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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본 가이드는 Polar OH1 시작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지원, 제품 정보 및 자료를 확인하려면 support.
polar.com/en/OH1을 참조하세요. Polar OH1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훈련 장치로 사용하거나 Polar 손목 
부품과 함께 심박수 센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센서를 USB 어댑터에 꽂습니다. 이때 렌즈가 위를 향하고, 
센서와 USB 어댑터의 접점이 서로 닿아야 합니다(그림 1). 
USB 어댑터를 컴퓨터 USB 포트나 USB 전원 벽 콘센트에 
꽂습니다(그림 2). 충전 접점이 젖었을 때에는 장치를 
충전하지 마세요.

Polar 손목 장치 또는 Polar Beat와 함께 사용
OH1을 Polar 손목 부품이나 Polar Beat에 페어링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켜질 때까지 버튼을 눌러 
OH1을 켜고, 장치별 페어링 지침은 support.polar.com을 
참조하세요. 

훈련 장치로 사용
먼저, OH1를 FlowSync를 통해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거나 
모바일 장치 및 Flow 앱과 함께 사용합니다.

옵션 1: FlowSync를 통해 컴퓨터와 함께 사용: 
1. 센서를 USB 어댑터에 꽂습니다. 이때 렌즈가 위를 
향하고, 센서와 USB 어댑터의 접점이 서로 닿아야 합니다
(그림 1).
2. USB 어댑터를 컴퓨터 USB 포트에 꽂고(그림 2), flow.
polar.com/start에 가서 Polar FlowSync 데이터 전송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3. Polar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없으면 새 계정을 
만듭니다. 웹 서비스에서가입과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옵션 2:  Flow 앱을 통해 모바일 장치에서사용:
1. 모바일 장치에 Polar Flow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Blutooth®를 켜고, 모바일 장치에서 Flow 앱을 엽니다.
3. 조명이 켜질 때까지 버튼을 눌러 OH1을 켜고 나면 
페어링을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페어링 요청을 
수락하고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착용 및 훈련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센서를 암밴드 홀더에 넣습니다(그림 
3). 센서가 암밴드 밑면에서 피부와 잘 밀착되도록 암밴드를 
착용합니다(그림 4). 손목이 아닌 하완이나 상완에 OH1을 
착용합니다(그림 5). 

조명이 켜질 때까지 버튼을 눌러 OH1을 켭니다. 훈련이 
끝나면 조명이 꺼질 때까지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유지보수
암세척 지침은 암밴드 관리 라벨을 참조하십시오. 센서를 
조심스럽게 취급하세요.

재질
센서: ABS, ABS+GF, PMMA, SUS 316(스테인리스).

본 제품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이 본 제품을 갖고 놀게 하지 마세요. 본 
제품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소형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파 장치는 2.402 - 2.480 GHz ISM 주파스 밴드와 2.0 mW 
최대 출력을 발생시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