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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1.제품 구성품

[제품 본체]

[ 핸들 좌,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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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만력기 2개+보호 쿠션4개]

SMART-U

2.각 부 명칭 및 설명

다이얼방식의 저항 레버
1~5단계까지 간편하게 저항 조절 가능
이동용 손잡이
이동 시 잡고 이동이 가능한 손잡이

SMART-손잡이
SMART-U 전용 손잡이
사용 중 손잡이가 빠지지 않도록
버튼식 탈부착 손잡이로 채택하여
안정성 향상

손목 회전 운동 구멍
손목 회전 운동 시 사용

관절가동범위 조절 구멍
안전설계 된 발판
안정성을 위한 접이식 발판

사용자에 따라 알맞게 손잡이와
결합하여 사용

제품 내 드럼에 직접저항 방식으로 사용자 스스로 알맞은 저항을 조절하며, 기능
성 손잡이를 이용하여 수동식 원운동이 가능합니다.
▶ 4가지의 상지 회전운동이 가능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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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치 방법
01.배치할 테이블에 SMART-U를 놓고 ‘발판’을 밖으로 빼주세요.

1) 배치할 테이블에 SMART-U를
올려주세요.

2) ‘발판’을 화살표 방향으로 빼주
세요.

3) ‘발판’을 다 뺀 모습

02.만력기로 발판을 고정해주세요.

1) 보호 쿠션을 만력기에 붙여세요.

2) 양쪽 발판을 ‘만력기’로 고정해
주세요.

3) 테이블에 고정된 모습

03.‘SMART-손잡이’를 부착해주세요.

1) ‘관절가동범위 조절 구멍’에
‘SMART-손잡이’를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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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ART-손잡이’에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주세요.

3) ‘SMART-손잡이’가
올바르게 부착된 모습

SMART-U

4.운동 방법
01. 자전거 운동
운동 방법 : 손잡이를 한쪽은 가장 윗 칸, 한쪽은 가장 아랫 칸에 끼우고 자전거 타듯이 팔을 돌린다.

1) 손잡이는 본체와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주어 당기면 빠지고
끼울 때도 본체와 수직 방향으로 밀어 넣으면 들어간다. 손잡이는
좌우 모양이 달라 [사진1]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끼운다. U모양의
받침이 손목을 받쳐지게 하고 손목이 밖으로 빠지지 않게 받쳐준
다.
2) 손잡이 구멍 위치를 한쪽은 위에서 두 번째 칸, 한쪽은 아래서

[사진1]

두 번째 칸으로 변경하여 관절 가동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3) 테이블 높이를 조절하여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유도하고 앉아
서 운동하거나 서서 운동할 수 있다.
4) 저항 조절레버를 이용해 1~5단계로 적절한 저항을 조절 할 수
있다.
[사진2]

※ 주의사항 : 감각이 떨어지는 환자는 팔꿈치 등이 테이블에 닿지 않게 하여 마찰로 인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운동효과
ㆍ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유지 및 향상
ㆍ 손잡이 위치에 따라 위팔두갈래근, 위팔노근, 위팔근 운동 가능
ㆍ 어깨와 팔꿈치 근육의 근력 강화
ㆍ 어깨와 팔꿈치 근육의 지구력 강화
ㆍ 심폐기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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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동 방법
02. 한 손 맷돌 운동
운동 방법 : 장비를 옆면이 바닥에 닿도록 눕힌 후 손잡이를 가장 윗칸 또는 가장 아랫 칸에 끼우고
맷돌처럼 돌린다.

1) 손잡이는 자전거와 같이 U모양 받침이 손목 아랫부분을 받쳐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끼운다. 사진은 오른쪽 손을 운동하는 모
습으로 반대쪽 손을 운동할 때에는 반대쪽 손잡이로 교체하여
운동한다. 이때 손목의 높이보다 팔꿈치를 더 높게 하여 바르
고 편안한 자세를 유도한다.
2) 제품 특성상 제품의 높이가 있으므로 서서 운동할 수 있는 사

[사진1]

람에게 테이블 높이를 조절하여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두 번
째 칸으로 변경하여 관절 가동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3) 앉은 자세에서 할 경우 팔꿈치가 땅에 끌리지 않도록 유지 할
수 있는 환자에 적용한다.
4) 저항 조절레버를 이용해 적절한 저항을 조절할 수 있다.
[사진2]

운동효과
ㆍ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의 관절가동범위 향상
ㆍ 어깨 근육과 팔꿈치 근육의 근력 강화
ㆍ 어깨와 팔꿈치 근육의 지구력 강화
ㆍ 심폐기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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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동 방법
03. 두 손 맷돌 운동
운동 방법 : 장비를 옆면이 바닥에 닿도록 눕힌 후 손잡이를 가장 윗칸 또는 가장 아랫 칸에 끼우고
맷돌처럼 돌린다.

1) 한 손으로 맷돌을 돌릴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건측 팔의 도움을
받아 손목을 지지하고 양손으로 맷돌을 돌릴 수 있다.

2) 저항 조절레버를 이용해 적절한 저항을 조절할 수 있다
[사진1]

[사진2]

※ 주의사항 : 이때 환자 측 팔이 끌리거나 부딪히지 않게 주의한다.

운동효과
ㆍ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유지 및 향상
(날개뼈 관절, 어깨뼈 관절, 팔꿈관절, 손목 관절)
ㆍ 어깨와 팔꿈치 근육 단축 예방 및 근육의 단축된 근육의 신장 효과
ㆍ 환측 어깨와 팔꿈치 약화된 근력 강화
ㆍ 건측을 이용한 회전력으로 반대편 환측 상지의 관절가동범위 향상
ㆍ 양측 협응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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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동 방법
04. 양손 밀고 당기기 운동
운동 방법 : 손잡이를 가장 아래쪽에 양쪽 같은 높이에 끼운 다음 자전거 운동과 마찬가지로 손잡
이를 손목을 걸치는 형태로 잡고 앞으로 동시에 밀고 뒤로 동시에 당기기 운동을 한다.

1) 테이블 높이를 조절하여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유도하고 앉아
서 운동하거나 서서 운동할 수 있다.
2) 손의 기능이 가능한 사람은 [사진1]과 같이 U모양 손잡이 옆면
을 잡고 운동을 하면 더 큰 범위로 운동이 가능하다.
3) 저항 조절레버를 이용해 적절한 저항을 조절할 수 있다.
4)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사진2]와 같이 어깨와 손목의 높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블 높이를 조절한 후 팔꿈치를펴고 밀고
당기기 운동을 통하여 견갑골의 필요한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다. 이때 많이 움직이는 것 보다 작은 범위의 움직임이라도

[사진1]

몸통을 고정하고 정확한 견갑골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이 중
요하다.
5) 여기서 팔꿈치 펴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손바닥을 뒤집
어 손등을 아래로 가는 형태로 하여 손잡이를 잡고 어깨 외회
전 동작을 유도하여 시도할 수도 있다.
6) 테이블 높이를 조절하여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유도하고 앉
아서 운동하거나 서서 운동할 수 있다.
7) 저항 조절레버를 이용해 적절한 저항을 조절할 수 있다.
[사진2]

운동효과
ㆍ 어깨와 날개뼈 주위의 근육 강화
ㆍ 몸통 근육 강화
ㆍ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유지 및 향상
ㆍ 어깨와 팔꿈치 근육의 근력 강화
ㆍ 어깨와 팔꿈치 근육의 지구력 강화
ㆍ 심폐기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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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시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용 설명서는 사용자
의 안전과 제품의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입니다.
본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01. 사용 시 주의 사항
1)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나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사용 하십시오.
2) 운동 중 어지러움, 구토, 심한 통증, 식은땀 등의 증세가 있을 시는 운동을 중단하시고 충분한 휴
식을 취하십시오.
3)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는 환자가 운동 중 “2)”항의 증세가 나타 나거나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전문의와 상담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및 심장질환이 심한 사용자
㉯ 수술한지 3개월 이내의 회복기에 있는 사용자
㉰ 관절염, 류머티스, 골다공증 질환이 심한 사용자
4) 사용자의 체력조건보다 과도한 부하로 운동을 할 경우 관절 및 근육을 다칠 수 있으니 부하를 적
당하게 조절한 후 이용하십시오.

6.제품 사양
제품명(모델명)

Smart-U(GM-1000)

제품 설명

기능성 손잡이를 이용한 수동식 원운동

저항 단계

1단계 ~ 5단계

제품 무게

15 kg

제품 규격

17.5cm(W) x 39.5cm(D) x 46cm(H)

별도 제품 규격(손잡이)

12.5cm(W) x 16.5cm(D) x 3.2cm(H)

제품 기능(운동 기능)

4가지 운동 기능 탑재 (자전거, 양손 밀기, 맷돌, 손목 운동)

7.제품 등록 정보
- 허가 내용 : 대한민국 식품 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 등급 : 1등급 재활 의료기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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