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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A300 구입을 축하 드립니다! 24/7 활동 측정 기능은 더욱 활동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도와 드립니다. 

매일의 활동을 A300이나 Polar Flow 앱 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300은 Polar Flow 웹 서비스 및 

Flow 앱과 더불어 사용자의 기호와 습관이 건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본 사용자 매뉴얼은 A300의 사용법을 알려 드립니다.  비디오 튜토리얼과 본 사용자 매뉴얼의 최신 버

전은 www.polar.com/support/A300 에서 확인하십시오.  

 

 
 
Polar A300 

일상 속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 활동 목

표에 도달할 수 있는 요령도 알려 드립니다. Flow 앱이나 Flow 웹 서비스에서 목표를 확인하십시오. 

손목밴드를 바꾸고 장비를 꾸며보십시오! 추가 손목밴드는 따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 

 

제품 세트에는 표준 USB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케이블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고, 

FlowSync 소프트웨어를 통해 A300과 Flow 웹 서비스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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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Flow 앱 

운동이 끝난 후 사용자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low 앱은 트레이

닝 데이터를 무선으로 Polar Flow 웹 서비스와 동기화합니다. App StoreSM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

오. 

 

Polar FlowSync 소프트웨어 

Polar FlowSync 는 컴퓨터에서 A300과 Polar Flow 웹 서비스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A300을 사용하

시려면 flow.polar.com/start로 이동한 후, FlowSync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후 설치하십시오.  

 
Polar Flow 웹 서비스 

트레이닝 계획을 세우고, 목표을 위해 노력하고, 안내에 따라 활동 및 트레이닝 결과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목표을 알리십시오. 이 모두를 polar.com/flow에서 할 수 있습니다. 

 
H7 심박 센서 

A300과 심박 센서를 함께 착용하면 일상 스포츠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하면서 A300으로 생생하고 정확한 심박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심박수는 운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분석하는데 쓰이는 정보입니다.  Polar H7 심박 센서는 수영을 할 때에도 사용자의 심박수를 감지합니다.  

 

 

A300에는 심박 센서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심박 센서가 없는 세트를 구매하셨다면, 걱정하지 마

시고 언제든 나중에 구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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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A300 설정 
 

A300은 처음에 스토리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연결해 설치를 하거나 USB 

충전기에 연결해 충전을 하면 스토리지 모드에서 깨어납니다. A300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배터

리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경우, 충전이 시작되는데 수 분이 소요됩

니다. 배터리 충전 방법, 배터리 사용 시간, 배터리 낮음 경고 등에 관해서는 배터리 단원을 확

인하십시오. 

 
A300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의 지시에 따라주십시오: 

1. flow.polar.com/start로 이동해 FlowSync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A300을 설정한 후 최신 상

태로 만들어주십시오. 
 

2. 손목밴드 단원의 설명처럼 손목밴드를 분리하십시오.  

 

3. A300을 바로 컴퓨터에 연결하거나(그림 1) USB 케이블로 연결해(그림 2) 설치와 배터리 충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치와 케이블의 USB 기호가 서로 마주보도록 케이블을 올바르게 연결해

야 합니다(그림 2). 컴퓨터에 연결하기 전에 A300에 물기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림 1. 그림 2. 

 

4. A300의 설정 방법과 Flow 웹 서비스 가입 방법이 안내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개인 활동 및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으려면, 웹 서비스에 가입할 때 설정을 정

확하게 해야 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이제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즐겁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A300을 하루 빨리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빠른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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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설치를 하면, A300을 영문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선택하면, flow.polar.com/start로 이동해 해당 언어를 받으라는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Flow 웹서비스에서 A300을 사용하는 경우, 설치 과정에서 다른 언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1. 손목밴드를 분리한 후 A300 을 컴퓨터나 USB 충전기에 연결하면 스토리지 모드에서 

깨어나 배터리 충전을 시작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 있는 경우, 충전이 시작되는데 

수 분이 걸립니다. 

2. A300을 설정할 때 장치에서 기본 설정을 입력하십시오.   

 

기본 설정 (Basic settings) 
 

최 한 정확한 개인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으려면, 신체 설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칼

로리 계산과 다른 스마트 코칭 (Smart Coaching)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Set up Polar A300 (Polar A300설정)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아래의 데이터를 설정한 

후, START 버튼으로 선택한 내용 각각을 확정하십시오.  되돌아가 이전 설정을 바꾸

려면, BACK을 누르십시오. 

 
1. Set time format (시간 형식 설정):  12 h 또는 24 h를 선택하십시오.  

12 h의 경우, AM이나 PM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현지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2. Date format (일자 형식): 현재 일자를 입력하십시오. 
 
3. Units (단위): Metric (kg, cm) 단위, 또는 Imperial (lb, ft) 단위를 선택하십시오. 
 
4. Date of birth (생년월일): 사용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십시오.  
 
5. Set weight  (체중 설정): 사용자의 체중을 입력하십시오.  
 
6. Set height  (신장 설정): 사용자의 키를 입력하십시오.  
 
7. Choose sex (성별 선택):  Male (남) 또는 Female (여)를 선택하십시오.  
 

3. 설정을 다 마치면 Ready to go! (준비완료)가 화면에 나타나면서 A300이 시간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정확한 활동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고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려면, 앞서 설명
한 것처럼 Flow 웹 서비스에서 이 설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목밴드 
 

A300의 USB 커넥터는 손목밴드 안쪽 장치에 있습니다. 손목밴드를 분리해야 A300을 컴퓨터로 설정

하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손목밴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1. 버클 쪽에서 손목밴드를 구부려 분리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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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클 쪽으로 손목밴드를 잡으십시오. 먼저 한쪽에서 버튼 위로 손목밴드를 넘긴 후 다른 쪽도 넘

기십시오. 손목밴드를 잡아 당기는 것은 필요할 때에만 하십시오. . 

 
 

3. 손목밴드에서 장치를 빼내십시오. 

 

 
 

손목밴드를 부착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버튼 기능과 메뉴 구조 

버튼 기능 
 

 

A300에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다섯 개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이 버튼들이 여러 가지 모드

에서 어떻게 기능을 달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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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정보 

 버튼을 잠그거나 풀려면, 시간 화면에서 또는 트레이닝 중일 때 LIGHT 를 길게 누르십시오. 

 시계 모양을 바꾸려면, 시간 화면에서 UP 을 길게 누르십시오. 

 A300 을 Flow 앱과 동기화하려면, 시간 화면에서 BACK 을 길게 누르십시오.  

 메뉴에서 시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BACK 을 길게 누르십시오.  

 트레이닝 중일 때 어떤 구간을 잠그거나 풀려면, START 를 길게 누르십시오.   

 트레이닝을 마치려면, 3 초 동안 BACK 을 길게 누르십시오.  

 

메뉴 구조 
 

 

UP또는 DOWN을 누르며 메뉴를 입력, 검색하십시오. 내용을 확정하려면 START 버튼을 누르고, 

되돌아가려면 BACK 버튼을 누르십시오.

LIGHT 
디스플레이를 밝힙니다 

BACK  

*메뉴를 종료합니다.  

*이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선택한 내용을 취소합니다.  

*트레이닝을 일시정지 합니

다. 

UP  

*메뉴와 선택 목록을 죽 이동합니다.  

*선택한 값을 조정합니다.  

*트레이닝 중일 때 트레이닝 화면을 바꿉니다. 

START  

*트레이닝 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일시 정지 시킨 트레이닝을 재개합니다.  

*선택한 내용을 확정합니다.  

DOWN  

* 메뉴와 선택 목록을 죽 이동합니다. 

* 선택한 값을 조정합니다.  

* 트레이닝 중일 때 트레이닝 화면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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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내용: 
 

 
l Activity 

 
l History 

 
l Settings 

 

l Fitness test 
 
 
 
 
 
 
 
 
 
 
 
 
 
 
 
 
 
 
 
 
 

Flow 웹 서비스에서 트레이닝 목표를 favorites (즐겨찾기)로 추가해두었다면, 이 메뉴에서 Favorites 

도 볼 수 있습니다. 

 
Flow 웹 서비스에서 트레이닝 목표를 생성한 후 A300으로 전송해두었다면, 이 메뉴에서 Programs (프

로그램)도 볼 수 있습니다.  
 

 

페어링 
 

Bluetooth Smart ® 심박 센서나 모바일 장치 (스마트폰, 태블릿)를 먼저 A300과 페어링 해야 합니다. 페

어링은 몇 초 걸리지 않으며, A300이 사용자의 센서와 장치에서만 신호만을 수신할 수 있게 해주어 그룹 

트레이닝에서도 교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기나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홈에서 페어링을 하여 데이

터 전송으로 인한 간섭을 방지하십시오. 

 
심박 센서와 A300의 페어링 

 

Polar H7 심박 센서를 사용할 경우, 페어링 전에 A300이 GymLink 전송을 통해 사용자의 

심박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GymLink 전송은 수영에 적합한 전송이니, 다른 스포츠에서는 

Bluetooth Smart ® 전송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닝에 앞서 심박 센서가 페어링 되어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심박 센서와 A300을 페어링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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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박 센서를 착용하고 시간 화면에서 START를 눌러 트레이닝 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2. Pairing 이 화면에 나타나면, A300으로 심박 센서를 터치하십시오.
3. 다 마치면 Pairing completed (페어링 완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또는   

  

1. 
 

General Settings > Pair and sync > Pair other device 로 이동한 후, START를 누르십시오.  
 2. Pairing 이 화면에 나타나면, A300으로 심박 센서를 터치하십시오. 

 3. 다 마치면 Pairing completed (페어링 완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모바일 장치와 A300의 페어링 

 

모바일 장치를 페어링 하기 전에, 
 

 A300 설정 단원의 설명에 따라 flow.polar.com/start 에서 설정을 하십시오.  
 App Store 에서 Flow 앱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모바일 장치의 Bluetooth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 후, 에어플레인 모드/비행 모드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바일 장치를 페어링 하려면: 

1. 모바일 장치에서 Flow 앱을 열고, A300 설정에서 만들어둔 Polar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십시오.  

2. 모바일 장치에 Connect product  (장치 연결)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Waiting for A300)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3. A300 에서 BACK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또는 

Settings > General settings > Pair and sync > Pair mobile로 이동한 후, START를 누르십시오. 

4. Pair: touch device with A300 (페어링: A300 으로 장치를 터치하세요)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A300 으로 모바일 장치를 터치하십시오.  

5. Pairing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6. Confirm on other dev. xxxxx  (다른 장치 xxxxx 에서 확인해주세요)가 A300 에 나타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A300 의 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페어링이 시작됩니다. 

7. 다 마치면 Pairing completed (페어링 완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페어링 삭제 

 

센서나 모바일 장치와의 페어링을 삭제하려면:  

 

1. Settings > General settings > Pair and sync > Remove pairings 로 이동한 후, START를 

누르십시오. 
 

2. 삭제할 장치를 목록에서 선택한 후 START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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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lete pairing? (페어링을 삭제하시겠습니까?)라고 화면에 나타나면, Yes 를 선택한 후  

START를 누르십시오.  

 

4. 다 마치면 Pairing completed (페어링 완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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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스포츠 프로파일 설정   17 

신체설정   18 

일반설정 18 

시계설정 19 

스포츠 프로파일 설정 

스포츠 프로파일 

 

스포츠 프로파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 프로파일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A300에는 다음과 같은 

스포츠 프로파일이 준비돼 있습니다: 

 Running 
 Walking 
 Cycling 
 Strength training 
 Group exercise 
 Other indoor 
 Other outdoor 
 Swimming 

 

Flow 웹 서비스에서 새 스포츠 프로파일을 추가한 후 A300과 이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이용하는 스포츠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low 웹 서비스의 스포츠 

프로파일단원을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 트레이닝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Flow 웹 서비스에서 스포츠 프로파일을 편집한 후 A300

과 동기화했다면, 스포츠 프로파일 목록에는 편집된 스포츠 프로파일이 담기게 됩니다.  

 

설정 

Settings > Sport profiles에서 각각의 스포츠에 해 트레이닝 요건에 맞게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프로파일 설정을 보거나 수정하려면, Settings > Sport profiles로 이동한 후 편집할 프로파일을 

선택하십시오.   
 

 

 Training sounds (트레이닝 사운드):Off 또는 On 을 선택하십시오.  

 Vibration feedback (진동 피드백): Off 또는 On 을 선택하십시오 ON 을 선택하면, 트레이닝 

세션을 시작하거나 멈출 때, 또는 사용자가 트레이닝 목표를 달성했을 때 A300 이 진동을 

합니다. 

 HR settings (심박 설정): HR view (심박 보기): Beats per min (분당 맥박)을 선택하거나 % of 

max (최  심박수 %)를 선택하십시오. HR visible to others(다른 장치에 HR 노출): On 또는 

Off 를 선택하십시오. On 을 선택하면, 다른 호환 장치들(예: 체육관 장비)도 사용자의 심박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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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 웹 서비스에서 더 많은 맞춤 옵션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low 웹 서비스의 

스포츠 프로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신체 설정 

신체 설정을 확인하고 편집하려면, Settings > Physical settings으로 이동하십시오. 신체 설정은 정

확해야 합니다. 심박 구간 범위와 칼로리 소모처럼 A300이 측정하는 값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Physical settings (신체 설정)의 내용: 

 Weight: 사용자의 체중을 킬로그램 (kg) 또는 파운드 (lbs)로 설정하십시오. 

 Height: 사용자의 신장을 센티미터 (미터법) 또는 피트 및 인치 (인치법)으로 설정하십시오. 

 Date of birth: 사용자의 생년월일을 설정하십시오.  일자 설정 순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시간 및 일자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24h: 일 - 월 - 년 / 12h: 월 - 일 - 년). 

 Sex:  Male (남) 또는 Female (여)를 선택하십시오.  

 

Flow 웹 서비스 에서 설정을 해야 정확한 활동 데이터와 활동 목표를 얻을 수 있고 A300의 기

능을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 

일반 설정을 확인하고 편집하려면 Settings > General settings로 이동하십시오:  

General settings 의 내용: 

 Pair and sync 

 Flight mode 

 Inactivity alert 

 Units 

 Language 

 About product 
 

PAIR AND SYNC (페어링과 동기화) 
 

 Pair and sync mobile device (모바일 장치의 페어링과 동기화): 모바일 장치와 A300 을 

페어링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어링을 참고하십시오. A300 의 데이터를 모바일 장치와 

동기화하십시오. 정보: 시간 화면에서 BACK 버튼을 길게 눌러 동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Pair other device (다른 장치와의 페어링):  심박 센서와 A300 을 페어링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어링을 참고하십시오. 

 Remove pairings (페어링 삭제): 심박 센서나 모바일 장치와의 페어링을 삭제합니다.



19  

FLIGHT MODE (비행 모드) 

 

On이나 Off 를 선택하십시오. 

비행 모드는 해당 장치의 무선 통신을 모두 차단합니다. 활동 수집은 계속 할 수 있지만, 트레이닝 세션

에 Bluetooth® Smart 심박 센서와 함께 사용할 수 없고, 데이터를 Polar Flow 모바일 앱과 동기화할 수도 

없습니다. Bluetooth® Smart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ACTIVITY ALERT  (무활동 경고) 

무활동 경고를 On 또는 Off로 설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24/7 활동 기록을 참고하십시오.  
 

 

UNITS (단위) 

Metric (kg, cm) 또는 Imperial (lb, ft)을 선택하십시오. 체중, 신장, 거리, 속도를 재는 단위를 설

정하십시오. 

 
LANGUAGE (언어) 

A300은 영어로만 기본 출시됩니다. 다른 언어를 선택하려면 flow.- polar.com/start에서 A300을 설정할 

때 선택할 수도 있고, 나중에 Flow 웹 서비스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추가하는 방법: 

 

1. polar.com/flow 로 이동한 후, 로그인 하십시오.  
 

2. 상단 오른쪽 구석에 있는 사용자의 이름/프로파일 사진을 클릭한 후, Products를 선택하

고 Polar A300 Set- tings을 선택하십시오.  
 

3. 목록에서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4. Flow 웹 서비스의 데이터를FlowSync로 A300과 동기화하십시오. 
 

ABOUT PRODUCT (제품 정보) 
 

A300의 장치 ID와 펌웨어 버전, HW 모델을 확인하십시오. Polar 고객관리팀에 문의할 때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 설정 
 

시계 설정을 확인하고 편집하려면, Settings > Watch settings로 이동하십시오.  

 

Watch settings 의 내용: 

 

l Alarm 
 

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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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ate 
 

l Date format 
 

l Watch face 
 

ALARM (알람) 
 

알람 반복을 다음 중에서 골라 설정하십시오:Off (끔), Once (한 번), Mon-Fri (월~금), Daily (매일). 

Once, Mon-Fri , Daily를 선택할 경우, 알람 시간도 설정해야 합니다.  
 

알람을 켜면, 시계 아이콘이 시간 화면에 표시됩니다. 

 
TIME (시간) 

 

시간 형식을 설정하십시오: 24 h 또는 12 h. 그런 다음,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Flow 앱 및 웹 서비스와 동기화를 하면, 해당 서비스에서 시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DATE (일자) 
 

일자를 설정하십시오.  
 
 

Flow 앱 및 웹 서비스와 동기화를 하면, 해당 서비스에서 시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DATE FORMAT (날짜 형식) 

 

Date format을 선택하십시오. mm/dd/yy, dd/mm/yy, yy/mm/dd, dd-mm-yy, yy-mm-dd, 

dd.mm.yy, yy.mm.dd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Flow 앱 및 웹 서비스와 동기화를 하면, 해당 서비스에서 시작 요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합니

다. 
 

WATCH FACE (시계 모양) 
 

다음 중에서 시계 모양을 선택하십시오: Activity 또는 Time. Activity 시계 모양은 시간과 활동 막

를 보여줍니다.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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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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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심박 센서 착용 
 

 

A300과 심박 센서를 함께 착용하면 일상 스포츠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A300에서 심

박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의 주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지방 연소나 

체력 향상 같이 사용자가 달성하려는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Flow 웹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계획해

둔 트레이닝 세션에 맞추어 심박 구간에 의거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심박 센서는 수영을 할 

때에도 심박수를 감지합니다.  

 
운동 중 사용자의 신체가 어떤지에 관한 주관적인 단서들은 많지만 (활동의 인지, 호흡 수, 신체 감

각), 심박수 측정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이면서 내부 및 외부 요인 모두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사용자의 신체 상태에 한 믿을 수 있는 척도란 뜻입니다. 
 
 

1. 끈의 전극 부위를 적셔 주십

시오. 
 

2. 가슴 근육 바로 아래에서 끈

을 가슴에 두른 후, 끈의 반

쪽 끝에 고리를 거십시오. 

끈 길이를 팽팽하면서도 편안

하게 조정하십시오. 
 

3. 커넥터를 끈에 붙이십시오. 
 

4. 젖은 전극 부위가 피부에 완

전히 닿는지, 커넥터의 

Polar 로고가 중앙에 기립 

상태로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트레이닝 세션이 끝날 때마다 끈에서 커넥터를 분리한 후 흐르는 물에 끈을 헹구십시오.  땀

과 수분이 전극을 계속 적셔 심박 센서를 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합니다.  자세한 관리 방법은 A300의 관리법을 참고하십시오.  

 
트레이닝 세션 시작 
 

심박 센서를 착용한 후, A300과 페어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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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화면에서 START를 누르면 트레이닝 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A300과 H7 심박 센서를 아직 페어링 하지 않았다면, Pairing이 화면에 나타

납니다. A300으로 심박 센서를 터치하십시오. 종료되면, Pairing completed 

(페어링 완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UP/DOWN을 이용해 스포츠 프로파일을 선택하십시오. 

START를 누르십시오. Recording started (레코딩 시작)이 화면에 나타나면  

트레이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닝 중에 A300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트레이닝 중 기능들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

니다. 
 

 

트레이닝 세션을 일시정지 하려면, BACK 버튼을 누르십시오. Recording paused (레코딩 일시정지)가 

화면에 나타나면서 A300이 일시정지 모드에 들어갑니다. 트레이닝 세션을 재개하려면, START 버튼

을 누르십시오.  

 
트레이닝 세션을 중단하려면, 트레이닝 레코딩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일시정지 모드에 있을 때 3 초 동안 

Recording ended (레코딩 종료)가 나타날 때까지 BACK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목표와 함께 트레이닝 세션 시작 
 

Flow 웹 서비스에서 트레이닝 계획을 세우고, 트레이닝 세부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Flowsync나 

Flow 앱으로 A300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자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A300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목표와 함께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방법: 

 

1. Programs으로 이동하십시오.  
 

2. 목록에서 목표를 선택한 후 START를 누르십시오.  
 

3. 한번 더 START를 누르면 트레이닝 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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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할 스포츠를 선택한 후 START를 누르십시오.  

 

5. Recording started (레코딩 시작)이 화면에 나타나면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면,  

1. 시간 화면에서 START를 누르면 트레이닝 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2. 오늘의 트레이닝 목표가 있는 경우, A300이 그 트레이닝 목표를 시작할 것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Yes를 선택하십시오.  
 

3. 이용할 스포츠를 선택한 후, START를 누르십시오.  

  

4. Recording started (레코딩 시작)이 화면에 나타나면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됩니다. 
 

트레이닝 중 

트레이닝 뷰 
 

UP/DOWN을 이용해 트레이닝 뷰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트레이닝 뷰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트레이닝과 심박수 화면 
 

 
 

사용자의 현재 심박수 
 

트레이닝 세션의 경과 시간. 

 
 

사용자의 현재 심박수 
 

 

그림의 숫자130은 에너지 포인터입니다. 에너지 포인터란 개인 맞춤 

터닝포인트로, 사용자의 주된 트레이닝 효과가 지방 연소에서 체력 

향상으로 바뀌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왼쪽의 기호는 사용자가 

 
 

현재 구간, 예컨  지방연소 구간 또는 체력향상 구간에서 보낸 시간  
 

이 그림은 사용자가 지방연소 구간에서 00:35.07 분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시간 
 

트레이닝으로 지금까지 소비된 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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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수 없는 트레이닝 화면 
 

 
 

트레이닝 세션의 경과 시간. 

 

시간 
 

 

지금까지 소비된 칼로리 

 
시간 또는 칼로리 기반 트레이닝 목표가 있는 트레이닝 화면 

 

Flow 웹 서비스에서 시간이나 칼로리에 기반해 트레이닝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A300과 동기화한 

경우, 화면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OR 

칼로리 기반 목표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가 목표를 얼마나 완수했는지

칼로리와 비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기반 목표를 설정했다면, 사용자가 목표를 얼마나 완수했는지 

시간과 비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현재 심박수 
 

트레이닝 세션의 경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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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현재 심박수. 
 

하트 기호는 사용자가 어떤 심박수 구간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용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심박수 구간에서 보낸 시간 

 
 

시간 
 

트레이닝으로 지금까지 소비된 칼로리 

 
 

단계별 트레이닝 목표가 있는 트레이닝 화면 
 

Flow 웹 서비스에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마다 심박수 강도를 정한 후 이 목표를 

A300과 동기화했다면, 화면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단계의 심박수 상한과 하한, 트레이닝 세션의 경과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하트 기호는 심박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현재 심박수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용자의 현재 심박수 
 

트레이닝 세션의 경과 시간. 

 
 

사용자의 현재 심박수. 
 

하트 기호는 사용자가 어떤 심박수 구간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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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심박수 구간에서 보낸 시간  

 
 

시간 
 

트레이닝으로 지금까지 소비된 칼로리 

 

트레이닝 중 기능들 
 

구간 잠그기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연소 구간이나 체력 구간에서 START를 길게 누르면 해당 구간이 잠깁

니다. 이 구간을 잠그거나 해제하려면, START 버튼을 다시 길게 누르십시오. 잠긴 구간 밖으로 심

박수가 이탈하면, 오디오 피드백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Flow 웹 서비스에서 단계별 유도 트레이닝 세션을 만든 후 A300에서 이 단계별 유도 트레이

닝 세션을 진행 중일 때에는 구간을 잠글 수 없습니다. 각 단계마다 상한과 하한을 설정해두었다

면,  한계를 이탈했을 때 A300이 이를 알려줍니다. 

 
시간 확인 

A300을 심박 센서 가까이로 가져오면 트레이닝 중에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HeartTouch라고 합니다. Flow 웹 서비스에서 HeartTouch에 맞게 기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HeartTouch는 GymLink 기술을 이용해 Polar H7 같은Polar 심박 센서에서 작동합니다. 

 
백라이트 활성 

 

트레이닝 중에 LIGHT 버튼을 누르면 백라이트가 활성화됩니다. 이 백라이트는 몇 초간 유지되다

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야간 모드 기능 

 

A300에는 야간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전 모드나 트레이닝 레코딩 모드, 일시정지 모드에

서 LIGHT 버튼을 누르면, 트레이닝 세션 중 아무 버튼이나 누를 때마다 백라이트가 항상 활성화됩니

다. 화면에 메시지를 표시할 때에도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옵니다. 트레이닝 레코딩을 마치면, 야간 

모드는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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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세션 일시정지/중단 
 

1. 트레이닝 세션을 일시정지 하려면 BACK 버튼을 누르십시오. Recording 

paused (레코딩 일시정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트레이닝 세션을 재개하려

면, START를 누르십시오. 

 

 

 

2. 트레이닝 세션을 중단하려면, 트레이닝 레코딩 모드나 일시정지 모드에  

있을 때 BACK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Recording ended (레코딩 종료)가 나

타날 때까지 눌러주십시오. 

 
 
 

일시정지 후 세션을 중단한 경우, 일시정지 후 경과된 시간은 총 트레이닝 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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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요약 
 

트레이닝 후 
 

트레이닝을 중단한 후 A300에서 요약된 트레이닝 세션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Flow 앱이나 Flow 웹 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A300에서의 트레이닝 내역 

 
나중에 트레이닝 요약을 보려면, History로 이동한 후, 보고 싶은 트레이닝 세션을 선택하십시오. 

 

 

 
 

 
 

Duration 
 

세션 시간 
 

Calories 
 

세션 중 소비된 칼로리 

 
 

 

HR avg * 
 

세션 중 평균 심박수 
 

HR max* 
 

세션 중 최  심박수 

 
 

 

Fitness* 
 

체력향상 구간에서 보낸 시간. 
 

Fat burn* 
 

지방연소 구간에서 보낸 시간 

 
 

HR zones** (심박 구간) 
 

START를 누르면 각 심박 구간에서 보낸 시간을 알 수 있고, 

UP/DOWN으로 그 구간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이 데이터는 심박 센서를 사용했을 때 보입니다. 

 

 

**) 이 데이터는 Flow 웹 서비스에서 트레이닝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A300과 동기화한 후 그 트레이닝 

목표에 따라 세션을 수행했을 때, 그리고 심박 센서를 사용했을 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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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FLOW 앱 
 

시간 화면에서 BACK을 길게 눌러 A300과 Flow 앱을 동기화하십시오. 각 세션을 마친 후Flow 앱에

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빠르

게 훑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Polar Flow 앱을 참고하십시오.  
 

POLAR FLOW 웹 서비스 
 

Polar Flow 웹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트레이닝을 낱낱이 분석하여 사용자의 성과를 알아낼 수 있습니

다 사용자의 진행 경과를 팔로잉 하면서 사용자의 최고 세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olar Flow 웹 서비스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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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24/7 활동 기록 
 

A300은 사용자의 손목 움직임을 기록하는 내부 3D 가속도계로 사용자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이것

은 사용자가 움직이는 빈도, 강도, 규칙성과 함께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분석하여 정기 트레이닝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자가 얼마나 활동했는지를 알려줍니다. 

 
활동 목표 

 

A300은 그날그날의 활동 목표를 알려주고 그 목표 달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그 목표는 Polar Flow 앱

이나 웹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목표는 개인 데이터와 활동 레벨 설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것은 Flow 웹 서비스의 Daily Activity Goal settings (일일 활동 목표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low 

웹 서비스에 입장한 후, 상단 오른쪽 구석에 있는 사용자의 이름/프로필 사진을 클릭하고 Settings의 Daily 

Activity goal 탭으로 이동하십시오. 이 Daily Activity goal setting(일일 활동 목표 설정)을 통해 세 가지 

활동 레벨 (1) 중에서 그 날의 활동과 가장 잘 맞는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레벨의 일일 

활동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용자가 얼마나 활동해야 하는지를 아래 선택 구간 (2)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무직이고 하루 일과의 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 보통 때 저강도 활

동을 약 4 시간 가량 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서 있거나 걷는 사람들의 경우 그 기 치가 더 

높습니다. 

 
활동 데이터 

 

A300이 차츰 활동 막 를 채워가며 일일 목표의 진행과정을 알려줍니다. 이 막 가 다 차면, 목표에 

도달한 것입니다. 시간 화면과 Activity에서 활동 막 를 볼 수 있습니다. 
 
 
 
 
 
 
 
 
 
 

 Activity 메뉴에서 사용자의 하루가 얼마나 활동적이었는지 확인하고 그 목표 

도달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l Active time (활동 시간): 활동 시간이란, 사용자의 몸과 건강에 좋은 신체 

움직임의 누적시간을 말합니다. 
 

l Calories (칼로리): 트레이닝을 통해 연소시킨 칼로리와 활동, BMR (기

초 사율: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l Steps (보): 사용자가 지금까지 걸은 걸음 수. 신체 움직임의 양과 유

형이 등록되어 걸음 수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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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istance (거리): 이제까지 움직인 거리. 거리는 사용자의 신장과 

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l To go (앞으로 할 일): A300이 일일 활동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사용자가 활동 강도를 저, 중, 고 중에서 선택하면, 그에 맞추

어 앞으로 필요한 활동 시간을 알려 줍니다. 목표는 하나일지라도 달성 방

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일 활동 목표는 저 강도, 중 간도, 고 강도로 달성 

가능합니다. A300에서, 'up'은 저 강도를, 'walking'은 중 강도를, 'jogging'은 

고 강도를 뜻합니다. 더 많은 저, 중, 고 활동의 예들은 Polar Flow 웹 서비

스와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자신만의 목표 달성 방식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무활동 경고 (INACTIVITY ALERT)  
 
신체 활동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신체적으로 활동

적인 것 외에도,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피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트레이닝과 충분한 일일 

활동을 한 경우에도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A300은 사용자가 오랜 시간 무

활동인지 알아내 계속 앉아있지 않게 함으로써 그것이 건강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줍

니다.  

 
한 시간 가량 계속 가만히 있는 경우, 무활동 경고 It's time to move (움직일 시간입니다)라고 

화면에 나타납니다. 일어나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활동성을 회복하십시오. 잠깐 걸어본다거나 스트

레칭을 한다거나 가볍게 움직여보십시오. 이 메시지는 사용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아무 버튼이

든 누르면 사라집니다. 5 분 내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 무활동 스탬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스

탬프는 동기화 후에 Flow 앱과 Flow 웹 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Settings > General Settings > Inactivity alert에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A300과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다면, Flow 앱도 똑같이 알림 경고를 합니다. 

 

Flow 앱과 Flow 웹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무활동 스탬프를 얼마나 받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렇게 사용자의 일과를 다시 확인하며 보다 활동적인 생활을 위한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FLOW 웹 서비스와 FLOW 앱에서의 수면 정보  

 
A300을 야간에 착용하면 사용자의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숙면/비숙면)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

면 모드를 따로 켤 필요도 없습니다. 장치가 손목 움직임으로 사용자가 수면 중임을 자동으로 감

지해냅니다. A300을 동기화하면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 (숙면/비숙면)이 Flow 웹 서비스와 Flow 앱

에 표시됩니다.  

 
18:00/6pm부터 그 다음날 18:00/6pm까지 24 시간 중에서 수면 시간은 가장 긴 휴식 시간입니다.  

한 시간 이내로 수면이 끊긴 경우 수면 기록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이를 수면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 시간을 넘는 수면 중단은 수면 기록을 중단시킵니다. 

 
편안하게 숙면을 하며 많이 움직이지 않은 시간을 숙면으로 계산합니다. 자세를 바꾸며 움직인 시

간은 비숙면 으로 계산됩니다. 움직임이 없는 시간을 단순히 합산하기 보다는,  

움직임이 없는 시간이 짧은 것보다 긴 것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 계산합니다. 숙면 비율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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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시간에서 숙면한 시간을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숙면은 매우 개인차가 크므로 수면 시간과 함

께 해석해야 합니다. 
 

숙면 시간과 비숙면 시간을 알면 사용자의 수면 형태를 알 수 있고 일상활동에 일어난 변화가 그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을 개선하고 피로를 푸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FLOW 앱과 FLOW 웹 서비스의 활동 데이터 

 

Flow 앱으로 그때그때의 활동 데이터를 추적, 분석하고 A300에서 Flow 웹 서비스로 데이터를 무

선으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Flow 웹 서비스는 사용자의 활동 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방법입니다.   

 
스포츠 프로파일 
 

A300에는 기본적으로 여덟 개 스포츠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Flow 웹 서비스에서 새로운 스포츠 

프로파일을 추가하여 A300과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즐겨 이용하는 모

든 스포츠를 목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스포츠 프로파일마다 특정 설정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스포츠 프로파일에서는 트레이닝 사운드를 꺼두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

용은 스포츠 프로파일 설정 과 Flow 웹 서비스의 스포츠 프로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스포츠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지금까지 해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

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Flow 웹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코칭 (SMART COACHING) 기능 
 

 

하루하루의 신체단련 레벨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개인 트레이닝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적정 

강도로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인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한 것인지에 상관 없이, 스마트 코칭은 

트레이닝을 할 때 재미와 동기를 극 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사용하기 편리한 독

특한 맞춤 기능들을 엄선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A300에는 다음과 같은 스마트 코칭 기능들이 있습니다: 

 

l 스마트 칼로리  
 

l 에너지 포인터  
 

l 심박수 구간  
 

l 피트니스 테스트  
 

l 트레이닝 이득  
 

SMART CALORIES 
 

시중에 나와 있는 칼로리 카운터 중 가장 정확한 칼로리 계산기가 연소된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에너지 소모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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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체중, 신장, 연령, 성별 
 

l 개인의 최  심박수 (HR
max

) 

l 트레이닝 중 심박수 
 

l 트레이닝 세션이 아닐 때와 심박수 없이 트레이닝을 할 때의 활동 측정 
 

l 개인의 최 산소섭취량 (VO2 max) 
 

 
VO2max는 사용자의 유산소 체력에 관한 것입니다.  Polar Fitness Test로 추정 VO2max를 알아낼 수 있
습니다.  
 

ENERGY POINTER 
 

EnergyPointer는 Flow 웹 서비스에서 트레이닝 목표로 생성된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nergyPointer는 트레이닝의 주된 효과가 지방연소인지 체력향상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

다. 이것을 통해 사용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A300은 트레이닝의 주된 효과가 지방연소에서 체력향상으로 바뀌는 터닝포인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

다. 이 지점을 EnergyPointer라고 합니다.  평균적인 에너지포인터 값은 최  심박수의 69%입니다. 그러나 

에너지포인터 값은 사용자의 일상 신체 조건과 정신건강이 달라지듯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300은 사용자의 

심박수와 심박수 변동을 보고 신체 상태를 감지해낸 후, 필요하면 에너지포인터를 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예

를 사용자의 신체가 이전 트레이닝 세션에서 회복되었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더 강

도 높은 트레이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에너지포인터 값이 바뀝니다.  에너지포인터의 값으

로 가장 높은 값은 최  심박수의 80%입니다. 
 
트레이닝 중에 에너지포인터가 A300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현재 심박수 

 

숫자 130은 에너지 포인터입니다. 하트 기호는 사용자가 지방을 연소 

중인지 체력을 단련 중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림에서 왼쪽의 기호는 

사용자가 지방을 태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HEART RATE ZONES 
 

 Flow 웹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트레이닝 세션을 계획한 후 이를 트레이닝 목표로 A300과 동기

화한 경우 A300은 그 트레이닝 세션에서 Polar 심박 수 구간을 이용합니다. 
 

 

Polar 심박수 구간은 심박 기준 트레이닝에서 새로운 차원의 효과를 냅니다. 트레이닝은 최  심박

수 비율을 기준으로 다섯 개 심박수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 심박 구간을 이용해 트레이닝 강도를 

쉽게 선택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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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구간 HR
max

 의 강도 %  

 
HR

max 
= 최대 심

박수 (220-연령). 

예: 최대 심박수(분당 

비트)가 190 bpm 

(220-30)인 30세의 심

박 구간

표본 시간 트레이닝 효과 

MAXIMUM 

 

90–100% 171–190 bpm 5 분 미만 이득: 호흡과 근육에 

최  노력을 들임 

느낌: 호흡과 근육에

서 매우 지침  

 

권장 상자: 매우 

경력이 많은 운동 선

수. 주로 단거리 경

기의 최종 준비 과정

에서 짧은 인터벌만 

허용 

HARD 

 

80–90% 152–172 bpm 2–10 분 이득: 높은 속도 지

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증가. 

 
느낌: 근육 피로와 가

쁜 숨이 유발됨   

 

 

권장 상자: 연중 트

레이닝을 하는 경력 

운동선수, 기간은 다

양. 

경기 시즌 전에 더욱 

중요 

MODERATE 70–80% 133–152 bpm  10–40 분 이득: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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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구간 HR
max

 의 강도 %  

 
HR

max 
= 최대 심박

수 (220-연령). 

예: 최대 심박수(분

당 비트)가 190 

bpm (220-30)인 30

세의 심박 구간  

표본 시간 트레이닝 효과 

 
 

 
 
 
 
 
 
 
 
 

   트레이닝 속도를 강화시

킴, 중간 강도의 쉬운 노

력, 효율 개선됨.  

느낌: 일정한 통제 속에

서 빠른 호흡  

권장 상자: 경기에 

비해 트레이닝을 하는 

운동선수. 실력 향상을 

노리는 운동선수 

LIGHT 

 

60–70% 114-133 bpm 40–80 분 이득: 전반적인 기초 체

력을 향상시킴,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신

진 사를 촉진  

느낌: 편안하고 쉬움. 

근육과 심혈관 부담이 

낮음  

 

권장 상자: 기초 트

레이닝 중 장기 트레

이닝 세션을 하는 자

와 경기 시즌 중 회복 

운동을 하는 자 모두 

VERY LIGHT 50–60% 104–114 bpm 20–40 분 이득: 웜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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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구간 HR
max

 의 강도 %  

 
HR

max 
= 최대 

심박수 (220-연
령). 

예: 최대 심박수(분당 

비트)가 190 bpm 

(220-30)인 30세의 심

박 구간  

표본 시간 트레이닝 효과 

 
 
 
 
 
 
 

   쿨다운을 돕고 회복을 

지원함  

느낌: 매우 쉽고 부담이 

거의 없음  

 

권장 상자: 트레이닝 

시즌 내내 회복과 쿨다
 
 

심박 구간 1의 트레이닝은 매우 낮은 강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의 주된 트레이닝 원칙은 트레이닝 

도중만이 아니라 트레이닝 후 회복 시에도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낮은 강도의 트레이닝

으로 회복 절차를 촉진하십시오.  
 

심박 구간 2의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필수인 지구력 트레이닝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구간의 

트레이닝 세션은 간단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약한 구간에서 장시간 트레이닝은 에너지 소비가 효

율적입니다. 꾸준해야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산소 능력은 심박 구간 3에서 강화됩니다. 트레이닝 강도는 스포츠 구간 1과 2부터 높은 편이지만 

주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스포츠 구간 3에서의 트레이닝은 인터벌과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간

에서의 트레이닝은 심장 혈류와 골격근의 효율을 높이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사용자의 목표가 최 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겨루는 것이라면, 심박 구간 4와 5에서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이들 구간에서는 최  10회의 인터벌로 무산소 운동을 합니다. 인터벌 간격이 짧을수록 강도

는 세집니다. 인터벌과 인터벌 사이에 충분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구간 4와 5의 트레이닝 패턴은 

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Polar의 목표 심박 구간은 실험실에서 측정한 HRmax 값을 이용하거나 현장 테스트로 직접 값을 알아

내 개인 맞춤화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심박 구간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 전체 구간을 다 활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중간-구간은 좋은 목표지만, 정확히 이 레벨로 항상 심박수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박수는 트레이닝 강도에 맞춰 점차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 심박수 목표 구간이 1에서 3으로 넘어

가면, 순환계와 심박수도 3-5 분 내에 조정됩니다.   
 

심박수는 트레이닝 강도에 반응하고, 체력과 회복 수준 같은 요소와 환경 요소에 좌우됩니다. 상자

의 피로도를 잘 관찰하고 이에 맞추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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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 TEST 
 

Polar Fitness Test는 휴식 상태에서 사용자의 유산소(심혈관) 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 결과물인 Polar OwnIndex를 최  산소 섭취량(VO2max)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유

산소 체력을 평가할 때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장기 트레이닝 이력, 심박수, 휴식 시 심박수 

변동, 성별, 연령, 신장, 몸무게 등 모두가 OwnIndex에 영향을 미칩니다. Polar Fitness Test는 건강한 성

인에 맞추어 개발되었습니다.   
 

유산소 체력은 사용자의 심혈관계가 얼마나 잘 움직이며 산소를 신체로 나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

다. 유산소 체력을 좋을수록, 사용자의 심장은 강하고 효율적입니다. 뛰어난 유산소 체력은 많은 건강상 

장점을 갖습니다. 예컨 , 고혈압 위험과 심혈관 질환 및 발작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유산소 체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평균적으로 6 주의 정기 트레이닝이면 OwnIndex가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른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산소 체력이 좋을

수록, OwnIndex의 향상 범위는 좁아집니다 

 

유산소 체력은 근육군을 이용하는 트레이닝 유형에서 가장 크게 향상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달리기, 자전거, 걷기, 조정, 수영, 스케이트,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발전 추이를 

추적 관찰하려면, 처음 2 주 동안 약 2 회 가량 OwnIndex를 측정하여 기준 값을 알아낸 후, 한 달

에 1 회 가량 테스트를 반복하십시오. 

 
테스트 결과에 신뢰도를 주려면 다음의 기본 요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테스트는 집, 사무실, 헬스클럽 등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단, 그 테스트 환경은 조용해야 

합니다. 방해 소음(예: TV, 라디오, 전화)이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시간에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테스트 2-3 시간 전에는 과식이나 흡연을 피해야 합니다. 

  테스트 당일과 전날에는 격렬한 신체 운동과 알코올, 각성제를 피해야 합니다. 

 조용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1-3 분 동안 누워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테스트 전 
 

 flow.polar.com/start 에서  A300을 설정 한 경우에만 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심박 센서를 착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심박 센서 착용을 참고하십시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닝 이력 등 사용자의 신체 설정이 정확한지 Flow 웹 서비스에서 확인

하십시오.  
 

테스트 실시 
 

1. Fitness test > Start test로 이동하십시오. A300이 사용자의 심박수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Heart rate found (심박수 발견)과 Lie down and relax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가 나타나면 테스트

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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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워서 휴식을 취하며 몸을 움직이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화도 멈추십시오. 테스트가 진행되면

서 A300 디스플레이의 막 가 채워집니다. 

3. 테스트가 끝나면, Test completed (테스트 완료)가 나타나면서 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4. DOWN을 누르면 VO2max추정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START를 누르고 Yes를 선택하면 VO2max 값

이 업데이트되면서 Polar Flow 웹 서비스에 그 값이 보이게 됩니다.  
 

언제라도 BACK을 눌러 테스트 진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est canceled (테스트 취소)가 화

면에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 
 

 Touch sensor with A300 (A300 으로 센서를 터치하세요)는 A300 이 사용자의 심박 센서를 찾지 

못했을 때 나타납니다. A300 으로 센서를 터치하여 센서와 페어링을 하십시오.  

 Couldn't find heart rate (심박수 찾을 수 없음)은 A300 이 심박수를 찾지 못했을 때 나타납니다. 

심박 센서의 전극이 젖어 있고 직물 끈이 몸에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You need a Polar HR sensor (Polar HR 센서가 필요합니다)는 A300 이 Polar 심박 센서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납니다.  
 

테스트 결과 
 

가장 최근의 테스트 결과는Fitness test > Test results에서 볼 수 있습니다. Flow 앱의 Training Diary에

서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테스트 결과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려면, Flow 웹 서비스로 이동한 후 Diary에서 해당 테스트를 

선택하여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레벨 분류 

남성 
 
연령/나이 매우 낮음 낮음 양호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최상위 

20-24 < 32 32-37 38-43 44-50 51-56 57-62 > 62 

25-29 < 31 31-35 36-42 43-48 49-53 54-59 > 59 

30-34 < 29 29-34 35-40 41-45 46-51 52-56 > 56 

35-39 < 28 28-32 33-38 39-43 44-48 49-54 > 54 

40-44 < 26 26-31 32-35 36-41 42-46 47-51 > 51 

45-49 < 25 25-29 30-34 35-39 40-43 44-48 > 48 

50-54 < 24 24-27 28-32 33-36 37-41 42-46 > 46 

55-59 < 22 22-26 27-30 31-34 35-39 40-43 > 43 

60-65 < 21 21-24 25-28 29-32 33-36 37-4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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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령/나이 매우 낮음 낮음 양호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최상위 

20-24 < 27 27-31 32-36 37-41 42-46 47-51 > 51 

25-29 < 26 26-30 31-35 36-40 41-44 45-49 > 49 

30-34 < 25 25-29 30-33 34-37 38-42 43-46 > 46 

35-39 < 24 24-27 28-31 32-35 36-40 41-44 > 44 

40-44 < 22 22-25 26-29 30-33 34-37 38-41 > 41 

45-49 < 21 21-23 24-27 28-31 32-35 36-38 > 38 

50-54 < 19 19-22 23-25 26-29 30-32 33-36 > 36 

55-59 < 18 18-20 21-23 24-27 28-30 31-33 > 33 

60-65 < 16 16-18 19-21 22-24 25-27 28-30 > 30 

 
이 분류는 미국과 캐나다, 7 개 유럽 국가의 건강한 성인들을 상으로 직접 VO2max를 측정한 62 건의 

연구조사 리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참고문헌: Shvartz E, Reibold RC. 6~75세 남성과 여성의 유산소 체

력 표준: 리뷰. Aviat Space Environ Med; 61:3-11, 1990. 
 

 

VO2MAX 

인체의 최 산소소비(VO2max)과 심폐 건강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조직으로의 산소 

전달은 폐 기능 및 심장 기능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VO2max (최 산소섭취, 최  유산소 능력)은 최  

운동 중 인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산소 최 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혈액을 근육에 최 한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VO2max는 측정할 수도 있고, 피트니스 테스트로 추정할 수도 있

습니다(예; 최  운동 테스트, 준최  운동 테스트, Polar Fitness Test). VO2max 는 심폐 능력을 알 수 있

는 좋은 지표이자 장거리 달리기, 자전거, 크로스컨트리 스키, 수영 같은 지구력 경기에서 그 실력을 가

늠할 수 있는 가늠자입니다 

 

VO2max 는 분당 리미터(ml/min = ml ■ min-1)로 표기할 수도 있고, 이 값을 그 사람의 킬로그램 체

중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ml/kg/min = ml ■ kg-1■ min-1). 

 
 

 

TRAINING BENEFIT 
 
Training Benefit (트레이닝 이득)은 사용자가 트레이닝의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트레이닝 

세션에서 사용자가 성취해낸 것을 문자 피드백으로 알려 드립니다. 이 피드백은 Flow 앱과 Flow 웹 

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드백을 받으려면, 해당 심박 구간에서 적어도 총 10 분 이상 트레

이닝을 해야 합니다. 트레이닝 이득 피드백은 심박수 구간을 바탕으로 합니다. 각 구간에서 소비된 

시간과 칼로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트레이닝 이득 옵션에 관한 설명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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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이득 
Maximum training+  

(최  트레이닝+) 

힘든 세션이었습니다!  전력질주 속도와 근육의 신경계를 개선하여 더욱 효율적

이 되었습니다. 이 세션으로 피로에 한 저항도 늘어났습니다.  

Maximum training  

(최  트레이닝) 

힘든 세션이었습니다! 전력질주 속도와 근육의 신경계를 개선하여 더욱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Maximum & Tempo training  

(최  및 속도 트레이닝) 

훌륭한 세션이었습니다! 사용자의 속도와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션

으로 유산소 체력과 고강도 운동을 오랫동안 견디는 능력이 크게 개발되었습니

다.   

Tempo & Maximum training 

(속도 및 최  트레이닝) 

훌륭한 세션이었습니다! 유산소 체력과 고강도 운동을 오랫동안 견디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세션으로 사용자의 속도와 효율도 개발되었습니다.  

Tempo training+  

(속도 트레이닝 +) 

장시간 좋은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유산소 체력, 속도, 고강도 운동을 오랫동안 

견디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세션으로 피로에 한 저항도 늘어났습니다. 

Tempo training (속도 트레이닝) 좋은 속도였습니다! 이 세션으로 유산소 체력, 속도, 고강도 운동을 오랫동안 견

디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Tempo & Steady state training 

(속도 및 항상성 트레이닝) 

양호한 속도였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오랫동안 견디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세션으로 유산소 체력과 근지구력도 개발되었습니다.  

Steady state & Tempo training 

(항상성 및 속도 트레이닝) 

양호한 속도였습니다! 유산소 체력과 근지구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세션으로 

고강도 운동을 오랫동안 견디는 능력도 개발되었습니다.  

Steady state training + 

(항상성 트레이닝 +) 

매우 훌륭합니다! 장시간 세션으로 근지구력과 유산소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피로에 한 저항도 증가했습니다.  

Steady state training  

(항상성 트레이닝) 

매우 훌륭합니다! 근지구력과 유산소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Steady state & Basic training, 

long (항상성 및 기초 트레이

닝, 장시간) 

매우 훌륭합니다! 장시간 세션으로 근지구력과 유산소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초 지구력과 운동 중 지방 연소 능력이 개발되었습니다.  

Steady state & Basic training 

(항상성 및 기초 트레이닝) 

매우 훌륭합니다! 근지구력과 유산소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초 지구력

과 운동 중 지방 연소 능력이 개발되었습니다.  

Basic & Steady state training, 

long (기초 및 항상성 트레이

닝, 장시간) 

훌륭합니다! 장시간 세션으로 기초 지구력과 운동 중 지방 연소 능력이 향상되었

습니다. 또한 근지구력과 유산소 체력도 개발되었습니다.   

Basic & Steady state training 

(기초 및 항상성 트레이닝) 

훌륭합니다! 기초 지구력과 운동 중 지방 연소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세션

으로 근지구력과 유산소 체력도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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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이득 

Basic training, long (기

초 트레이닝, 장시간) 

훌륭합니다! 장시간 저 강도 세션으로 기초 지구력과 운동 중 지방 연소 능력이 향상되었

습니다.  

Basic training (기본 트

레이닝) 

잘하셨습니다! 이 저 강도 세션으로 기초 지구력과 운동 중 지방 연소 능력이 향상되었습

니다.  

Recovery training (회

복 트레이닝) 

회복에 좋은 세션입니다.  이와 같은 가벼운 운동은 신체가 트레이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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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FLOW 앱과 웹 서비스 
 

POLAR FLOW 앱 
 

Polar Flow 앱을 이용해 활동 및 트레이닝 데이터를 언제든 오프라인으로 바로 분석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의 24/7 활동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일 목표에서 놓친 것이 무엇이고 그 달성 방법은 무엇인

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 움직인 거리, 소모된 칼로리, 수면 시간 등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 움직여야 할 때

임을 알려주는 무활동 경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Flow 앱을 통해 트레이닝 목표에 바로 접근해 피트니스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한눈에 

훑어본 후 바로 자신의 능력 하나하나를 세 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다이어리에서 주간 

트레이닝 요약을 볼 수도 있습니다. 
 

Flow 앱을 사용하려면, App Store에서 모바일로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Flow App 은 iPhone 4S 이상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lar Flow 앱 이용에 관한 지원과 정보는 

www.polar.com/en/support/Flow_app을 참고하십시오. 새 모바일 장치(스마트폰, 태블릿)는 사용 전에 

A300과 먼저 페어링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어링을 참고하십시오.  
 

Flow 앱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려면, 세션 후에 A300을 앱과 동기화해야 합니다. A300과 Flow 앱

을 동기화하면, 활동 및 트레이닝 데이터가 인터넷 연결을 통해 Flow 웹 서비스와도 자동으로 동기

화됩니다. Flow 앱은 A300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웹 서비스와 동기화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동기화에 관한 정보는 동기화를 참고하십시오.  

 
POLAR FLOW 웹 서비스 

 

Polar Flow 웹 서비스는 활동 목표와 활동 내역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일상 습관과 선택이 사용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Polar Flow 웹 서비스에서 사용자

의 트레이닝을 낱낱이 분석하여 사용자의 능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스포츠 프로파일을 추가하고 설

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A300을 사용자의 트레이닝 요건에 맞춰 설정하십시오. 트레이닝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사용자의 팔로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Flow 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flow.polar.com/start에서  A300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A300과 웹 

서비스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FlowSync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웹 서비스용 사용자 계정을 

만들라는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용 Flow 앱을 받으면 즉석에서 분석도 할 수 있고 데이

터를 웹 서비스와 간편하게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 
 

Feed 
 

Feed에서 사용자와 친구들의 최근 근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트레이닝 세션과 활동 요약을 확

인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최고 성적을 공유하거나 친구들의 활동에 의견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Exp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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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에서는 지도를 탐색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한 트레이닝 세션과 루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루트를 체험하고 어느 곳이 하이라이트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Diary 
 

Diary 에서는 사용자의 일상 활동과 예정된 트레이닝 세션(트레이닝 목표)를 볼 수 있고, 지난 

트레이닝 결과와 피트니스 테스트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Progress 
 
Progress에서는 보고서와 함께 사용자의 발전을 추적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장기간에 걸쳐 

트레이닝 발전 과정을 추적 관찰하는데 좋습니다. 주별, 월별, 연별 보고서에서는 해당 보고서에 필요

한 스포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기간에서는, 기간과 스포츠를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보고서에 필요한 기간과 스포츠를 고른 후, 휠 아이콘을 눌러 어떤 데이터를 

보고서 그래프로 볼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Flow 웹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원과 정보는 polar.com/en/support/flow를 참고하십시오.  

 

트레이닝 계획 

 

Flow 웹 서비스에서 상세하게 트레이닝 목표를 세운 후, 이를 Flowsync 소프트웨어나 Flow 앱을 

통해 A300과 동기화하십시오. 트레이닝 중에도 목표 완수를 위한 A300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A300은 Flow 웹 서비스에서 계획해둔 트레이닝에서 심박수 구간을 사용합니다. EnergyPointer 기능은 사

용할 수 없습니다.  
 

 Quick Target: 트레이닝 목표 시간이나 목표 칼로리를 선택하십시오. 예컨 , 500 kcal 소비를 

선택하거나 30 분 트레이닝을 선택합니다.  

 Phased Target:  트레이닝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목표 기간이나 목표 거리, 강도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 , 인터벌 트레이닝 세션을 하나 만들고, 적절한 웜업 단계와 

쿨다운 단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Favorites: 목표를 하나 정한 후, 그것을 Favorites 에 추가해두면, 이를 다시 실행하고 싶을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목표 설정 

 

1. Diary로 이동한 후, Add > Training target을 클릭하십시오.  

2. Add training target 화면에서, Quick 또는 Phased를 선택하십시오.  
 

 

Quick Target (빠른 목표) 
 

1. Quick 을 선택하십시오.  

2. Sport 를 선택한 후, Target name (최  45 자리), Date, Time 을 입력하고, 추가하고 싶은 Notes 

(선택사항)를 입력하십시오.  

3. 시간이나 칼로리를 입력하십시오. 이 값들 중 하나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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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vorites에 목표를 추가하고 싶다면 즐겨찾기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5. Save를 클릭하면 그 목표가 Diary에 추가됩니다.  
 

 

Phased target (단계별 목표) 
 

1. Phased 를 선택하십시오.  

2. Sport 를 선택한 후, Target name (최  45 자리), Date, Time 을 입력하고, 추가하고 싶은 Notes 

(선택사항)를 입력하십시오.  

3. 새로 단계별 목표를 만들 것인지 (CREATE NEW), 템플릿을 사용할 것인지(USE TEMPLATE) 

선택하십시오. 

4. 단계들을 목표에 추가하십시오. DURATION 을 클릭하면 시간 기반 단계가 추가됩니다. 각 

단계의 이름과 시간, 다음 단계의 수동 시작이나 자동 시작, 강도를 선택하십시오. 

5.  Favorites 에 목표를 추가하고 싶다면 즐겨찾기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6. Save 를 클릭하면 그 목표가 Diary 에 추가됩니다.  
 

 

Favorites 
 

목표를 설정하여 이것을 즐겨 찾기에 추가했다면, 그것을 예정 목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FAVORITE TARGETS 를 선택하십시오. 트레이닝 목표 즐겨찾기가 나타납니다.  
 

2. USE를 클릭하여 즐겨찾기를 목표용 템플릿으로 선택하십시오. . 
 

3. Date 과 Time을 입력하십시오.  
 

4. 원한다면 이 목표를 편집할 수도 있고, 그 로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목표를 수정해도 즐겨찾기 목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즐겨찾기 목표도 

편집하고 싶다면, 사용자 이름과 프로파일 사진 옆에 있는 별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FAVORITES 로 이동하십시오.  
 

5. ADD TO DIARY 를 클릭하면 해당 목표가 Diary에 추가됩니다.  
 

 

목표를 A300과 동기화 
 

 

Flow 웹 서비스의 트레이닝 목표를 FlowSync 또는Flow 앱을 통해 A300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를 하지 않으면, Flow 웹 서비스의 Diary나 Favorites 목록에서만 트레이닝 목표를 볼 수 있습

니다. 트레이닝 목표를 A300과 동기화하면: 

 Programs 메뉴에서 예정된 트레이닝 목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지난 1 주일과 앞으로 

4 주 동안 실행되지 않은 트레이닝들) 

 Favorites 에서 즐겨찾기로 나열된 트레이닝 목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목표 세션을 시작하는 방법은 트레이닝 세션 시작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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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ITES 
 

Favorites의 경우, 즐겨찾기 트레이닝 목표를 Flow 웹 서비스에 저장, 관리할 수 있습니다. A300은 한 

번에 최  20 개의 즐겨찾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Flow 웹 서비스에서 즐겨찾기 숫자가 20개를 넘

을 경우, A300과 동기화했을 때 목록의 처음 20개만 A300으로 전송됩니다.  A300의 Favorites 메뉴에

서 즐겨찾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의 순서는 웹 서비스에서 드래그앤드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동시키고 싶은 즐겨찾

기를 고른 후, 그것을 목록상의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하십시오. 

 
즐겨찾기에 트레이닝 목표 추가: 

 

 1. 트레이닝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2. 페이지 하단 오른쪽 구석에서 즐겨찾기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3. 해당 목표가 즐겨찾기에 추가됩니다.  

또는   

 1. Diary에서 기존 목표를 하나 여십시오.  

 
 

2. 페이지 하단 오른쪽 구석에서 즐겨찾기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3. 해당 목표가 즐겨찾기에 추가됩니다. 
 

즐겨찾기 편집 

 
1. 사용자 이름 옆에 있는 상단 오른쪽 구석의 즐겨찾기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즐겨찾기 트레이닝 목표들이 전부 화면에 나타납니다. 

2. 편집할 즐겨찾기를 선택하십시오.  

3. 해당 목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SAVE(저장)을 클릭하십시오.  

4. 그 목표의 다른 내용을 편집하려면, VIEW(보기)를 클릭하십시오. 필요한 변경을 모두 마치면, 

UPDATE CHANGES(변동사항 업데이트)를 클릭하십시오.  
 

 

즐겨찾기 삭제 

1. 사용자 이름 옆에 있는 상단 오른쪽 구석의 즐겨찾기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즐겨찾기 

트레이닝 목표들이 전부 화면에 나타납니다. 

2. 트레이닝 목표의 상단 오른쪽 구석의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즐겨찾기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FLOW 웹 서비스의 스포츠 프로파일 
 

 
A300에는 기본적으로 여덟 개의 스포츠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Flow 웹 서비스에서 새 스포츠 프로파일

을 스포츠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고 새 프로파일과 기존 프로파일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A300에는 

최  20개의 스포츠 프로파일을 담을 수 있습니다. Flow 웹 서비스에서 스포츠 프로파일의 숫자가 20

개를 넘을 경우, A300과 동기화했을 때 목록의 처음 20개만 A300으로 전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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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프로파일의 순서는 드래그앤드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동시키고 싶은 스포츠를 고른 후, 

그것을 목록상의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하십시오. 

 

스포츠 프로파일 추가 
 

Flow 웹 서비스에서: 
 

1. 상단 오른쪽 구석에서 사용자 이름/프로파일 사진을 클릭하십시오. 

2.  Sport Profiles 을 선택하십시오.  

3. ADD SPORT PROFILE (스포츠 프로파일 추가)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해당 스포츠를 

선택하십시오. . 

4. 해당 스포츠가 스포츠 목록에 추가됩니다.  

스포츠 프로파일 편집 
 

 

Flow 웹 서비스에서: 
 

1. 상단 오른쪽 구석에서 사용자 이름/프로파일 사진을 클릭하십시오. 

2. Sport Profiles 을 선택하십시오.  

3. 편집할 스포츠 아래에 있는 EDIT 를 클릭하십시오.  

 

각각의 스포츠 프로파일에서 다음의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Basics (기본) 
 

l 트레이닝 사운드 
 

 

Heart Rate (심박수) 
 

 심박수 보기 

 다른 장치에도 심박수 보이게 하기 (Bluetooth ® Smart 무선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호환 

장치들(예: 체육관 장비들)도 사용자의 심박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Flow 웹 서비스에서 생성한 후 A300 으로 전송시킨 트레이닝 세션의 심박 구간 종류. 

 
동작과 피드백 

 

 HeartTouch* 

 진동 피드백 
 

 

스포츠 프로파일 설정을 다 마쳤다면, SAVE를 클릭하십시오. 이 설정을 A300과 동기화하는 것도 잊

지 마십시오.  
 

 

* HeartTouch는 GymLink 기술을 사용하는 Polar H7같은 Polar 심박 센서에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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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FlowSync 소프트웨어로 USB 케이블을 통해 또는 Flow 앱의 Bluetooth Smart®를 통해 무선으로 

A300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A300과 Flow 웹 서비스 및 Flow 앱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려

면, Polar 계정과 FlowSync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flow.polar.com/start에서 A300을 설정했다면, 

이미 계정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한 상태입니다. A300을 사용하려 할 때 빠른 설정을 했다면, 

flow.polar.com/start로 이동해 마저 설정을 마쳐주십시오. Flow 앱을 App Store에서.모바일로 다운로드 

하십시오. 

 

A300과 웹 서비스, 모바일 앱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

십시오.  
 

FLOW 앱과의 동기화 
 

동기화 전에 확인할 일:  
 

 Polar 계정과 Flow 앱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FlowSync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를 동기화 했어야 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블루투스를 켜고, 에어플레인 모드/비행 모드는 꺼놔야 합니다. 

 A300 이 모바일과 페어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어링을 참하십시오.   
 

데이터 동기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Flow 앱에 로그인 한 후, A300 에서 BACK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2. Connecting to device (장치에 연결 중)이 화면에 나타난 후, Connecting to app (앱에 연결 

중)이 나타납니다.  

3. 다 마치면 Syncing completed (동기화 완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또는 

1. Flow 앱에 로그인 하고, A300 에서 Settings > General settings > Pair and sync > Sync 

data 로 이동한 후, START 버튼을 누르십시오. . 

2. Connecting to device (장치에 연결 중)이 화면에 나타난 후, Connecting to app (앱에 

연결 중)이 나타납니다.  

3. 다 마치면 Syncing completed (동기화 완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A300과 Flow 앱을 동기화하면, 사용자의 활동 및 트레이닝 데이터도 인터넷 연결을 통해 

Flow 웹 서비스와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Polar Flow 앱 사용에 관한 지원과 정보는 www.polar.com/en/support/Flow_app을 참고하십시오.  
 

FLOWSYNC를 통해 FLOW 웹 서비스와 동기화 

 

Flow 웹 서비스와 데이터를 동기화하려면, FlowSync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flow.polar.com/start로 

이동한 후, 소프트웨어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동기화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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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300을 컴퓨터에 바로 연결하거나 USB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하십시오. FlowSync 소프트웨어가 실

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2. 컴퓨터에서 FlowSync 창이 열린 후, 동기화가 시작됩니다.  

3. 다 마치면 Completed (완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A300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마다 Polar FlowSync 소프트웨어가 Polar Flow 웹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

송할 것이며, 사용자가 변경한 설정을 모두 동기화할 것입니다. 동기화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데스크톱 아이콘(Windows)에서 또는 애플리케이션 폴더(Mac OS X)에서 FlowSync를 시작하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FlowSync가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설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A300이 컴퓨터에 연결돼 있을 때 Flow 웹 서비스에서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FlowSync에서 동기화 

버튼을 눌러 해당 설정을 A300으로 전송하십시오. 
 
Polar Flow 웹 서비스 사용에 관한 지원과 정보는 www.polar.com/en/support/flow을 참고하십시오.  

 
 FlowSync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지원과 정보는 www.- polar.com/en/support/FlowSync을 참고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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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A300의 펌웨어를 사용자가 직접 업데이트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새 펌웨어 버전이 

나오면, A300을 컴퓨터와 연결했을 때 FlowSync가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FlowSync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운로드 됩니다. Flow 앱도 새 펌웨어가 나오면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 

주지만, Flow앱을 통해서는 업데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A300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기능의 개선, 새로운 기능, 

버그 픽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300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것: 

 

 

 Flow 웹 서비스 계정 (Polar 계정) 

 FlowSync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Flow 웹 서비스에 A300 이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flow.polar.com/start에서 A300 설정을 했다면, 이미 위와 같은 절차를 다 거친 것입니다.  A300을 처

음 사용할 때 빠른 설정을 했다면, flow.polar.com/start 로 이동하여 나머지 설정을 마쳐 주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1. A300을 바로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USB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하십시오. 
 

2. FlowSync가 데이터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3. 동기화 후, 사용자에게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것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4. Yes를 선택하십시오. 새 펌웨어가 설치되고(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300이 재시작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때문에 데이터를 잃게 될 일은 없습니다: 업데이트 전에 A300의 데이터가 Flow 웹 

서비스와 동기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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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0 리셋 
 

다른 전자 장치처럼, A300도 가끔씩 재시작 할 것을 권장합니다. A300에 문제가 생길 경우, 리셋을 시도

해보십시오. A300을 리셋 하려면 UP, DOWN, BACK, LIGHT 버튼을 동시에 몇 초간 길게, Polar 동영상이 화

면에 나타날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을 소프트 리셋 이라고 합니다. 소프트 리셋은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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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A300의 관리법 

다른 전자장비들처럼 Polar A300도 세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아래는 사용자가 보증 의무를 다하고 본 제

품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A300 
 

트레이닝 장치를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부드러운 타월로 필요할 때마다 물기를 닦아주십시오. 젖

은 종이 타월로 트레이닝 장치의 오염을 닦아내십시오.  방수 기능을 유지하려면, 고압 워셔로 트레

이닝 장치를 씻어서는 안 됩니다. 트레이닝 장치를 물 속에 담그지 마십시오. 알코올이나 철솜, 세

제 같은 연마물질은 절  사용하지 마십시오.  
 

A300을 컴퓨터에 연결할 에는 A300의 USB 포트에 물기나 머리카락, 먼지, 오염이 없는지 확인하

십시오. 물기나 오염은 부드럽게 닦아내십시오. 날카로운 도구는 긁힐 수 있으니 청소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작동 온도는 -10 °C ~ +50 °C / +14 °F ~ +122 °F입니다.  
 

심박 센서 
 

커넥터: 매 사용 후 끈에서 커넥터를 분리한 후 부드러운 타월로 커넥터를 닦아주십시오.  필

요하면 약한 비눗물로 커넥터를 세척하십시오. 알코올이나 연마 물질(예: 철솜이나 화학세제)

은 절  사용하지 마십시오. 
 

끈: 매 사용 후 흐르는 물에 끈을 헹궈주십시오. 필요하면 약한 비눗물로 끈을 부드럽게 세척해주십시오. 보

습 비누는 끈에 잔류물을 남길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끈을 물에 담그거나 다림질 하거나 드라이클

리닝 하거나 표백하지 마십시오. 끈을 잡아당기거나 전극 부위를 세게 구부리지 마십시오. 

 

끈의 라벨에 있는 세척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보관 
 

트레이닝 장치와 심박 센서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습기가 많은 곳에, 비통기성 

소재(비닐봉지나 스포츠백)에 담아 또는 전도성 물질(젖은 타월)과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트레

이닝 장치를 차량 내부나 자전거 마운트에 올려둔 채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트레이닝 장치는 부분 충전이나 완전 충전된 상태로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배터리는 보관 시 

서서히 전기를 잃게 됩니다. 트레이닝 장치를 여러 달 보관할 예정이라면, 몇 달 후 다시 충전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배터리 수명이 늘어납니다. 
 

끈과 커넥터는 따로 말려서 보관해야 심박 센서 배터리 수명이 극 화됩니다. 심박 센서는 서늘

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산화를 방지하려면 심박 센서를 젖은 채 스포츠백 

같은 비통기성 소재에 담아 보관하지 마십시오. 심박 센서를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시키지 마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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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2년 보증 기간 동안 공식 Polar Service Center 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Polar 

Electro 가 승인하지 않은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결과적 손해에는 본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mited International Polar Guarantee을 참고하십시오. 
 

문의처 정보와 모든 Polar Service Center 주소는 www.polar.com/support 과 국가별 웹사이트를 참고하십

시오.  
 

당사에서 사용자 요건에 맞추어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Polar 제품을 

http://register.polar.fi/ 에 등록해주십시오.  등록을 하려면, 웹을 통해 장치를 사용하려 할 때 만

들어둔 Polar 계정이 필요합니다. Polar Account의 사용자명은 항상 사용자의 메일 주소입니다. Polar 

제품 등록, Polar Flow 웹 서비스와 앱, Polar 토론장, 뉴스레터 등록에서 같은 사용자명과 암호를 쓸 수 있

습니다. 
 

배터리 
 

제품 수명이 다하면, 현지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환경과 사람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고 전자장치를 가급적 분리수거 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제품을 미분류 도시폐기물로 폐기하

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에게 문의하십시

오. 배터리는 현지 법령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A300 배터리의 충전 

 

A300에는 내부 충전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충전용 배터리는 충전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눈에 띄

는 성능 하락이 있기까지 약 300 회 이상 배터리를 충전 및 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 횟수는 

사용 방법과 작동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도가 0°C 이하일 때 또는 A300이 젖어 있을 때에는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장치 안에 USB 커넥터가 있어 충전이 간단합니다. 길고 불편한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A300을 바로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그러나 사용자가 케이블을 사용하고 싶어할 경우를 비해 

A300에는 표준 USB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콘센트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잇습니다. 콘센트로 충전을 하려면, USB 파워 어댑터(본 제품 세트에 

불포함)를 사용하십시오. AC 어댑터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어댑터에 "output 5Vdc" 표시가 있고 최

소 500mA 이상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충분한 안전 승인("LPS", "Limited Power Supply", "UL 

listed" 등의 표시)을 받은 AC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1. A300 을 바로 컴퓨터에 연결하거나(그림 1), USB 케이블로 연결해십시오(그림 2).   

장치와 케이블의 USB 기호가 서로 마주보도록 케이블을 올바르게 연결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연결하기 전에 A300 에 물기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경우, 충전을 

시작하는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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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2. Charging (충전 중)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3. A300이 다 충전되면, Battery full. Unplug. (배터리 완충. 연결을 해제하십시오)가 화면에 나타납

니다.  

 

배터리를 장시간 완전 방전 상태로 두거나 계속 완전 충전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배

터리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 
 

배터리 사용 시간은 24/7 활동 기록과 하루 1 시간 트레이닝을 할 때 최  26 일까지입니다. 이 사용 

시간은 A300 주변 온도, 사용하는 기능, 배터리 노후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좌우됩니다. 영하보다 훨

씬 낮은 온도에서는 이 사용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외투 안에 A300을 착용한다면 온기가 유지되어 

사용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낮음 알림 

 

 
 

Battery low 
 

 
(배터리 낮음) 

배터리 충전이 낮습니다. 너무 낮아 트레이닝 세션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A300을 충전하십시오.  

 
 

Battery low. Charge. 
 

 
(배터리 낮음. 충전하세요) 

충전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A300을 최 한 빨리 충전하십시오. 

충전이 너무 낮아 트레이닝 세션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A300을 충전하기 전

에는 새 트레이닝 세션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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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가 백지 상태가 되면, 배터리가 비어 A300이 수면 모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A300을 

충전하십시오. 배터리가 완전히 고갈된 경우 충전 동영상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박 센서 배터리 교체 

심박 센서의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려면, 아래의 지시에 따라주십시오: 

 

배터리를 교체할 때에는 봉 링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상된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봉 링/배터리 킷은 폴라 판매점과 공식 폴라 서비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공식 폴라 서비스 센터에서 추가 봉 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

우, www.shoppolar.com에서도 봉 링과 배터리 킷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새 배터리를 만질 때에는, 금속이나 트위저 같은 전기 전도성 공구로 양면을 동

시에 움켜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배터리가 단락 되어 빠르게 방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락은 배터리를 손상시키지는 않지만 성능과 수명을 떨어뜨릴 수는 있습

니다 
 

 

1. 동전을 이용해 배터리 커버를 

OPEN 쪽으로 

시계반 방향으로 돌려서 

여십시오. 

2. 커버 안 양극 (+) 쪽으로 

배터리 (CR 2025)를 

넣으십시오. 홈 안에 봉 

링이 있어야 방수가 됩니다.  

3. 커버를 다시 커넥터 안쪽으로 

눌러주십시오. 

4. 동전을 이용해 커버를 

시계방향으로 CLOSE 쪽으로 

돌리십시오.  
 
 

타입이 다른 배터리로 교체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조치 

Polar A300은 심박수를 측정하고 사용자의 활동을 알려주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 트레이닝 장치는 전문가 정 도나 산업 정 도가 필요한 환경 측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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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중의 간섭 
 

전자기 간섭과 트레이닝 장비 
 

전기 장치 근처에서 교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 장치로 트레이닝을 할 때 WLAN 기

지국이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판독값 오류나 오작동을 방지하려면, 방해 원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움직여야 합니다. 
 

LED 디스플레이, 모니터, 전기 제동장치 같은 전자기 컴포넌트를 가진 트레이닝 장비는 간섭을 일

으키는 표유 신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심박 센서의 끈을 가슴에서 푼 후, 트레이닝 장비를 평소처럼 사용하십시오. 

2. 더 이상 표유 값이 보이지 않는 구역을 찾을 때까지 또는 하트 기호가 깜박이지 않을 때까지 

트레이닝 장치를 이리저리 움직여보십시오.  간섭은 장비의 디스플레이 패널 바로 앞에서 가장 

심하고, 디스플레이의 좌측이나 우측은 비교적 교란이 없는 편입니다. 

3. 심박 센서 끈을 다시 가슴에 두르고 최 한 간섭이 없는 구역에서 트레이닝 장치를 

유지하십시오. 

트레이닝 장치가 그래도 트레이닝 장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기 잡음이 너무 많아 무선 

심박수 측정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olar.com/support을 참고하

십시오.  

 

트레이닝 시 리스크 최소화 
 

트레이닝에는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정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해 답해 주십시오. 이 질문들 중 어느 하나라도 YES의 답을 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 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는가? 

 고혈압이 있거나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가?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먹고 있는가? 

 호흡기 병력을 가지고 있는가? 

 질병의 증상이 있는가? 

 중증 질환이나 의료처치에서 회복 중인가? 

 페이스메이커나 기타 이식된 전자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가? 

 흡연자인가? 

 임신 중인가? 

트레이닝 강도와 더불어, 심장약, 혈압, 생리학적 상태, 천식, 호흡과 일부 에너지 드링크, 알코올, 

니코틴도 심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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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중 자신의 신체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트레이닝 중에 예상치 못한 통증이나 

심한 피로를 느낄 때에는 트레이닝을 멈추거나 강도를 낮춰 계속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 페이스메이커, 제세동기, 기타 이식 전자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Polar 제품을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이론상 Polar 제품은 페이스메이커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간섭을 경험했다

는 보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장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당사의 제품이 페

이스메이커나 기타 이식 장치에 적합하다는 보증은 공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Polar 제품 사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상 감각을 경험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이식 장치 제조사에게 문

의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어떤 피부 접촉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제품 사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는 경

우, 기술 명세에 나열된 물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박 센서에 한 피부 반응을 방지하려면, 

심박 센서를 셔츠 위로 착용하되, 전극 밑의 셔츠를 잘 적셔 오류 없이 작동하게 하십시오. 
 
 

수분과 강한 마찰 효과가 심박 센서의 표면에서 검은 색을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밝은 빛깔의 의

상을 얼룩지게 할 수 있습니다.  향수나 살충제를 피부에 사용할 경우, 그것이 심박 센서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술 명세 

A300 
 

배터리 타입: 68 mAh 리튬폴리머 충전 배터리 

사용 시간: 24/7 활동 기록 및 하루 1 시간 트레이닝 시 최  26 일  

작동 온도: -10 °C ~ +50 °C / 14 °F ~ 122 °F 

트레이닝 컴퓨터 소재: 장치: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유리섬유, 폴리카보네이

트, 스테인리스스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손목밴드: 실리콘, 스테인리스스틸; 

시계 정 도: 25 °C / 77 °F 온도에서 ± 0.5 초/일 이상 

심박 모니터 정 도: ± 1%와 1 bpm 중 더 큰 쪽. 이 정의는 안정 상태에 적용된다.  

심박수 측정 범위: 15-240 bpm 

방수: 30 m 

메모리 용량: 심박수 사용 시60 h 트레이닝. 언어 설정에 좌우 



58  

H7 심박 센서 
 

배터리 수명: 200 h 

배터리 타입: CR 2025 

배터리 봉 링: O-ring 20.0 x 1.0 Material FPM 

작동 온도: -10 °C to +50 °C/14 °F to 122 °F 

커넥터 소재: 폴리아미드 

끈 소재: 38% 폴리아미드, 29% 폴리우레탄, 

20% 엘라스테인, 13% 폴리에스테르 

방수: 30 m 

 
Bluetooth® Smart 무선 기술 사용. 

 

A300은 다음의 Polar 심박 센서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lar H1, Polar H2 (GymLink 기술 이용), 

Polar H6. 
 

POLAR FLOWSYNC 소프트웨어와 USB 케이블 

FlowSyn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Microsoft Windows나 Mac OS X 운영체제가 설치된 컴퓨터와 인터

넷 연결, USB 케이블용 USB 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FlowSync는 다음의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운영체제 64-bit 

Windows XP  

Windows 7 X 

Windows 8 X 

Mac OS X 10.6 X 

Mac OS X 10.7 X 

Mac OS X 10.8 X 

Mac OS X 10.9 X 

Mac OS X 10.10 X 
 

POLAR FLOW 모바일 앱 호환성 
 

l iPhone 4S 이상 
 

 

Polar A300 트레이닝 장치는 다음과 같은 특허 기술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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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트니스 테스트를 위한 OwnIndex® 기술. 
 

방수 

Polar 제품의 방수성은 국제 IEC 60529 IPX7 (1m, 30min, 20ºC)에 따라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제

품은 방수성에 따라 네 개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Polar 제품 뒷면에서 방수성 카테고리를 확인하

신 후, 아래 표와 비교해보십시오. 이러한 정의가 다른 제조사의 제품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

니다. 

 
케이스 뒷면의 표시 방수 특성 

Water resistant IPX7 목욕이나 수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 튀김과 빗방울에 

해서만 보호합니다. 고압 워셔로 씻지 마십시오. 

Water resistant 수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 튀김과 땀, 빗방울에 해

서만 보호합니다. 고압 워셔로 씻지 마십시오. 

Water resistant 30 m/50 m 목욕과 수영에 적합합니다. 

Water resistant 100 m 수영과 (에어 탱크 없는) 스노클링에 적합합니다. 

 

제한적 해외 폴라 보증 
 

 본 보증은 시행 중인 국내법이나 주법에 따른 소비자의 법적 권리 또는 매매 계약서에서 

비롯된 딜러에 한 소비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Polar Electro Inc.가 이 제한적 

폴라 해외 보증을 발급합니다. 그 외 국가에서 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Polar 

Electro Oy 가 이 제한적 폴라 해외 보증을 발급합니다. 

 Polar Electro Oy/Polar Electro Inc.는 본 장치의 최초 소비자/구매자에게 본 제품의 

소재나 기량에 하자가 없음을 구매일자로부터 2 년간 보증합니다. 

 원본 구매 영수증이 구매의 증거입니다! 

 배터리, 통상적 마모, 오용이나 남용, 사고, 예방조치 미준수로 인한 훼손, 잘못된 관리, 

상업적 이용,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긁힌 케이스/디스플레이, 완장, 탄성 끈, 폴라 

어패럴은 본 보증의 상이 아닙니다. 

 제품과 관련한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수적 손해나 손실, 비용, 경비는 본 보증의 

상이 아닙니다. 

 중고로 구입한 품목은 현지 법률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2 년 보증 상이 

아닙니다. 

 보증 기간 동안 구입 국가에 상관 없이 공식 폴라 서비스 센터 어느 곳에서든 

제품을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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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관련한 보증은 해당 제품이 처음 판매된 국가들로 한정합니다. 

 

 
 

 

본 제품은 Directives 93/42/EEC, 1999/5/EC, 2011/65/EU를 준수합니다. 관련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은 www.polar.com/support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적합성 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은 www.polar.com/en/regulatory_information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가위표 표시된 바퀴 달린 쓰레기통 마킹은 폴라 제품이 전자 장치이고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폐 전기전

자 장치(WEEE)에 관한 Directive 2012/19/EC의 범위에 들며, 제품에 사용된 배터리 및 축전지는 배터리 

및 축전지와 폐 배터리 및 축전지에 관한 2006년 9월 6일자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Directive 2006/66/EC

의 범위에 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품과 폴라 제품 내부의 폐 배터리/축전지는 EU 국가에서 따로 

폐기해야 합니다. Polar는 현지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환경과 사람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자장치용 분리수거와 배터리 및 축전지용 분리수거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마킹은 해당 제품이 감전 방지 제품이라는 표시입니다. 

 

제조사 

Polar Electro Oy, Professorintie 5, FI-90440 KEMPELE, Tel +358 8 5202 100, Fax +358 8 

5202 300, www.polar.com. 

 

Polar Electro Oy 는 ISO 9001:2008 인증 기업입니다.  

 

© 2015 Polar Electro Oy, FI-90440 KEMPELE, Finland. All rights reserved. 본 매뉴얼의 어떤 내용도 형식

이나 방식에 상관 없이 Polar Electro Oy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사용,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매뉴얼이나 포장에 사용된 이름과 로고는 Polar Electro Oy의 상표입니다.  

본 사용자 매뉴얼에서 ® 기호와 함께 사용된 이름과 로고는 Polar Electro Oy의 등록상표입니다. 

Windows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상표이고 Mac OS는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Bluetooth® 워드 마크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상표로, Polar Electro Oy가 라이선스를 받아 이 

마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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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부인 
 

 본 매뉴얼의 자료는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입니다.  매뉴얼이 설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지속적인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olar Electro Inc./Polar Electro Oy 는 본 매뉴얼이나 여기 설명된 제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Polar Electro Inc./Polar Electro Oy 는 본 매뉴얼이나 여기 설명된 제품과 관련하여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수적 손해나 손실, 비용, 경비에 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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