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용 전의 준비사항
1)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합니다.
2) 모바일 플랫폼에 모바일 APP(Dr.MUSIC 3)을 설치합니다.
3) 기기와 모바일 APP이 설치되어있는 모바일 플랫폼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합니다.
4)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기기 및 구성품에 오물이나 먼지 등을 제거합니다.
6) 사용하기 전에 필히 사용 부위에 부착한 모든 귀금속을 제거합니다.

제품 사용방법

- 기기충전

(1) (2)

(3), (4) (5)

⑴ 분리형 커넥터를 Micro USB 충전단자와 분리합니다.
⑵ Micro USB 충전단자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여 충전합니다.
     ※ 기기를 충전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⑶ 충전 중에는 황색LED가 점등됩니다.
⑷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LED가 점등됩니다. 
⑸ 충전이 완료되면 Micro USB 충전단자에 분리형 커넥터를 연결하여 기기를 사용합니다.

- 기기의 신호표시

가) 전원
⑴ 전원이 켜지면 백색 LED가 깜빡입니다.
⑵ 배터리 부족 시 청색 LED가 깜빡입니다.  

나) 모드/사용 중/강도조절
⑴ 선택된 모드에서 황색 LED가 점등 됩니다.
⑵ 사용 중에는 황색 LED가 깜빡입니다. 
⑶ 강도조절 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LED가 점차적으로 점등됩니다. 

A) B)

2. 조작방법

가. 기기 단독사용
※ 저주파 자극용 전극이 피부에 부착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기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2)

How to Use Product

3) 4)

5) 6)

1) 기기의 저주파 출력단자에 저주파 자극용 전극을 연결합니다.
2) 저주파 자극용 전극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어깨, 다리, 팔 등)에 붙입니다.
3) 기기의 전원/모드 버튼(     )을 길게 눌러 전원을 켭니다.
4) 전원/모드 버튼(     )을 짧게 눌러 사용하고자 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 모드는      (뮤직싱크),      (두드림),      (주무름) 모드가 있습니다. 
㈁     뮤직싱크→      두드림 →      주무름 순서로 변경 됩니다.

5) 모드 선택을 하고, 강도조절 버튼을 이용하여 저주파 자극의 강도(          )를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 작동시간은 15분입니다.
㈁ 각 모드별로 내장되어있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실행됩니다.

6) 사용 중에 전원/모드 버튼(     )을 누르면 정지되며, 강도조절 버튼(         )을 눌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무선으로 편리하게 APP으로 쉽게 
음악의 비트로 즐거운 자극이 시작된다.



나) 두드림 모드 동작

⑴ 모드 선택부에서 두드림 모드 버튼을 터치합니다. ( ① )      
⑵ 모드 설정부에서 두드림 리스트 버튼( ② )을 터치하고, 사용할 두드림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⑶ 시작버튼( ③ )을 터치하고,  강도조절 버튼( ④ )을 이용해서 저주파 자극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 TIME 버튼( ⑤ )을 터치하여 사용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시간: 1분~30분, 기본설정:20분)

<설정화면> <실행중 화면>

①

②

⑤

③

④

(        종합 두드림,          집중 두드림,           부드러운 두드림,        물결 두드림)

다) 주무름 모드 동작             

<설정화면> <실행중 화면>

①

②

⑤

③

④

⑴ 모드 선택부에서 주무름 모드 버튼을 터치합니다. ( ① )      
⑵ 모드 설정부에서 주무름 리스트 버튼( ② )을 터치하고, 사용할 주무름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⑶ 시작버튼( ③ )을 터치하고,  강도조절 버튼( ④ )을 이용해서 저주파 자극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 TIME 버튼( ⑤ )을 터치하여 사용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시간: 1분~30분, 기본설정:20분)

(          종합 두드림,          집중 두드림,           부드러운 두드림,         물결 두드림)

라) 기록확인

②
⑤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① ⑴ 좌측상단의 기록버튼(    )을
    터치 합니다.
⑵ 사용기록을 확인합니다.

모드
프로그램
강도
시간

마) 설정확인

①

바) 사용 중 정지
- 사용 중에 프로그램을 정지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정지버튼을 터치하여 정지시킵니다.
⑵ 기기의 전원/모드버튼(     )을 눌러 정지시킵니다.

사) 종료
⑴ 사용을 끝난 후 모바일플랫폼의 HOME 또는 BACK을 눌려 종료시킵니다.
⑵ 기기의 전원/모드버튼(     )을 길게 눌러 종료시킵니다.

⑴ 우측상단의 설정버튼(     )을 
    터치 합니다.
⑵ 기본정보를 확인
   - 어플 정보
   - 메일보내기
   - 어플 사용자 가이드
⑶ 기록 저장을 설정 
   - 사용기록 저장 유무
   - 사용기록 저장 시간

나. 모바일 APP을 이용한 기기 사용

1) 2)

3) 4), 5)

1) 기기의 저주파 출력단자에 저주파 자극용 전극을 연결합니다.
2) 저주파 자극용 전극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어깨, 다리, 팔 등)에 붙입니다.
3) 기기의 전원/모드 버튼(      )을 길게 눌러 전원을 켭니다.
4) 모바일 플랫폼의 Bluetooth 기능을 켜고, 모바일 APP을 실행합니다.
5) 기기와 모바일 APP을 연결(Pairing)합니다.

가) 뮤직싱크모드 동작

⑴ 모드 선택부에서 뮤직싱크 모드 버튼(     )을 터치합니다.
⑵ 모드 설정부에서 음악 리스트 버튼(     )을 터치하고 음악을 선택합니다.

(모바일에 저장되어있는 음악만 사용가능합니다.)  
⑶ 음악을 선택하고 음악이 시작(     )되면 강도조절 버튼(     )을 이용해서 저주파 자극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 TIME 버튼(     )을 터치하여 사용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시간: 1분~30분, 기본설정:20분)

<뮤직싱크모드 설정화면> <뮤직싱크모드 실행중 화면>

①

②

⑤

③

④

①
②

③ ④

⑤

<APP 실행 후 첫 화면> <연결 목록 화면> <기기 연결 후 첫 화면>

① “연결하기 Touch” 
    버튼 터치

② 목록에서 
      “DR. MUSIC3” 터치

③ 기본모드(뮤직싱크 
    모드)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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