

소비자 과실로 고장난 경우

- 천재지변(낙뢰, 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 시
- 사용하면서 마모되거나 소모되는 소모품
   (손잡이 커버, 오일, 와이어, 스펀지등)

그 밖의 경우

무료서비스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 시 상품교환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교환 불가능 시

교환된 상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부주의.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보증기간 이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상품교환 유상수리 금액징수 후 감가상각 적용 상품 교환

유상수리 유상수리수리가 가능한 경우

박스개봉 후 확인했는데 구매 상품이 아닌 경우 반품 또는 상품교환

반품가능(왕복배송비 고객부담)

반품불가 (단, 협의시 왕복 배송비 및 설치비는
실비로 청구되며, 실비와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은
고객 부담) (감가상각한 금액=구입비-감가상각비)

반품불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유상수리

반품 또는 상품교환

반품불가. 환불불가

이고진 직영 서비스팀이 직접 방문하여 A/S

A/S(수리)만 가능(반품불가. 교환불가)

상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상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상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상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상품교환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구입비-감가상각비)

상품 수리 후 약정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일
보관비를 청구하며 2개월이상 지난 경우 폐기처분 함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구입가 환급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박스개봉 및 확인 후 구매한 상품은 맞지만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은 단순변심

조립설치 후 미사용인데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은 단순변심

택배로 반품 보낸 상품을 일부 분실한 경우와 훼손된 경우

박스 개봉하여 확인 시 외형상 손상의 경우

중고-전시 상품의 단순변심

조립설치 후 미사용인데 상품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불량 시)

하자 발생 시

수리 불가능 시(*동일한 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 재발,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 재발하는 경우)

조립설치 후 사용하여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예: 사이클-플라이휠, 런닝 . 워킹머신 - 모터)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상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소비자 피해유형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택배 및 조립,
설치상품
7일이내

구입일로부터 12개월

구입일로부터 6개월

구입일로부터 6개월

구입일로부터 6개월

구입일로부터 1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14일

5년

5년

5년

3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는 해당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