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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료기기 사용 전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사용방법에 맞게 사용하세요.



/ 제품 소개 /

사용목적
본 제품은 인체 (이마, 귀밑 등)에서 발생하는 적외선 방사에너지를 

센서를 통해 수집하여 체온 측정 및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이며,  비접촉 방식으로 제품 상부에 내장된 센서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으로부터 3c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후 

측정에 사용합니다.

*APP
- Android play store, iOS APP store에서 파트론 

‘URBAN FIT’ 앱을 설치 후 연동하여 체온 정보 및 기타 

운동정보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pp Store나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공인된 어플을 

사용하세요. (iOS의 경우, 임의로 개조된 환경에서 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 제품구성 - 모양 및 구조 /

1-1. TFT display(1.3inch )
1.    본체(1개)

1-5. 심박센서

1-2. 온도 감지부

1-4. 충전단자
1-3. 사이드 버튼

2. 충전 크래들 (1개)
3. 충전 케이블 (1개)
4. 간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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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충전 방법 /

/ WE-TEMP BAND 착용 /

- 충전 크래들에 밴드 본체를 방향에 맞추어 결합합니다.
( 충 전  크 래 들 의  방 향 이  맞 지  않 을  경 우  충 전 이  되 지 
않습니다.)

- 적절한 KC 인증 전원 어댑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DC5V / 0.2A)

- 제품은 손목뼈를 피해 팔꿈치 쪽으로 올려 손목에 꼭 맞게 
밀착하여 착용해야 심박수가 정확히 측정됩니다.

STEP 2

USB-C

STEP 1

STEP 3



/ 전원 켜기 및 종료하기 /

/ 화면 조작 방법 /

- 제품 측면의 사이드 버튼을 1회 클릭하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이 켜지면 시계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시간 및 날짜 정보는 APP 과 연결되어야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미연동 시 시계 및 날짜는 초기화됨.
- 5초 동안 기기 조작이 없을 시 자동 전원 차단됩니다.
(체온 모드 시)

- 제품의 사이드 버튼을 3초 이상 누름 -> 종료 팝업 표시
-> 종료 선택

- 화면 상,하,좌,우 슬라이드
(화면을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슬라이드 
하여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음)

- 화면 순서
(시계   체온 측정   심박 측정   운동기능     
호흡   음악   메시지   운동 기록   설정 )

STEP 1 STEP 2

1회 클릭



/ 체온 측정 방법 / (체온 측정 기능은 의료기기 기능 입니다.)

STEP 1 STEP 2

- 시계 화면에서 화면을 좌측 방향으로 슬라이드 하면 체온 측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 체온 측정 화면을 터치한 뒤 ‘측정 시작’ 버튼을 터치하면 
체온 측정이 시작됩니다.

- ‘측정 시작’ 버튼을 터치 후 진동이 울리면 체온계를 피부에 
닿지 않도록 3cm 거리를 두고 눈썹 위 이마 중앙에 위치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화면 터치

측정시작 버튼 터치

STEP 3 STEP 4



- ‘측정 시작’ 버튼을 누르면 준비, 3,2,1 이 순차적으로 
표시되며 측정을 시작합니다.
- 측정이 완료되면 진동이 울리며 측정된 체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측정된 온도가 42도 이상일 경우 HIGH, 32도 이하일 경우 

LOW로 표시됩니다. 

- ‘확인’ 버튼을 누르면 체온 측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2℃ ↑ 32℃ ↓

STEP 5 STEP 6 STEP 7



*체온 측정 위치를 확인 후 측정을 시작하세요. 

- 체온계는 피부에 닿지 않게 3cm 이내의 거리를 두고 이마 
중앙이나 관자놀이 쪽 부위를 측정합니다.

- 관자놀이 또는 눈썹 위가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거나 측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귀 뒤쪽을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 좌, 우측 관자놀이 부위의 체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항상 높은 쪽을 기준으로
  측정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온도 단위 변경하기 /
섭씨 화씨

- 체온 단위 변경 부분의 버튼을 누르면 섭씨에서 화씨로 
변경됩니다.



ERR 01 ERR 02

상태

실내 온도가 작동온도 
범위인 15℃ ~ 40℃를 
벗어난 경우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모든 기기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해결
방법

- 사용 가능한 주변 온도 
환경에서 30분 이상 
체온계를 두었다가
측정합니다.

- 이후에도 동일한 
표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A/S를 의뢰합니다.    

- 사이드 버튼을 8초간
눌러 기기를 리셋 후 
다시 측정을 시도합니다.

- 이후에도 동일한 표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A/S를 의뢰합니다.

/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 /



        체온 측정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 측정 대상자는 실내에서 최소 30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2. 측정 전 센서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있는 경우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거나 재측정 표시가 
발생합니다.)

3. 측정 거리는 3cm 정도 피부에서 떨어진 상태로 측정하시길 
권장 드리며, 측정 완료 후 진동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체온계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움직일 경우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거나 재측정 표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체온 측정 위치나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측정값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5. 측정 대상자는 체온을 측정하면서 음료수 및 음식을 먹거나, 
신체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6. 체온 측정 시 측정 부위에 이물(먼지, 땀, 머리카락 등)을 
제거한 뒤 측정해 주셔야 합니다.

7. 유아 및 소아의 경우 체온 측정 시 거부반응으로 몸부림을 칠 
경우 피부와 센서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불가하오니 진정된 후 측정해 주세요.

8. 운동, 목욕, 외출 후에는 30분 정도 경과 후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이마의 각 부위별로 체온이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동일한 부위에서 측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0. 눈썹 위 미간 사이의 이마에서 측정하여 주십시오. 이마의 
위치에 따라 온도 분포가 다를 수 있습니다.

1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3회 이상 반복하여 측정하십시오.
- 생후 90일 이내의 유아
- 3세 미만의 유아로 체온이 평균 체온 범위를 벗어난 측정값이 
표시되었을 경우

- 제품을 처음 사용하거나, 유사제품의 사용 경험이 없는 경우



        체온계 사용시 주의사항

본 체온계는 일반  가정용 ‘의료기기’로서 안전한 사용과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 제품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과 
사후관리를 위해 사용 전 매뉴얼을 숙지한 뒤 사용하시기 
바라며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의 
경우 서비스(AS)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이용한 체온 측정은 전문의 또는 소아과 의사의 
진료 또는 상담을 대신할 수 없으며 측정된 체온 값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나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 제품은 일반 가정용 의료기기로 별도의 특수기술, 훈련을 
요구하지 않으나 문자 및 그림을 이해하고 사용설명서를 
이해할 수준(11세 이상)의 지식을 요구합니다. 

 2. 고에너지 고주파 발생 기기와 인접해서 사용하는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해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사용을 피해 주십시오.

3. 본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영향에 의해 다른 기기가 
오동작할 수 있으며, 다른 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적 
영향에 의해 본 기기가 오동작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기와 
인접해서 사용하는 것을  피해주십시오.

4. 제품을 입안에 넣고 체온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5. 본 제품을 반드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6. 본 제품은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니 사용 시 

유의해 주십시오.
7.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고객센터(1644-4068) 

로 연락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PWB-600T를 다른 전자기기와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거나 쌓아 놓고 사용하면 전자기 호환성에 문제가 생겨 
작동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 PWB-600T의 제조업자가 규정하거나 제공한 것이 
아닌 부속품, 변환기 및 케이블을 사용하면 전자파 방사가 
증가하거나 이 기기의 전자기 내성이 감소하여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 (안테나 케이블 및 외부 안테나와 같은 주변 장치를 
포함하여) 휴대용 RF 통신 기기는 제조업자가 규정한 케이블을 
포함하여 PWB-600T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30cm(12인치) 
거리 내에서 사용하면 기기의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주의사항
다른 전자기기가 연결된 네트워크에 PWB-600T를 연결 시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이 보장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식별, 분석,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용 중 
IT-NETWORK가 변경되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T-NETWORK의 변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IT-NETWORK 구성의 변경
2. IT-NETWORK 구성에 추가 품목 연결
3. IT-NETWORK에서 품목 분리
4. IT-NETWORK에 연결된 장비 업데이트
5. IT-NETWORK에 연결된 장비 업그레이드



스마트 밴드 기능 사용 전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사용하세요.

WE-TEMP BAND (PWB-600T) 제품의 체온 측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 밴드 기능 (심박측정, 운동 확인 등)은
의료기기 기능이 아닙니다.

방송 통신기자재 사용자 안내문
해당 무신 설비는 운용 중 전파 혼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 시계화면  /
- 밴드의 시계 화면은 4가지 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시계 
화면에는 배터리 / 심박수 / 걸음 수 / 날씨 / BT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 타입별 화면구성 상이)

배터리 상태 표시

워터락 활성화

블루투스 연결됨

블루투스 연결끊김



- 시계 화면 상단을 아래로 슬라이드 하면 밴드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스냅 화면이 나타납니다.

- 스냅 화면에서 알림 수신 / 절전모드 / 스트레칭 알림 / 
워터락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 심박측정  /

/ 스냅 기능 설정 /

- 심박 측정 화면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심박 측정이 시작됩니다.
심박 측정은 약 30~40초간 측정되며 측정이 완료되면 진동과 
함께 심박수가 표시됩니다.

- 밴드를 느슨하게 착용하거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심박측정이 
불가하며 재측정 팝업이 나타납니다.
(시계 타입별 화면구성 상이)

슬라이드

화면터치



- 운동하기 화면에서 운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 걷기 / 하이킹 / 줄넘기 / 스쿼트 / 런지 / 플랭크 / 일립티컬)

- 운동 모드를 선택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운동 정보 
화면이 나타납니다.

- 운동 정보 화면 하단의 운동 종료 버튼을 누르면 운동이 종료됩니다.

/ 자동 운동 모드  /

/ 운동하기 /

- 걷기 및 달리기의 경우 별도의 설정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운동 모드에 진입합니다. 
(여성 1분간 100보(5분 유지), 남성 1분간 95보(5분 유지) 걸음수가 
감지될 경우)

- 자동운동 모드 실행 중 운동 모드를 선택하여 운동할 경우 
자동운동 모드는 종료됩니다.

* 자동운동 모드가 감지되어 측정될 경우 밴드 메인화면에 누적된 
데이터는 APP에서 확인 가능 (운동 종료 후 지난 운동 기록 
보기에서 확인) 

화면터치

운동 모드 화면

스냅화면

운동 정보 화면

자동운동 모드가 실행될 경우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호흡하기 화면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호흡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초마다 진동이 울리며 호흡을 안내하고  안내에 
맞추어 심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확인  /

/ 호흡하기 /

- 메시지 화면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는 SNS/ SMS / APP PUSH 알림 등을 수신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 수신된 메시지는 최대 5개까지만 표시됩니다.
(오래된 메시지 순으로 자동 삭제되며 최신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화면터치

화면터치

호흡 시간 선택 화면 호흡 안내 화면

메시지 삭제 가능



- 음악 화면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밴드와 연결된 단말기의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음악 재생은 운동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밴드와 연결된 
단말기가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PP에 밴드 연결 후 최초 음악 실행 시 뮤직 플레이어를 
활성화해주셔야 음악이 정상 재생됩니다.
(APP 실행 → 음악 듣기 클릭 → 뮤직 플레이어 활성화 → 
원하는 미디어 앱 선택)

- 음악 재생은 운동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운동 모드 
하단의 음악 시작을 누르면 운동 중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음악 재생 기능은 밴드와 연결된 단말기가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음악재생 /

/ 음악재생 /

화면터치

슬라이드



/ 설정 /

- 설정화면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세부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 세부 설정 화면에서
(워치 페이스 변경 / 화면 밝기 조절 / 손목 올려 켜기 / 밴드 초기화)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설정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화면을 슬라이드 하면 세부 
설정 추가 화면이 나타납니다. 

- 세부 설정 화면에서 밴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밴드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터치

화면터치



/ APP 연결 하기 /
(스마트폰과 연결은 반드시 전용 APP을 사용해야 합니다.)

* 최초 사용 시 Urban fit APP 과 연결 후 사용해 주세요.
1. 안드로이드 Play store, iOS APP store에서 Urban fit 을 

검색하여 설치해 주세요.
2. APP 실행 후 이용약관을 동의한 뒤 프로필을 설정합니다.
3. 프로필 설정이 끝나면  APP에서 밴드 찾기를 누릅니다.
4. 밴드가 검색 되면 Urban HR 밴드의 화면에 PIN 번호가 

나타납니다.
5. APP에 밴드의 PIN 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면 APP과 

연결됩니다. 



/ APP 기능 /
(스마트폰과 연결은 반드시 전용 APP을 사용해야 합니다.)
1. 기록 확인
     APP 실행 시 기록 확인 모드로 연결됩니다.

밴드와 APP이 연결된 후 심박, 운동, 체온 등의 기록은 AP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밴드와 APP이 연결되지 않으면 APP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운동 모드
기록 확인 모드에서 왼쪽으로 스크롤 시 운동 모드로 
이동합니다.

밴드와 APP이 연결된 상태에서 걷기, 달리기, 하이킹, 자전거 
운동을 실행할 수 있으며 줄넘기, 스쿼트, 런지, 플랭크, 
일립티컬 운동은 운동 자세 가이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운동의 경우 APP에서만 실행 및 운동 기록 확인 가능 



3. 설정
왼쪽 상단  (         ) 메뉴 선택 시 메인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① 단위 설정 : 운동 기록의 단위 설정이 가능합니다. 
② 알림 설정 : 전화, 문자, SNS, 스케줄 알림, 심박수를 자신이 

받고 싶은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OS는 App 알림 -> SNS(카카오톡) 알림 제공"
③ 자동운동 모드 설정 : 자동운동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주기 설정 : 일반 심박 측정, 운동 시 심박 측정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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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2. 습기가 많은 장소나 휘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화기 근처에 

사용 및 보관하지 마십시오.
3. 차량용 충전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반 승용차까지 허용이 

됩니다.
4. 다수의 APP 을 동시에 사용 시 모바일 운영체제하에서는 

APP이 자동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Bluetooth 
연결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5. ‘Urban fit’ 애플리케이션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하여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3G, 
4G로 접속 시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본 제품의 심박 측정 기능은 신체 단련 및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질병이나 기타 상태의 진단 또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7. 본 제품은 일정 수준의 방수 기능을 지원 하나, 특수사항
(수영, 잠영 및 잠수)에서의 완벽한 방수 기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의 고장에 대해 제조사 및 
판매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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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관리 방법 /

/ 유지 보수 및 관리 /

1. 고온이나 저온에서 사용 및 보관하지 마십시오.
2.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오염 물질이 

없는 곳에서 보관해 주세요.
3. 유색 컬러 화장품(ex, 선크림 등 여성용 색조 화장품)에 

오염되었을 경우 물티슈 등을 이용하여 즉시 닦아 주셔야 
합니다. 장시간(30분) 이상 오염을 방치할 경우 얼룩이 
지워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어 사용 바랍니다.

4. 제품이 떨어지거나 충격을 받으면 방수 및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5.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발열 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건조하지 마세요.

6. 온도센서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항상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해 주세요.

7. 체온 측정 시 상온이 아닌 곳에서 사용 중이었다면 사용 전 
30분가량 상온에 비치한 후 사용해 주세요.

8. 센서와 본체 오염 시에 에틸알코올 70% 희석액을 묻힌 
면봉이나 알코올 솜으로 조심히 닦아줍니다. (센서를 닦은 
후 약 10분 뒤 사용 권장)

1. 다수의 앱 또는 여러 기능을 동시에 사용 시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될 수 있으며, 데이터 전송 중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항상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 후 사용해 
주세요.

2. 밴드를 충전 후에도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동작이 되지 않을 
경우 고객 상담실(1644-4068)로 문의를 주거나 A/S를 의뢰해 
주세요.



/ 품질 보증 기준 /
1. 본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무상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 유상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구매자에 한하여 제품이 보증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라벨이 제거되거나 제품에 대한 물리적 변경 또는

승인되지 않은 제3자에 의해 수리되는 경우 보증은 
무효화됩니다.

5. 제품의 규격 및 외관은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충전 단자부 청소는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부식 및 천공이 발생할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7. 스마트 밴드는 일정 수준의 방수(IPX8)를 지원하나 그 외 
침수로 인한 제품 손상의 경우 유상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방수등급 안내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이 제품은 생활방수를 지원하나 정상적인 방수 기능 동작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주의하시어 사용 바랍니다.

-  수압이 센 물에 제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잠수, 다이빙, 스노클링 및 유속과 압력이 가해지는 

수상스포츠 등을 할 때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기기나 손이 물기가 있는 상태라면 기기 조작 전에 충분히 

말린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이 깨끗한 물이 아닌 액체 (소금물, 비눗물, 오일, 향수, 

세정제, 화장품 등)에 노출된 경우 수압이 약한 깨끗한 물에 
씻어낸 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완전히 말린 뒤 사용해 
주세요. 

* 이 제품은 통제된 환경에서 테스트 되었으며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서 방수를 지원합니다.



유형
보상내역

품질보증기간이 내 품질보증기간 이후

1.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 중 발
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 시

제품 교환 or
무상수리 or

환불 (구매사이트)
해당없음

2. 파트론 서비스
엔지니어를 통해 수리 
후 동일 증상이 3회 
이상 발생 시

제품 교환 or
무상수리

유상수리

3. 사용자의 사용 미숙 
및 부주의 (침수,충격,
파손,무리한 작동 등)
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유상수리 유상수리

4. 사용자의 임의 개조, 
분해, 수리로 인해 고
장 발생 시

유상수리 유상수리

5. 파트론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모품 및 옵션 
품 사용으로 고장 발
생 시 (보호필름, 스트
랩 등)

유상수리 유상수리

6. 천재지변 (화재, 지진, 
품수해, 해일 등)으로 
고장의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 제품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보상판매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제품 폐기 /

/ 운반 및 저장조건 / / 동작 조건 /

본 제품은 별도의 인체에 유해한 잔류물 등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일반적인 전자제품의 폐기 절차에 따라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온도 : -25℃ ~ 55℃
- 습도 : 15% RH ~ 90% RH
- 기압 : 70.0 KPa ~ 106.0 KPa

- 온도 : 15℃ ~ 40℃
- 습도 : 15% RH ~ 90% RH
- 기압 : 70.0 KPa ~ 106.0 KPa

사용 설명을
따르시오

동작 온도 범위

동작 습도 범위

건조하게
유지하시오   

주의! 지침 참고   

R-C-Ptr-PWB-600T
방송 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표시

동작 대기압 범위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B형 장치

재활용



/ 제품 사양 /

제 품 명 WE - TEMP BAND 

품 목 명 피부 적외선 체온계 

모 델 명 PWB-600T

품목인증번호 제인 21-4107

제 조 자 (주)파트론

사 용 목 적 이 기기는 의료기기로서 신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

측정온도범위
구분 온도범위

체온측정 32℃ ~ 42℃

배 터 리 DC 3.7V 140mAh, Lithium polymer rechargeable

측 정 시 간 5초 이내

측 정 방 법 Thermopile 센서에 의한 피부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측정

표 시 방 법 1.3inch TFT display

기 기 의 분 류
및 방 수 등 급 연속가동, IPX8

최소눈금단위 0.1

호 환 성 Android 5.0 이상 / iOS 10.0 이상

센 서 체온,심박, 6축 가속도



정 확 도

체온 측정

• 32℃ ~ 36℃ 미만 : ± 0.3℃
• 36℃ ~ 39℃ : ± 0.2℃

• 39℃ 초과 ~ 42℃ : ± 0.3℃

자 동 전 원 차 단 5초 이후 자동전원차단

치        수  36.23 x 43 x 12.25mm (스트랩 미포함)

무        게 36.5g (스트랩 포함)

동 작 환 경 범 위 15℃ ~ 40℃ (체온 측정모드)

전 원 어 댑 터
정 격 전 원 DC5V / 0.2A

제 품 수 명 3년

정 격 전 원 전 압
정격에 대한 보호형식 내부 전원형 기기

정격에 대한 보호정도 B형 기기

블 루 투 스 사 양 BLE 5.1

소 프 트 웨 어 PWB-600T

제 조 번 호 & 
제 조 년 월 제품 박스에 라벨로 표시

전송데이터(체온/운동정보)

Device APP GUI
DATA 위치DATA

DATA 위치DATA



/ 제품보증안내 /

제 품 명

PWB-600T

WE - TEMP BAND

년               월              일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배터리 보증기간은 6개월)

모 델 명

구 입 처

구 입 일

무 상 보 증 기 간

본 제품은 자사의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제품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보상기준은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릅니다.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사 서비스 
센터에서 보증 기간 동안 무상 수리해 드립니다.

- 보증기간 중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델명, 제조번호, 
구입일자, 고장 사항을 자사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 올바르지 않은 사용이나, 제품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품 불량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어떤 파손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자 
또는 대리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User Manual
[English]

PWB-600T
Non contact infrared thermometer

Before using your thermometer, you should read and 
understand all instructions and follow all warnings.

Written on : 2020 - 10

There is a possibility
of  radio confusion during

operation of the corresponding
wireless system.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



/ Product introduction /

purpose of use
This product is a portable measuring device that can 

measure body temperature and manage information by 

collecting infrared radiation energy generated from the 

human body (forehead, under the ears, etc.) through a 

sensor. It is used for measurement after being located 

*APP
- After installing the'URBAN FIT' app of Partron in the 

Android Play Store and iOS App Store, you can check 

body temperature information and other exercise 

information by linking with the app.

- Use an approved app downloaded from the App 

Store or Play Store. (For iOS, do not use the device in a 

randomly modified environment.)



/ Product Composition /

1-1. TFT display(1.3inch )
1.    Body

1-5. Heart rate sensor

1-2. Temperature
sensing unit

1-4. Charging terminal
1-3. Side button

2. Charging Cradle
3. Charging cable
4. User Manual

1

1-1 1-2

1-3

1-4

1-5

2 3 4



/ How to charge the battery /

/ How to wear WE-TEMP BAND /

- Attach the band body to the charging cradle according 
to the direction. (If the direction of the charging cradle 
is not correct, charging will not work.)

- Appropriate KC certified power adapter must be used.
(DC5V / 0.2A)

- The product should be placed on the elbow side, 
avoiding the wrist bone, and fitted snugly on the wrist to 
measure the heart rate accurately.

STEP 2

USB-C

STEP 1

STEP 3



- Screen top, bottom, left, right slide
(You can freely slide the screen up, 
down, left and right to select the 
desired function)

- Screen order
(Watch    Body temperature
Heart rate    Workout    Breath    Music 
Message    Record    Setting )

- Click the side button on the side of the product once 
to turn on the power. When the power is turned on, it 
switches to the clock face.
(Time and date information is automatically updated 
only when connected to the APP.)

  * If not linked, the clock and date will be reset.
- If there is no operation for 5 seconds, the power is 
automatically turned off. (In body temperature mode)
- Press the side button of the product for more than 3 
seconds -> Display the power off pop-up -> Touch "OK"

/ Turning the power on and off /

/ How to operate the screen /

STEP 1 STEP 2

1 click



/ How to measure body temperature /
(The body temperature measurement function is
  a medical device function.)

STEP 1 STEP 2

- When you slide the screen to the left on the watch face, 
the body temperature measurement screen appears.

- After touching the body temperature measurement 
screen, touch the 'Start Measurement' button to start 
body temperature measurement.

- If the vibration sounds after touching the'Start 
Measurement' button, the thermometer must be placed 
in the center of the forehead above the eyebrows at a 
distance of 3cm so that it does not touch the skin for 
accurate measurement.

Touch

Touch the start button

STEP 3 STEP 4



- If you press the'Measurement' button, Ready, 3, 2, and 1 
are displayed in sequence, and the measurement starts.

- When the measurement is completed, a vibration 
sounds and the measured body temperature is 
displayed on the screen.

*If the measured temperature is higher than 42°C, it is 
displayed as HIGH, and if it is below 32°C, it is displayed 
as LOW.

- Press the'OK' button to return to the body 
temperature measurement screen.

42℃ ↑ 32℃ ↓

STEP 5 STEP 6 STEP 7



*Check the temperature measurement location 
and start the measurement.

- The thermometer measures the center of the forehead 
or the temple side with a distance of less than 3cm so 
that it does not touch the skin.

- If the temple or the top of the eyebrows is covered with 
hair, or if it is unavoidable to measure it, measure the 
back of the ear.

- The temperature of the left and right temples may be 
different. It is recommended to always measure with 
the higher side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method 
in the user manual.



/ Changing the temperature unit /
Celsius Fahrenheit

- If you press the button in the body temperature unit 
change part, it changes from Celsius to Fahrenheit.



ERR 01 ERR 02

condi-
tion

This message is 
displayed when the 
room temperature is 
outside the operating 
temperature range of 
15°C to 40°C.

This message is 
displayed when any 
mechanical error 
occurs.

Resolu-
tion

- Wait for at least 
30 minutes before 
measuring the 
thermometer in an 
available ambient 
temperature 
environment.

- If the same indication 
appears afterwards, 
ask for A/S.

- Press the side 
button for 8 seconds 
to reset the device 
and then try to 
measure again.

-If the same 
indication appears 
afterwards, request 
A/S.

/ What to do when an abnormality occurs /



Before use,
check the following before use.

Excluding the body temperature measurement part of the 
WE-TEMP BAND (PWB-600T) product, the other smart band 
functions (heart rate measurement, exercise check, etc.) 
are not medical device functions.

Broadcasting Communication Equipment User's Guide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of radio wave interference 
during operation of the radio equipment, services 
related to human safety are not available.

/ Watch display  /
- The watch face of the band can be changed in 4 styles, 
and the watch On the screen, you can check the battery / 
heart rate / step count / weather / BT connection status. 
(Different screen composition by clock type)

battery

Water lock

Bluetooth 
connection

Bluetooth 
disconnection



- Sliding down the top of the watch screen brings up the 
snap screen where you can set the function of the band.

- You can turn on/off notification reception / power 
saving mode / stretching notification / water lock on the 
snap screen.

/ Heart rate measurement  /

/ Snap function setting /

- Heart rate measurement starts when you touch the
screen on the heart rate measurement screen. Heart rate 
measurement is measured for about 30 to 40 seconds, 
and when the measurement is completed, the heart rate 
is displayed along with vibration.

-If the band is loosely worn or there is movement, heart 
rate measurement is not possible and a re-measurement 
pop-up appears. (Different screen composition by clock 
type)

slide

Touch



- You can select an exercise mode on the exercise screen. 
(Running/Walking/Hiking/Jumping Rope/Squat/Lunge/Plank/Elliptical) 
- When you select the exercise mode, the countdown starts and the 
exercise information screen appears. 
- If you press the end exercise button at the bottom of the exercise 
information screen, the exercise ends.

/ Auto workout mode  /

/ Workout /

- In the case of walking and running, it automatically enters the 
exercise mode by detecting movemen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ithout any additional settings.(If the number of steps detected is 
100 steps for 1 minute for women (5 minutes maintenance), 95 steps 
for 1 minute for men (5 minutes maintenance))

- When exercising by selecting the exercise mode while running the 
automatic exercise mode the automatic exercise mode ends.

* When the automatic exercise mode is detected and measured, 
the accumulated data on the main screen of the band can be 
checked in the APP (check in the past exercise history view after 
the exercise ends)

Touch

Workout

Snap screen

info

Show icon on launch



- You can select the breathing time by touching the screen. It 
vibrates every 5 seconds to guide your breathing, and you can 
take a deep breath by following the guide.

/ Message  /

/ Breath /

- On the message screen, you can check the received 
  message by touching the screen. 
- The messages are displayed in the order of receiving 
  SNS/ SMS / APP PUSH notifications. 
- Only up to 5 received messages are displayed. 
  (The old messages are automatically deleted, and the 
   latest messages are saved.)

Touch

Touch

Time selection 
screen

Breathing 
guidance screen

Delete 
message



- When you touch the screen on the music screen, you 
can play music from the terminal connected to the band.

- Music playback can also be used in exercise mode and 
cannot be used if there is no terminal connected to the band.
- After connecting the band to the APP, the music player
must be activated when the music is played for the first time 
in order to play the music normally. (Run APP → Click Music 
→ Activate Music Player → select the desired media app)

- Music playback is also available in exercise mode, and you 
can play music during exercise by tapping Start Music at 
the bottom of the exercise mode.

- All music playback functions cannot be used if there is no 
terminal connected to the band.

/ Music /

/ Play music /

Touch

slide



/ Settings /

- If you touch the screen in the setting screen, the 
detailed setting screen appears.

- On the detailed setting screen. You can set (Change
Watch Face / Adjust Screen Brightness / Raise Wrist / 
Reset Band).

- If you slide the screen from the bottom up on the 
detailed setting screen, the add detailed setting screen 
appears.

- You can reset the band by pressing the band reset 
button on the detailed setting screen.

slide Touch

Touch



/ APP connection /
(To connect with a smartphone, you must use a 
dedicated APP.)

* When using it for the first time, please use it after
connecting it to the Urban Fit APP.

1. Search and install Urban Fit in the Android Play store or 
iOS APP store.

2. After running the APP, agree to the terms of use and set 
up a profile.

3. When you have finished setting up your profile, tap Find 
Band in APP.

4. When the band is found, the PIN number will appear on 
the Urban HR band's screen.

5. Enter the PIN number of the band in the APP and press 
OK to connect to the APP.



/ APP function /
(You must use a dedicated APP for connection with a 
smartphone.)

1. Record check
When running the APP, it is connected to the record check 
mode.

After the band and the APP are connected, the recording 
of heart rate, exercise, body temperature, etc. can 
be checked in the APP. If the band and APP are not 
connected, the APP cannot check the record.



2. Workout mode
Scrolling left in record check mode moves to exercise 
mode.

With the band and the app connected, you can do 
walking, running, hiking, and cycling workouts, and you'll 
get a workout posture guide for jump rope, squat, lunge, 
plank, elliptical workouts. 
* In the case of cycling, you can check your running and 
exercise records only in the app. 



3. Settings 
    When selecting the upper left (      ) menu, 
    it moves to the main menu screen.

① Unit setting: It is possible to set the unit of exercise record. 
② Notification settings: You can set the notifications you 

want to receive phone calls, text messages, social media, 
schedule notifications, and heart rate."For iOS, App 
notification -> SNS (KakaoTalk) notification provided

③ Automatic exercise mode setting: You can set the 
automatic exercise mode.

④ Cycle setting: You can set the normal heart rate 
measurement and the heart rate measurement period 
during exercise.



         Precautions for safety
1. Do not disassemble or modify the main body. It may 

cause fire or breakdown.
2. Do not use or store in humid places, places with 

volatile substances, or near fire.
3. If you use a car charger, it can be used up to a 

general vehicle.
4. If multiple apps are used at the same time, the app 

may be automatically closed by the mobile operating 
system, and in this case, the Bluetooth connection 
may be disconnected.

5.'Urban fit' application gets relevant information online 
to measure distance accurately. Data charges may 
apply when connecting via 3G or 4G during this 
process.

6. The heart rate measurement function of this product 
is used only for physical fitness and health, and 
cannot be used for diagnosis of diseases or other 
conditions, treatment or prevention of diseases.

7. This product supports a certain level of water 
resistance, but does not guarantee complete water 
resistance under special conditions (swimming, 
diving, diving). Also,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cannot be held liable for errors arising in these 
circumstances.

8. Be careful not to let the terminals of the charging 
cradle connected to the charging cable come into 
contact with metal objects. It may cause fire or 
malfunction.



/ Product management method /

/ Maintenance and management /

1. Do not use and store at high or low temperatures.
2. Avoid fire and direct sunlight, and avoid humid places 

or pollutants. Please keep it out of place.
3. For colored cosmetics (ex, female color cosmetics such 

as sunscreen) If it is contaminated, you should wipe it off 
immediately with wet wipes. If the contamination is left 
for a long time (30 minutes) or more, the stain may not be 
erased, so use with caution.

4. Water resistance and performance may be deteriorated 
if the product is dropped or impacted.

5. Use a heating device such as a hair dryer to clean the 
product. Do not dry.

6. Since the temperature sensor part is a very sensitive 
part, accurate measurement Please keep it clean and 
undamaged at all times.

7. When the sensor and the body are contaminated, a 
70% diluted solution of ethyl alcohol is applied. Carefully 
wipe with a cotton swab or alcohol swab. (Recommended 
to use after about 10 minutes after cleaning the sensor)

1. When using multiple apps or functions at the same
time, the battery may drain quickly, and the power may 
be turned off during data transmission, so always fully 
charge the battery before using.

2. If the power does not turn on or does not work even
after charging the band, contact the customer service 
center (1644-4068) or ask for A/S.



/ Quality assurance standards /
1. The warranty period of this product is one year from 

the date of purchase.
2. Even within the free warranty period, if the service is 

eligible for a paid service, a paid fee may be charged.
3. Only the purchaser is guaranteed the product, and you can 

request proof of it.
4. If the product label is removed, physical changes to 

the product, or repaired by an unauthorized third party, the 
warranty will be void.

5. Product specifications and appearance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for quality improvement.

6. The cleaning of the charging terminal must be 
managed periodically, and if corrosion or perforation occurs 
due to negligence, exchange or return is not possible.

7. The smart band supports a certain level of water 
resistance (IPX8), but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product 
due to water immersion, a fee may be incurred.

          Waterproof level guide and precautions for use

This product supports water resistance in life, but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for normal waterproof operation.

-Be careful not to let the product come into contact with 
high water pressure.

-Do not use when diving, diving, snorkeling, flow and
pressure water sports, etc.

-If the device or hands are wet, dry them before use. 
-If the product is exposed to liquids other than clean water
(salt water, soapy water, oil, perfume, detergent, cosmetics, 
etc.), wash it with clean water under weak water pressure 
and wipe it with a soft cloth before use.

* This product has been tested in a controlled environment 
and It supports waterproofing under conditions.



Type of occurrence

Provided details

Within the 
warranty period

After the 
warranty 
period

1. �Within 1 month of 
purchase Defects in 
performance and 
functionality occurred 
during normal use

Product exchange 
or�

Warranty or Refund
(purchase site)

Not 
applicable

2. �Partron Service�
If the same symptom 
occurs more than 3 times 
after repair by an engineer

Product exchange 
or�

Free repair
Paid repair

3. �User inexperienced�
And failure due to 
carelessness (flooding, 
shock, damage, unreason-
able operation, etc.)

Paid repair Paid repair

4. �In case of failure due 
to user's arbitrary 
modification, disassembly 
or repair

Paid repair Paid repair

5. �In case of failure due to 
the use of consumables 
and options not provided 
by Partron (protection film, 
strap, etc.)

Paid repair Paid repair

6. I�n case of failure due 
to natural disasters 
(fire, earthquake, flood 
damage, tsunami, etc.)

Paid repair Paid repair

※ We do not offer compensation for product failure or damage.



/ Product disposal /

/ Transport and storage conditions /

/ Operating condition /

This product is a product that does not generate any 
other harmful residues to the human body, and in 
principle, it is separated and discharged according to 
general electronic product disposal procedures.

- Temperature : -25℃ ~ 55℃
- Humidity : 15% RH ~ 90% RH
- atmospheric pressure : 70.0 KPa ~ 106.0 KPa

- Temperature : 15℃ ~ 40℃
- Humidity : 15% RH ~ 90% RH
- atmospheric pressure : 70.0 KPa ~ 106.0 KPa



Refer to instruction 
manual

Atmospheric 
pressure limitation

Recycling

CautionHumidity 
limitation

Temperature 
limit

Type B Applied 
part

Keep dry Keep away from 
sunlight

R-C-Ptr-PWB-600T
Broadcasting 

communication 
equipment, etc. 

Conformity 
assessment 
indication

Transmission data(Work out information)

Device APP GUI
DATA DATA

DATA DATA



/ Product specification /
Specification WE - TEMP BAND 

Item Name PWB-600T

Manufacturer Patron Co., Ltd.

Battery DC 3.7V 140mAh, Lithium polymer 
rechargeable

Display 1.3inch TFT display

Device 
Classification 
/ Waterproof 

Rating
Continuous operation, IPX8

Resolution 0.1

Compatibility Android 5.0 or higher / iOS 10.0 or 
later

Sensor heart rate, 6-axis acceleration
Dimension
( WxLxH ) 36.23 x 43 x 12.25mm (without strap)

Weight 36.5g (including strap)
Power adapter 
rated powerw DC5V / 0.2A

Product life 3 years

Voltage Rating

Type of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Internal power 
type

Degree of 
protection against 

rating
Type B device

Bluetooth BLE 5.1
Software PWB-600T

Manufacture 
Date / Lot 
Number

Displayed in the label on product 
package



This product is manufactured through our stric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process.
- Follow the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s 
notice of compensation standards for product repairs and 
exchanges.

- If normal use fails, we will repair it free of charge during
our service warranty period.

- If a problem occurs with the product during the warranty
period, please provide the model name, serial number, 
purchase date and problem.

- In the event of product defect damage caused by misuse
or neglect of product management, the manufacturer or 
agent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damage or damage.

/ warranty /

Product Name

PTD-600T

WE - TEMP

Displayed in the label on product packag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purchase

Model

Manufacture Date
/ Lot Number

Place of Purchase 

Date of Purchase 

Free warranty
period 



Manufacturer partron Co.Ltd

Partron Address
22, Samsung 1-ro 2-gil,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8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