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원이 켜진 상태 >
버튼 1회 클릭 시  :  다음 정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버튼 2회 클릭 시  :  밴드 운동 모드의 시작이 가능하고, 운동 중 
                                        버튼을 long 클릭 시 운동 모드가 종료됩니다.

/ 전원 및 작동 방법 /
< 전원 >

밴드의 버튼을 약1초 이상 누르면 “ Hello ” 문구와 함께 전원이 켜집니다.ON

OFF 운동모드가 작동하지 않는 기본 화면에서 밴드의 버튼을 약 3초 이상 누르면
“Bye” 문구와 함께 전원이 꺼집니다.

/ 설정 /
홈 화면 또는 Exercise 화면의 좌측 상단의 “        ” 아이콘 클릭 시 설정 탭에 진입이 가능 합니다.

(1) 단위 ‒ 측정 데이터를 나타내는 단위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2) 알림 ‒ 밴드를 통해서 받을 알림을 사용자 편의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손목 회전 시 시계 표시 ‒ 설정 시 사용자의 손목 회전에 따라 자동으로 현재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4) 운동 시 밴드의 정보 표시 항목 ‒ 운동 모드 실행 상태에서 밴드에 표시할 항목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운동 시간, 심박수는 설정에 관계 없이 항상 표시됩니다.)

[ Urban S Plus 지원 ] 밴드 화면 보기 ‒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화면을 가로 또는 세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URBAN Mode /
매일 수면지수, 회복량,  컨디션을 자동으로 확인 합니다.

걸음 수, 칼로리 소모량 등의 활동량 및 심박 수, 수면 시간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며, 이를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걸음 수와 심박 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달성 시 알람으로 
확인 가능 합니다. 이 외에도 걸음 수 이하의 각 목록을 
터치하여 시간, 일간, 주간, 월간의 상세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걷기, 달리기, 등산, 자전거 모드를 지원하며
각 모드마다 다양한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각 운동 시 걸음 수, 거리, 속도, 운동시간, 심박 수, 
고도 등의 정보를 축적하여 이를 통계화 합니다.

스마트폰의 GPS 통하여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SNS로 운동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운동 기록또한 저장되며,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 EXERCISE Mode /

/ 알람 설정 /
알람을 설정하면 설정 된 시간에 맞춰서 진동 및 문구로 알려줍니다.
( 국문 설정 시 : 알람 설정 시간입니다 / 국문 외 설정 시 : Alarm Time )

*URBAN S Plus 전용 지원

*URBAN S Plus 전용 지원/ 스케줄 알림 설정 /
Google 또는 캘린더에 작성 된 일정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User가 알림을 허용했을 경우
해당 일자의 일정 알림을 밴드를 통해 표시해 줍니다.

심박, 고도를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각 측정치는 일정 횟수까지 
통계로 저장됩니다
( 최대 30회 ).

* 세부측정 방법은 상세 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 실시간 측정 /

/ 앱 다운로드 및 시작하기 /

스마트폰에 URBAN Fit 앱을 설치합니다. Android의 Play Store
나 IOS APP Store에서 URBAN Fit을 검색해 주세요.

회원가입하기

APP 다운로드  하기

정보를 입력하신 뒤 확인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

BAND 선택하기
초기 화면에서 사용할 URBAN S , S Plus/Cash 를
선택해 주세요.

/ 블루투스 연결하기 /
먼저 휴대폰의 블루투스를 켜고 URBAN S , S Plus/Cash
의 전원을 켜주세요. 밴드의 버튼을 연속으로 3회 누르시면
고유 번호 네 자리가 표시됩니다.

이 후, URBAN Fit의 밴드 연결하기 화면에서 나타난 기기
목록에서 맨 끝 표시 된 네 자리가 일치하는 밴드를 선택해
주세요.
Ex) 밴드에서  “F051”이 맨 뒤에 표시 될 경우,
Android : 맨 뒤 네자리가 “F0:51”로 표시되는 제품 선택
iOS : “URBAN-S-F051”로 표시되는 제품 선택

배터리 충전
크래들을 본체의 후면 단자에 부착하고, 휴대용 충전 5Pin 어댑터와 연결합니다.
충전 단자는 전면에 자성이 있어서 가까이 위치 시 부착됩니다.
(버튼과 충전 크래들 연결 부는 같은 방향입니다. *하단 그림의       참조 )
배터리가 화면상에 표시되는지 확인 해 주세요. 표시가 안 될 경우 크래들을
반대로하여 시도해 주세요.

/ 배터리 충전 /

/ 구성품 /

충전 크래들 

밴드 본체

심박 센서

충전 단자

버튼

URBAN S (PWB-200) / URBAN S Plus (PWB-250) / URBAN Cash(PWB-260)

/ 보관 및 관리 방법 /
·제품의 안쪽 센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항상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해 주세요.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먼지나 오염 물질이 없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진동 등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 주세요.   

상     호     명

기자재의�명칭

제     조     자

제조�국가 / 제조년월

인증�번호

정격

사용�주파수�범위

사용�온도

(주)파트론

특정소출력�무선기기 (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무선기기 )

(주)파트론

중국 / 별도�표기

MSIP-CRM-Ptr-PWB-200
MSIP-CRM-Ptr-PWB-250
R-CRM-Ptr-PWB-260

DC 5.0V      0.11A(Battery voltage: 3.7V)

2402MHz ~ 2480MHz

-10℃ ~ 50℃

충전 케이블

사용자메뉴얼

URBAN S
URBAN S Plus / Cash

* SAMSUNG -HEALTH 와 호환가능 (URBAN S Plus 제품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Ver 1.2

※ URBANCash(PWB-260)와 URBAN S+(PWB-250) 제품은 
       APP과 연동시 모델명 URBAN S+로 통합관리 됩니다.



/  제품 보증 안내 /

 

/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1. 본체를 분해, 개조하지 마십시오.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2. 고온 또는 저온에서 사용 및 보관하지 마십시오.

3. 습기가 많은 장소나 휘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화기 근처에 사용 및 보관하지 마십시오.

4. 차량용 충전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반 승용차까지 허용이 됩니다. 1톤 이상의 화물차량에서는 고출력으로 
     제품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5. 다수의 App을 동시에 사용 시 모바일 운영체제 하에서는 App이 자동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Bluetooth 연결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6. 밴드에 유색컬러 화장품(ex-썬크림, BB크림, 여성용 색조화장품)에 오염 되었을 경우  물티슈 등을
     이용하여 즉시 세척해야 합니다. 장시간(30분)이상 오염을 방치할 경우 얼룩이 지워지지 않을 수 있고
     세척액등을 이용하여 세척해야 합니다.  

7. URBAN Fit 어플리케이션은 고도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하여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3G, 4G로 접속 시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충전 단자부 청소 미흡으로 부식 및 천공이 발생 시 교환 및 반품이 안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9. URBAN S/ URBAN S Plus의 심박 측정 기능은 신체 단련 및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질병이나 기타 상태의 진단 또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URBAN S / Urban S Plus 스마트 밴드는 일정 수준의 방수기능을 지원하나, 
       특수 사항 (수영, 잠영 및 잠수) 에서의 완벽한 방수기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의 고장에 대해 제조사 및 판매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충전 케이블에 연결된 충전 크래들의 단자가 금속물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품     명

구     입     일

구     입     처

모     델     명

무상보증기간

방송통신기자재 사용자 안내문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URBAN S / URBAN S Plus / URBAN Cash

PWB - 200 / PWB - 250 / PWB - 260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배터리 보증기간은 6개월)

년 월 일

연결방법

1. SAMSUNG Health APP 우측상단 메뉴를 클릭.

2. 액세서리 화면으로 이동.

3. 하단의 액세서리 찾기를 클릭하여 주변 디바이스 
    찾기 창에서 자신의 URBAN S+ 를 클릭
    (URBAN S+ 밴드 의 버튼을 연속 3번 클릭 후 
      BLE : 0000 으로 뜨는 숫자 를 확인 ) 

4. BAND의 PIN CODE를 확인 후 입력합니다.
    (URBAN S+ 밴드 의 버튼을 연속 3번 클릭 후 
      PIN CODE : 000000 으로 뜨는 숫자 를 확인) 

*  SAMSUNG Health 연동 버전은 5.14 입니다.

걸음 수 수치 SAMSUNG Health 표시 방법 

1. 메인화면 걸음수 기능을 클릭후 중간의 휴대전화 를 

    URBAN S+ 로 변경 하면 밴드에서 측정된 걸음 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표시 기기를 밴드로 변경 시 걸음 수 및 운동 거리 

    칼로리 소모량 을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SAMSUNG Health 운동 정보 싱크 방법

1. 운동 종료 후 SAMSUNG Health APP 을 아래로 

    당겼다 놓으면 새로고침이 되며 운동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2. 실시간 운동기록 은 SAMSUNG Health APP에서는 

    운동 중엔 확인이 안되며 운동 종료 이후에 싱크 가능함.

   (운동 기록 확인 은 URBAN Fit APP 에서 확인 가능)

 

이용가능 사항

메인화면 하단에 항목관리를 통해 걸음 수 외 추가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후 수면, 심박 수, 걷기, 달리기, 자전거, 하이킹 기능이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달리기, 자전거, 하이킹은 URBAN Fit APP에서 실행 후 가능)

추가사항 
1. 심박 수는 15분 주기로 측정데이터가 저장되며, 밴드에서 수동으로 측정한 

    데이터도 저장 및 관리 가능합니다. 

2. URBAN Fit APP 과 동시 사용이 가능하며, 초기 연결 시 SAMSUNG Health APP을 

    먼저 연결 후, URBAN Fit APP 을 연결해야 합니다.

3. "이미 URBAN Fit APP에 기기를 연동한 경우, URBAN Fit APP에서 

      기기 연동을 해제 후, 삼성 헬스에서 먼저 등록 하세요"

* 삼성 헬스 내에서는 액세서리 리스트 진입하여 pairing 가능합니다. 

※ URBANCash(PWB-260)와 URBAN S+(PWB-250) 제품은 
       APP과 연동시 모델명 URBAN S+로 통합관리 됩니다.

Cashbee 카드 기능은 URBAN Cash (PWB-260) 모델만 사용가능합니다.

캐시비 고객지원 센터 : 1644-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