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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어디서나. Real Smart “                             ”
스마트한 인밸런스의 편리함을 직접 느껴 보세요.

정보는 상세하게 결과는 심플하게!
기본에 충실한 체성분 분석기
» �BMI와 체지방률 그리고 비만도 평가로 종합비만진단
» �복부비만율과 내장지방면적을 통한 복부진단
» �부위별 근육과 지방상태를 평가하는 부위별 평가
» �비만탈출에 목표설정이 되는 체중관리
» �고객과의 상담이 쉬워지는 일목요연한 결과화면
» �데이타 누적관리를 통해 신체변화 추이 확인

App & Web Service 스마트장치
»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춘 디자인
» �태블릿 거치대와 손잡이의 위치는 어떤 측정자라도�

불편함 없이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셀프측정이 가능한 UI 화면 구성
»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면구성으로 

관리자 없이도 셀프측정이 가능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제공
» �측정 소프트웨어의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 해�
드립니다.

사용자와 관리자를 함께 고려한 InBalance
* InBalance 200 앱(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지원)을 통해 가능

» �혼자서도 측정 가능한 직관적인 UI
» �종합 결과데이타 제공으로 쉬운 결과 이해
» �회원가입으로 InBalance 측정정보 체계적 관리
» �관리자를 위한 고객관리 웹 프로그램 무료지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똑똑한 InBalance
* InBalance 200 앱(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지원)을 통해 가능

» �Wi-Fi를 통한 인터넷 연결
» �Wi-Fi 무선프린터 지원
» �Cloud서비스를 통한 웹 및 모바일 정보제공
» �기존 사이트와 연동이 가능한 API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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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분분석기의 성능과 가격

인밸런스 200 하나면 충분합니다.

인밸런스 200은 2가지 주파수(50㎑, 250㎑)의 미세한 교류전류를 이용   
하여,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BIA: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알고리즘에 의해 체성분을 측정 및 평가 합니다.

인밸런스 200은 접이형으로 휴대가 용이하고 이동 및 설치가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블루투스로 장비와 연결하여    
체성분을 측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InBalance App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정밀한 측정에서 비롯됩니다.
정확한 체성분 분석
인밸런스 200은 국적과 인종 관계없이 피측정자의 부위별 임피던스 값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체성분을 분석하여 비만을 진단합니다.

2개의 주파수를 통한 보다 정밀한 측정
인밸런스 200은 2개의 주파수(50㎑, 250㎑)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각각의 
임피던스 결과를 제공합니다.

4극 8점 터치식 전극법
손잡이의 4극점과 발판의 4극점을 2가지의 주파수를 통해 체성분을 분석
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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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결과 항목 해설

01 	 체성분 분석 
인체는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들의 
질량과 표준치를 동시에 나타내어 체성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값 아래 괄호에는 입력한 나이와 신장 정보를 기준으로 표준 값을 
제공하여, 측정값과 표준 값과의 차이로 현재 측정자의 체성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02 	 비만평가
비만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만 진단에 많이 사용되는 BMI, 체지방률과 
표준체중 대비 비만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골격근과 지방분석 
체중, 제지방, 체지방, 근육량, 골격근량이 표준체중에서 차지하는 이상적인 
비율(%)과 해당 표준범위를 제시해주고, 체지방과 근육량을 비교하여 본인이 
근육형인지, 비만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중과 체지방량은 표준이하라도 근육량이 표준이면 저지방 
근육형에 속하고 반대로 근육량이 표준이라도 체중과 체지방량이 
표준이상이면 허약한 비만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이 3가지가 표준을 유지할 때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4 	 부위별 분석
피검사자의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의 5부위에 대해 표준 체중 기준 현재체중 
대비 근육과 지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종합평가
종합평가지수(Grade) : 체성분분석 및 비만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에 
포함되는 각 항목별 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와 등급으로 구분한 뒤 건강에 
대한 평가를 표시합니다.
체형분류 : 체지방률과 체질량 지수에 따라 10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수치 
결과에 맞춰 표시된 위치에 따라 본인의 비만상태 및 체형을 알 수 있습니다.

06 	 체중 관리
피검사자의 신장에 따른 적정한 지방량과 근육량을 분석하여 체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정체중을 위한 목표 설정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07 	 칼로리 조절
체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대사량과 적정 체중을 위한 1일 
권장열량을 참고하여 과학적인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08 	 임피던스
피검사자가 측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체변화에서 제공 되는 결과는 최근 5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Balance 200 Specification

측정방식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BIA) 2가지 주파수(50㎑, 250㎑)를 통해 5가지 부위별(왼팔, 오른팔, 몸통, 왼다리, 
오른다리) 10가지 임피던스 값 측정

전극 4점 8터치식 전극법

결과항목

체성분분석(체수분,단백질,무기질,체지방), 표준범위(세포내수분,세포외수분,단백질,무기질,체지방), 골격근지
방(체중, 골격근량,체지방량,근육량,제지방), 표준범위(체중,골격근량,체지방량,제지방량), 비만진단(BMI,체지
방률,비만도), 복부진단(복부비만율,내장지방레벨,복부비만형태), 부위근육평가(표중체중/현재체중기준,오른
팔,왼팔,몸통,오른다리,왼다리), 부위별지방평가(오른팔,왼팔,몸통,오른다리,왼다리), 체형구분(지방과다형,지
방형저체중,지방형표준,지방형과 체중,저체중,표준,표준형과체중,수척,저지방근육형,근육형과체중), 신체비율
(무기질,단백질,체지방,체수분), 비만형태, 체중관리(표준체중,적정체중,체중조절,지방조절,근육조절), 칼로리
조절(기초대사량,1일필요열량,1일권장열량), 종합 등급표시(1~5등급), 평가점수, 건강상태, 신체변화(BMI,체
중,체지방률,골격근량), 임피던스(부위별주파수)

측정연령 5 to 99 years

측정체중 10 to 250 ㎏

측정시간 10초 이내

화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연동

결과저장 아이디 입력 시 결과 저장(오프라인 모드의 경우 100,000회-로컬), �
온라인 로그인시 무제한(서버)

통신 인터페이스 USB 1 Port, Bluetooth

입력 전원 100-240V~, 50/60Hz

측정 전류 500㎂ (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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