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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소개
1.1 개요

GOSCARE SERA는 기능적 전기 자극기로, 뇌졸중, 불완전 척수손상,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
비,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족하수보행(발처짐 걸음)이 되는 환
자를 보조 및 제어하는 기기입니다.
본 제품은 전경골근(앞정강근)과 총비골신경(온종아리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해, 환자의 근
육을 자극하여, 족관절(발목관절)이 배측 굴곡을 수행하고, 사용자가 걷는 동안 적절한 시기
에 발을 들어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본 제품은 Multi Foot Sensor를 활용할 경우, Swing Phase에 배측 굴곡을 유발하는 전기 자
극을 제공합니다.



1.2 사용목적







11



본 제품은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족하수 방지 및 보행훈련
-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관절가동범위의 유지 및 증대, 보행기능훈련

1.3 의도된 사용자

1.3.1 의사, 보조공학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보호자
1.3.1.1 교육
- 아래의 조건 중에 최소 하나 이상 해당하여야 합니다.
ㆍ의사는 의사 면허 소지자.
ㆍ보조공학사, 요양보호사는 해당 교육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ㆍ물리치료사는 의학적 교육을 마치고 의료 자격을 가진 자.
ㆍ보호자는 본 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
1.3.1.2
 지식





- 아래의 조건 중에 최소 하나 이상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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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뇌졸중, 편마비, 다리 끌림 현상 등에 대한 이해
ㆍFES(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기능적 전기 자극)에 대한 기본 개념
ㆍ신체 위치 구별 능력(측정 부위: 무릎 아래 비골측면)
ㆍ위생(HYGIENE)에 대한 이해
1.3.1.3 언어 이해
- 사용설명서 또는 영어(사용설명서에 제공된 언어들)를 이해할 정도의 언어이해능력 있어야
합니다.
1.3.1.4 경험
- 아래의 조건 중에 최소 하나 이상 해당하여야 합니다.
ㆍ보조공학사, 요양보호사, 보호자는 본 기기와 유사한 제품 또는 관련 저주파 치료기를
다룬 경험이 있는 자.
ㆍ물리치료사는 본 기기와 유사한 또는 관련 저주파 치료기를 다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전기 자극과 관련하여 의료업계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3.1.5 허용 가능한 장애들
- 경미한 판독 시각 장애 또는 Log MAR 0.2(6/10또는 20/32)로 교정되는 시력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미만인 경우
- 기기를 다리에 착탈 가능한 범위의 상지장애
1.3.2 환자
1.3.2.1 지식
- 아래의 조건 중에 최소 하나 이상 해당하여야 합니다.
ㆍ사용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정도의 능력
ㆍ신체 위치 구별, 기억 능력(측정 부위: 무릎 아래 비골측면)
ㆍ위생(HYGIENE)에 대한 이해
1.3.2.2 언어 이해
- 사용설명서에 제공된 언어들 또는 사용설명서를 이해할 정도의 언어이해능력이 있어야 합
니다.
1.3.2.3 경험
- 최소 본 기기와 유사한 관련 저주파 치료기를 경험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3.2.4 허용 가능한 장애들
- 경미한 판독 시각 장애 또는 Log MAR 0.2(6/10또는 20/32)로 교정되는 시력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미만인 경우
- 기기를 다리에 착탈 가능한 범위의 상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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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적응증

뇌졸중, 불완전 척추손상,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중추신경계 손상
으로 편마비가 된 환자

1.5 부작용

사용 후, 일시적인 피부 붉어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 시간 후 자연소실 되어 추가 치
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 장시간 혹은 너무 높은 강도로 인해 물집이 발생
하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1.6 사용 전 점검사항 -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사용할 것
- 사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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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FES(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기능적 전기 자극) 장비입니다. 혈전증, 심
장질환, 자극 부위에 이상이 있는 사용자들은 자격을 갖춘 의사와 상담 후 사용을 결정하십
시오.

2.1 금기사항

- 아래의 사용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1) 심박 조율기 또는 삽입형 제세동기를 이식받은 사용자
2) 생명유지를 위한 기기를 장착한 사용자
3) 임산부 또는 의사의 진단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사용자
4) 악성종양, 급성질환, 의사 표현을 못 하는 사용자
5) 발작 장애가 있는 사용자
6) 다리에 골절, 탈구가 있는 사용자가 제품의 자극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사용자
7) 어지럼증이 있거나 평형감각을 유지할 수 없는 사용자
(본 제품은 넘어짐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8) 이식용 전극기기(예: 심장박동조율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는 경우는 예외)
1) 공통사항
(1) 본 제품은 총 2가지 모드와 상세설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모드와 설정을 사용
할 시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지침에 따라 설정, 변경을 권장합니다.

2.2 사용 전 주의사항 		

- 자동모드 : 풋 센서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용자가 누워있거나 의자에

		

- 보행모드 : 풋 센서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능동적 운동과 전기 자극을 병행하고

앉아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자 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모드입니다. 보행 모드를 사용 시 건강한
다리부터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 상세설정 : 기기의 세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자극의 강도를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갑작스러운 강한 출력은 쇼크 또는 근
육 마비와 피부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흉부 근처에서의 전극 조작은 심장 제세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
시오.
2) 병원 등 치료기관에서 사용 시
(1) 심장질환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게 전기 자극을 가할 때 주의하십시오.
(2) 개방된 상처, 수술용 스테이플러와 같은 금속 물체가 있는 다리에 전기 자극을 가하지
마십시오.
(3) 산소 마취제와 같은 가연성 환경 주변에서 사용 시 주의하십시오.
3) 개인이 사용 시
(1) 머리, 심장부근, 정동맥, 후두 부근에 전극을 직접 적용하지 마십시오.
(2) 눈과 입 위, 목 전면(특히 경동맥동)에 자극을 가하거나, 또는 흉부와 흉부 근처 등 윗
부분 또는 심장을 가로지르는 부위에 전극을 올려놓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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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
 전기나 풋 센서 연결선으로 인한, 목 졸림이나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1) 공통사항
(1) 전극(패드) 없이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권장시간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자극 또는 피부 화상 위험이 증가하므로 권장시간을

2.3 경고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1일 평균 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1회 권장사용시간은 20분
입니다.)
(3) 마모된 전극(패드)을 사용할 경우 피부 문제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전극(패드)을 분리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본 제품의 전원을 끄십시오.
(5) 다리나 손, 제품이나 전극(패드) 또는 구성품에 물이 묻은 상태로 사용하면 감전 위험
이 있습니다.
(6) 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십시오.
(7) 본 제품은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구입처에 문의하고, 임의로
배터리 교체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없습니다.
(9) 손상된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습기가 있는 곳에서 충전하면 제품의 손상, 화재, 부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 권장 보관온도(15℃~35℃)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곳에 본 제품을 보관하지 마십시
오. 극한 온도는 구성 요소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11) 전극(패드), 풋 센서에 ‘지오에스’ 또는 ‘GOScare’ 라벨을 확인하고 당사의 제품을 사
용하십시오.
(12) 본 제품의 안전성과 효율성은 제품의 적절한 사용과 취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적
절한 사용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의 마모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구입처에 A/S를 요청하여 교체하십시오.
(13) 본 제품의 마모, 파손, 과도한 충격은 제품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충격 : 제
 품을 착용하고 무릎을 꿇는 행위, 단단한 표면으로부터의 충격, 낙하 등)
(14) 본 제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조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15) 사용설명서에서 다루지 않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절대로 제품의 분해 및
수리를 시도하지 말고,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2) 병원 등 치료기관에서 사용 시
(1) 고주파 수술용 의료기기, 고주파 병원 장비와 본 제품의 동시 연결 및 작동은 전극 연
결 부위의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본 제품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시에 사용
하지 마십시오.
(2) 심전계(EKG)와 같은 전자 모니터링 장비와 같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단파 또는 극초단파 치료 의료기기와 근접한 위치(예: 1m)에서의 조작은 본 제품의 전
기 자극 출력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이 사용 시
(1) 전기 자극 부위의 염증은 근육 활동 또는 압력에 의해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염증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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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때까지 본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2) 전극(패드)을 부착할 피부에는 로션이나 오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 구
 동 또는 전동식 작동 장비(예: 자동차, 전동 킥보드, 잔디 깎는 기계 등)과 같이 예기치
않거나 비정상적인 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취침 중이나 목욕 중에 착용하지 마십시오.
(5)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전극(패드)의 부착 위치(전경골근(앞 정강근)과 총비골신경(온종아리신경)) 이외의 곳
에 붙이지 마십시오.
(7)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8) 본 제품의 작은 부품을 삼킬 시 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9) 다음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
하십시오.
		

- 상당한 자극 또는 압력으로 인한 상해의 징후가 나타날 때

		

- 전극(패드)으로 인한 피부 자극, 화상이 나타날 때

		

- 근육 경련이 빠르게 증가할 때

		

- 자극 중 심장과 관련된 변화가 발생할 때(간헐적인 통증, 호흡곤란 등)

		

- 무릎, 다리, 발목 또는 발의 붓기가 발생할 때

		

- 기타 예상치 못한 반응

(10) 사용 중 불편할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고 다리에서 제거하십시오.
1)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고, 사용하십시오.
2) 전극(패드) 탈부착 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피부표면이 붉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2.4 주의

		

- 본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권장시간 이상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피부표면
이 붉어지거나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즉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3) 종종 전극(패드) 접착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
용자는 의사와의 상담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4) 전극(패드)을 피부에서 제거할 때 개인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
하에 자극 부위를 제모 하십시오.
5) 제품 사용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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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각 구성품 설명
3.1 각 구성품 이름 및 기능설명
1) 구성품

본체

전극(패드) 5Bag

풋 센서

사용설명서

2) 기능설명
(1) 본체(SERA-L, SERA-R)
		

※ 본체(SERA-R, SERA-L)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선택 가능
SERA-R

SERA-L

SERA-R의 스트랩

SERA-L의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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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설명(정면)

1

1
1
1

19

1 
111

1 
19
1

번호

명 칭

설

명

①

전원 ON/OFF

②

LED화면

자극의 세기, 동작 상태 표시

③

시작/정지

시작 또는 정지 상태로 변환 버튼

④

충전 연결부

충전기를 연결하는 곳
제시한 사양의 충전기(8.4V, 1A or 1.5A)를 사용

⑤

풋 센서 연결부

풋 센서와 본체를 연결하는 곳으로 보행모드 시
사용

⑥

강도조절(UP)

자극의 세기 및 방향버튼(up)

⑦

저장/불러오기

제품 동작상태 : 현재 상태 저장
제품 정지상태 : 저장된 자극 불러오기

⑧

강도조절(DOWN)

⑨

스트랩

아이콘

제품의 전원 ON/OFF 버튼
-

자극의 세기 및 방향버튼(down)
본체를 다리에 고정할 때 사용하며, 스트랩을 홀에
넣어서 사용자 다리에 맞게 부착되도록 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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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화면
1) 자동모드, 보행모드

정 지

①

②
④

30 mA

③

①

저장, 불러오기, 작동 중, 정지 표시 등

②

배터리 잔여량

③

자동모드 아이콘

⑤

보행모드 아이콘

④

강도 표시

⑤

단위 표시(mA, uS, 초, Hz 등)

2) 상세설정
①

④

M E N U

초 기 화
Foot Alarm

②

⑤

⑦

pulse width

off time
O F F
TIME

OFF

③

Exit

⑧

⑥

300㎲

80Hz

①

모든 값을 처음 제품이 출고된 값으로 설정

②

상세설정에서 나가기

③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고 상세설정에서 나가기

④

풋 센서 소리 ON/OFF

⑤

자극이 오지 않는 시간 설정

⑥

자극이 오는 시간 설정

⑦

자극의 길이 설정

⑧

1초 동안 자극이 오는 횟수 설정

⑨

자극의 세기 설정

On time
O
N
TIME

3초
frequency

Save and Exit

⑨

4초
amp data

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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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설명(측면)

①
②

번호

명 칭

설

명

①

충전기 연결부

본체 충전 시 충전기를 연결하는 곳

②

풋 센서 연결부

보행모드 사용 시 풋 센서 단자를 연결하는 곳

- 외관설명(측면)

②

③

①

번호

명 칭

①

스트랩 고정부

②

스트랩 홀

③

하네스

설

명

본체를 사용자의 다리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
스트랩 구멍
구성품 중 전극(패드)의 스냅 단추 부분과 연결하여
전기자극을 다리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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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풋 센서 (SOLE-L, SOLE-R)

① 센서 부

① 센서 부

② 단자

② 단자

<왼쪽 : SOLE-L>

번호

명 칭

①

센서 부

②

단자

<오른쪽 : SOLE-R>

설

명

센서 지면과 닿는 사용자의 발 압력을 감지함
본체와 연결되는 부분이며, 센서 부에서 감지된 사용자의
발 압력 값을 본체로 전송

- 보행모드는 실제 보행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드이며, 풋 센서는 보행모드에서만 사용
(3) 패드 (POLAR58)

①

②

패드 앞면

번호

명 칭

①

스냅단추

②

전극판

패드 뒷면

설

명

본체의 하네스와 연결하여 전기자극을 다리에 전달
다리에 부착하여 기기에서 전기자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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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장 스트랩 (C-STRAP) - 추가구매품

- C-STRAP은 스트랩 연장선이며,
본체 스트랩 길이가 짧아 다리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

3.2 제품의 성능

1) 치수, 중량
(1) 본체 - 치수(스트랩 포함) : (가로×세로×높이) 530 × 207 × 68㎜ (±10%)
- 본체 치수 : (가로×세로×높이) 135 × 180 × 30㎜ (±10%)
- 하네스 길이 : 80㎜ (±30%)
(2) 풋 센서 - 치수 : (가로×세로) 71.04 × 170.81㎜ (±10%), 케이블 길이 470㎜ (±10%)
(3) 전극(패드) - 치수 : (가로×세로) 50 × 80㎜ (±10%)
(4) 연장 스트랩 - 추가구매품 - 치수 : (가로×세로) 180 × 53㎜ (±10%)
2) 안전장치
전원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동작 버튼을 눌러야 자극이 출력됩니다.
3) 제품 사양
(1) 펄스폭 : 100 ~ 500 ㎲ (±10%)

(2) 출력 주파수 : 1 ~ 120Hz (±10%)

(3) 전압펄스진폭 : 0 ~ 80Vpp (±10%)

(4) 최대 출력 : 0 ~ 80mA (±10%)

(5) 출력 파형 : 구형파

구형파

16 GOSCARE SERA

Chapter 3. 각 구성품 설명
3.3 제품의 특성

1) 감전에 대한 보호
내부전원기기, BF형
2) 전기적 정격
(1) 정격전압 : 8.4Vdc
(2) 소비전력 : 1.8VA 이하

3.4 기호

기호(Symbol)

의미(Meaning)

의미(Meaning)

주의
(Caution)

사용설명서 참조
(Consult Instruction for use)

전원 ON/OFF
(ON/OFF)

BF형 장착부
(BF)

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3.5 환경조건(보관)

기호(Symbol)

ㆍ온도 : 15 ~ 35℃
ㆍ상대습도 : 25 ~ 75% R.H.
ㆍ대기압력 범위 : 700 ~ 1060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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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용 전(작동 전) 준비사항
-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세요.
-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쉬우니 주의하세요.
- 먼지나 인화성 물질에서 멀리 떨어져 사용하세요.
- 본체에 연결되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풋 센서를 사용할 때는 신발 깔창이 딱딱한 유형의 신발을 사용하세요.
(깔창이 물렁할 경우, 풋 센서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품 충전 확인
- 제품 충전이 필요할 때,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합니다.
※ 작동과 충전이 같이 되지 않는 제품으로 반드시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충전합니다.

※ 충전기를 제품 본체의 풋 센서 연결부에 연결 시 제품이 충전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충전기를 풋 센서 연결부에 연결 시 ‘Sensor ERROR’ 문구와
함께 경고음이 나타나며, 꺼진 상태에서는 화면과 경고음은 나지 않습니다.)

※ 완전히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필요하고 완충 후 약 2시간 30분 이상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품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 충전과 사용이 같이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제품이 충전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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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모드 시] 풋 센서 확인
- 풋 센서의 단자가 제품에 정확히 꽂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히 연결되지 않을시, ‘Sensor Error’ 문구와 경고음이 나타납니다.)

- 풋 센서가 본체에 결합하면 ‘Check Sensor’를 해야 합니다.
1부터 3까지 있으며, 평평한 곳에 올려두고 손으로 눌러 체크를 완료합니다.

- 풋 센서가 신발에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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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극(패드) 확인
- 전극(패드)의 보호지를 제거하고 전극을 다리에 부착시킵니다. 제품에 붙은 연결선의 스
냅 부분을 전극(패드)의 스냅 단추에 꽂습니다.
- 전극(패드)은 정확한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 스냅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정확한 자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극(패드)의 위치가 부정확하면 정확한 자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스트랩 확인
- 스트랩에 손상(찢김, 뚫림 등)이 있으면 다리에서 제품이 낙하할 수 있습니다.
※ 스트랩은 사용자가 교체할 수 없으며 구입처에 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5) 피부 확인
- 로션, 오일, 물 등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자극, 감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극(패드)을
부착할 다리의 피부는 물기가 없어야 하며 깨끗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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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동방법

1) 자동모드
풋 센서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동모드 사용 시 사용자는 누워있거나 의자에 앉아서 사용합니다.
① 사용자는 앉아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리를 일자로 폅니다.
② 다리에 전극(패드)을 부착하고 제품의 연결선을 전극(패드)과 연결합니다.

※전극(패드)의 부착 위치는 사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극(패드) 부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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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체의 버튼 부가 사용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오도록 하며 다리 무릎뼈 아래 중간에
기기의 중앙 절개 부분이 오도록 착용합니다.

④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화면에

‘자동모드’ 아이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 지

3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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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강도조절 버튼(UP/DOWN)을 사용하여 개인에게 맞는 단계를 설정합니다. 저장된 자
극은 반드시 정지 상태에서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불러옵니다.
정 지

정 지

0 mA

30 mA

30

불러오기

30 mA

⑥ 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제품을 작동시킵니다.
⑦ 작동을 중단하고 싶을 때 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중단시킵니다.

작동중

30 mA
정

지

30 mA

⑧ 현재 자극을 저장시키고 싶을 때 작동 중에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저
 장/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Want to save?’(저장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
지가 뜨고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저장되고 누르지 않으면 저장
되지 않습니다.

작동중

0 mA

Want to save?

3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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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용 후, 전원 버튼을 눌러 종료시킵니다.
⑩ 스트랩을 풀고, 제품 본체와 전극(패드)과 연결된 연결선을 제거한 후 본체를 다리에서
제거합니다.

⑪ 전극(패드)을 다리에서 제거 후, 보호지를 부착합니다.
⑫ 상자에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 자극은 4초 동안 출력이 되며, 자극 간 간격은 3초입니다.
ex) 4초 자극 출력, 3초 정지, 4초 자극 출력, 3초 정지 … 반복
※ 1일 평균 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1회 권장사용시간은 20분입니다.
※ 피부의 통풍을 위하여 자극이 끝난 후 다리에서 제품을 제거하고 권장사용시간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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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모드
풋 센서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보행모드는 능동적 운동과 전기자극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보행모드 사용 시 건강한 다리부터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① 사용자는 앉아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리를 일자로 폅니다.
② 다리에 전극(패드)을 부착하고 제품의 연결선을 전극(패드)과 연결합니다.

※전극(패드)의 부착 위치는 사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극(패드) 부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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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체의 버튼부가 사용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오도록 하며 다리 무릎뼈 아래 중간에
제품의 중앙 절개 부분이 오도록 착용합니다.

④ 풋 센서 단자를 풋 센서 연결부에 연결합니다.

⑤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켠 후, 평평한 곳에 풋 센서를 올려두고 손으로 눌러 ‘Check
Sensor’를 완료합니다.

26 GOSCARE SERA

Chapter 4. 작동방법 설명
⑥ 풋 센서가 삽입된 신발을 신습니다.
(본체의 화면에

‘보행모드’ 아이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 지

3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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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강도조절 버튼(UP/DOWN)을 사용하여 개인에게 맞는 단계를 설정합니다. 저장된 자
극은 반드시 정지 상태에서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불러옵니다.
정 지

30 mA

30
정 지

0 mA
불러오기

30 mA
⑧ 자리에서 일어난 후 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제품을 작동시킵니다.
(건강한 다리부터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⑨ 작동을 중단하고 싶을 때 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중단시킵니다.
작동중

30 mA
정

지

30 mA

작동중

30 mA
정

지

3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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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현재 자극을 저장시키고 싶을 때 작동 중에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Want to save?’(저장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
지가 뜨고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저장되고 누르지 않으면 저장
되지 않습니다.
작동중

30 mA

Want to save?

30 mA

⑪ 사용 후, 전원 버튼을 눌러 종료시킵니다.
⑫ 제품(본체)에 연결된 풋 센서
단자를 분리합니다.


⑬ 스트랩을 풀고, 제품 본체와 전극(패드)과 연결된 연결선을 제거한 후 본체를 다리에서
제거합니다.

⑭ 전극(패드)을 다리에서 제거 후, 보호지를 부착합니다
⑮ 상자에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 자극은 4초 동안 출력이 되며, 자극 간 간격은 3초입니다.
ex) 4초 자극 출력, 3초 정지, 4초 자극 출력, 3초 정지 … 반복
※ 1일 평균 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1회 권장사용시간은 20분입니다.
※ 피부의 통풍을 위하여 자극이 끝난 후 다리에서 제품을 제거하고 권장사용시간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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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설정
① 사용방법
		

- [상세설정]으로 들어갑니다.

		

: 전원을 켜고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화면이 바뀔 때까지 꾹 누릅니다. (약 10초)

불러오기

30 mA

MENU

초 기 화

		

- 강도조절 버튼(UP/DOWN)을 사용해 메뉴를 이동합니다.

MENU

초 기 화
M E N U

E x it

Save a nd E x it

초 기 화
Foot Alarm

OFF
pu lse w idth

300㎲

off t ime
O F F
TIME

3초

fre que ncy

80Hz

O n t ime
O
N
TIME

4초

a mp data

0 mA

30 GOSCARE SERA

Chapter 4. 작동방법 설명
-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원하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 원하는 메뉴에 진입 후, 강도조절 버튼(UP/DOWN)을 사용해 해당 값을 변경하고
변경이 끝나면,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frequency

80Hz

①

30
frequency

30Hz

②

- 강도조절 버튼(UP/DOWN)을 눌러 다음 메뉴로 이동합니다.
- 메뉴 값 변경이 모두 끝나면 ‘Save and Exit’를 눌러 나갑니다.
(저장하고 나갈 때는 변경된 값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값들이 한 번씩 화면에 뜨고 난 후
[상세설정]을 나가게 됩니다.)

Save and Exit

amp data

fre que ncy

0 mA
On time
O
N
TIME

4초

puls e widt h

80Hz
off t ime
O F F
TIME

300㎲
Fo ot A la rm

3초

a mp data

0 mA

OFF

설정완료

※ [상세설정]에서 설정한 내용은 자동모드, 보행모드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세설정]은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지침에 따라 설정, 변경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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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메뉴 순서
[상세설정]으로 진입 후, ‘DOWN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 → Exit → Save and Exit → Foot Alarm → off time → on time → pulse width →
frequency → amp data’ 순서로 나타납니다.
※ 처음 제품을 받으면 Foot Alarm은 ‘off(꺼짐)’ 되어 있습니다.
※ 처음 제품을 받고 저장한 자극이 없으면 amp data는 ‘0’입니다.
ex) 제품을 받고 강도(amp data)를 ‘15’로 저장한 후 [상세설정]으로 진입하면 amp data
의 값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MENU

초 기 화
M E N U

E x it

Save a nd E x it

초 기 화
Foot Alarm

OFF
pu lse w idth

300㎲

off t ime
O F F
TIME

3초

fre que ncy

80Hz

O n t ime
O
N
TIME

4초

a mp data

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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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세설정] 메뉴

초기화
모든 값을 처음 제품이 출고된 값으로 설정

M E N U

초기화를 하려면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초 기 화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뜨고 한 번 더 누르면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Exit
[상세설정]에서 나가기

E xit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나갑니다.

Save and Exit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고 [상세설정]에서 나가기

Save a nd E xit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나갑니다.

Foot Alarm
풋 센서 소리 ON/OFF

Fo ot Ala rm

보행 시 발생하는 풋 센서의 소리를 ON/OFF 할 수

OFF

있습니다.

Off time
자극이 오지 않는 때

off time
O F F
TIME

3초

강도조절 버튼(UP/DOWN)을 눌러 ‘초’를 설정하고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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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ime
자극이 오는 때

O n time
O N
TIME

4초

강도조절 버튼(UP/DOWN)을 눌러 ‘초’를 설정하고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pulse width
자극 길이

pu lse width

300㎲

강도조절 버튼(UP/DOWN)을 눌러 ‘㎲’를 설정하고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frequency
1초 동안 자극이 오는 횟수

fre que ncy

80Hz

강도조절 버튼(UP/DOWN)을 눌러 ‘㎐’를 설정하고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amp data
자극의 세기

a mp data

0 mA

강도조절 버튼(UP/DOWN)을 눌러 ‘㎃’를 설정하고
저장/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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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작동 시 주의사항 1) 제품
- 자극을 받는 중에 제품에 액체가 들어가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원을 끄십시오.
2) 전극(패드)
- 전극(패드)은 보호지를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 전극(패드)과 본체의 연결선이 연결되어야만 올바른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제품은 총 2가지 모드와 상세설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모드와 설정을 사용할 시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지침에 따라 설정, 변경을 권장합니다.
- 자동모드 : 작동 중에 움직이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행모드 : 풋 센서와 제품이 분리되면 자극은 중지되고 자동모드로 전환되어 정지
상태가 되므로 보행모드 사용 중에 풋 센서 단자가 제품과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상세설정 : 기기의 세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충전
- 충전과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품을 충전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1회 권장사용 시간은 20분입니다. 이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거나 패드를 다리에 부착하고
있을 때 피부 붉어짐 현상, 물집, 화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사용 시간 이상
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4 응급상황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즉시 전원을 끄고 구입처에 문의 바랍니다.
- 급작스러운 자극 또는 급작스러운 높은 강도의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
- 작동 중 제품에 많은 양의 액체가 들어가거나 묻은 경우
: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전원을 끄고 다리에서 제품을 제거합니다. 제품 표면은
마른 천으로 닦고, 액체가 제품 안으로 들어가면 분해하지 말고 구입처에 문의합니다.

4.5 사용 후 관리 및 보관방법
1) 사용 후 관리 방법
(1) 제품 관리
		 - 다리에서 제품을 제거합니다.
		 - 전극(패드)과 연결된 본체의 연결선을 제거합니다.
		 - 방수기능이 없으므로 세척 하지 않습니다. 오염되었다면 마른 천으로 닦아서 관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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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풋 센서 관리
		 - 손상된 풋 센서를 사용할 경우 올바른 자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
합니다.
		 - 풋 센서는 소모품입니다. 올바른 자극을 위해서 풋 센서 단자(연결부)나 센서 부의
손상이 있으면 반드시 풋 센서를 교체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3) 전극(패드)
		 - 손상된 전극(패드)을 사용할 경우 올바른 자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전극(패드)을 물에 씻지 마십시오.
		 - 전극(패드)이 손상(구멍, 찢어짐, 점착력 상실 등)되었을 시 교체합니다.
2) 사용 후 보관방법
- 직사광선이 비추지 않고, 습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실내장소에 보관합니다.
- 경사, 진동 및 충격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습기나 물기가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 화학약품의 보관 장소나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 보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도 : 15 ~ 35℃
- 상대습도 : 25 ~ 75% R.H.
- 대기압력범위 : 700 ~ 1060hPa
(1) 제품 보관
		 - 제품 위에 물건을 적재하지 않고, 보관 조건에 유의하여 보관합니다.
(2) 풋 센서 보관
		 - 다른 신발로 교체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신발에 그대로 두어 보관합니다.
(3) 전극(패드)
- 전극(패드)의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 후 보호지를 붙여 보관합니다.
- 전극(패드)을 너무 높은 온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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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상적인 점검

※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 구입처에 문의하거나 A/S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터리
- 충전기에는 이상이 없으나,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충전이 잘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완전히 소진할 경우 완충하는데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전극(패드)
- 전극(패드)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사용 후 교체해주어야 하는 소모품입니
다. 오랜 기간 재사용 시 자극이 약화 될 수 있으며,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 물에 씻어서 사용하는 것은 제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풋 센서
- 제품에 연결하였으나 센서 체크의 문구가 나타나지 않거나 센서 체크를 했음에도 작동
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시도합니다.
- 풋 센서를 다시 연결합니다.
- 풋 센서를 제거하고 제품의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 제품을 초기화합니다.
- 제품에 연결하였으나 화면에 보행모드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을 때 초기화를 진행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 풋 센서를 사용합니다.
- 위의 방법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입처에 A/S를 요청해야 합니다.
4) 버튼
- 버튼이 찢어지거나, 잘 눌러지지 않거나, 인식되지 않는 경우
5) 충전기
- 충전기 선이나 단자가 손상된 경우 새 충전기로 교체하여 사용합니다.
- 권장하는 충전기 규격은 ‘8.4V, 1A or 1.5A’입니다. 다른 규격의 충전기 사용이나 손상
된 충전기의 사용은 제품과 배터리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CASE(외장)
- 제품이 파손된 경우
7) 스트랩
- 스트랩의 손상(끊어짐, 찢어짐, 고정되지 않음)이 발생된 경우
※ 사용설명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경우 구입처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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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문제해결
6.1 에러 메세지 설명 1) 풋 센서 연결

풋 센서 연결부
(본체)

충전 연결부
(본체)

풋 센서 단자

충전 단자

- 충전기를 풋 센서 연결부에 억지로 결합은 가능하나, 경고음과 함께 ‘Sensor Error’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전원이 켜져 있을 때)
- 풋 센서 단자와 본체의 풋 센서 연결부가 올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경고음과 ‘Sensor
Error’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6.2 고장에 대한 설명 ※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 구입처에 문의하거나 A/S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화면이 켜지지 않을 때
- 배터리가 방전되었는지 확인하고 제품을 충전하여도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제품이 방전되는 경우 충전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집니다.
- 버튼을 눌러 소리는 나지만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전원을 끄고 다시 시도하여
도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버튼이 작동되지 않을 때
-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경우
- 버튼이 찢어지거나 들어간 경우
-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켜지지 않고 소리만 났을 때, 전원을 재시작하여도 상황이 같은
경우
3) 풋 센서를 연결했으나 보행모드로 작동되지 않을 때
- 풋 센서가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풋 센서, 단자 또는 선의 손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품의 풋 센서 연결부 손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의 사항들을 다 시행했음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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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폐기
7.1 폐기절차에 대한 안내
- 본 제품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없습니다. 또한, 본 제품은 사용자가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사용 수명이 다되었거나 폐기를 원할 시 반드시 분해하지 않
은 상태로 구입처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 이 기호는 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의미하며 가정용 폐기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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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소모품구입 및 A/S
8.1 소모품목 리스트와 구입경로
- 전극(패드)
- 풋 센서
- 연장 스트랩
※ 구입처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8.2 A/S 설명

- 구입처에 연락하여 A/S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3 품질보증서

제품에 대한 보증기한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사용설명서, 제품 라벨 등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입처에 A/S를 요청하십시오.
● 보증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한 날을 시작으로 보증기간이
1년 적용됩니다.
● 구입처는 A/S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입처는 보증기간 동안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수리하거나 교체해줄 것
인지를 당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검사를 거쳐서 제조, 유통되는 제품으로 위의 내용에 의하여
품질을 보증합니다.

- 품질보증서 모델명
제품번호
고객명
보증기간
구입처

GOSCARE SERA

40 GOSCARE SERA

제조자 : 지오에스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대구대길 333, 1211호(창업보육센터 2호관)
고객센터

TEL : 053-716-9610
FAX : 053-716-9615
Web : http://www.goscare.com
Email : goscare@goscare.com

Revision History : Oct., 20, 2020 (Rev.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