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디바이스
사용설명서

1.  ㈜SNJ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아래와�같이�제품에 
대한�보증을�실시합니다. 단, 대한민국에서�판매된�제품에�한합니다.
2. 제품�고장발생시�한국암웨이�고객센터(☎1588-0080) 또는�수입원 ㈜SNJ 고객센터 
(☎1522-3012)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3.  반품 : 미사용�제품에�한하여�반품이�가능합니다.
4. 무료서비스

5. 유료서비스  :  다음의�경우, 유료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보증기간이�경과한�경우
소비자의�과실로�고장이�난�경우 : 사용자의�잘못�또는�취급�부주의로�인한�고장 (낙하, 
침하,  충격,  파손,  무리한�동작�등) 또는�당사의�서비스�기사�및�지정협력사�기사가�아닌 
다른�사람이�수리하여�고장이�발생한�경우
소비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그밖의�경우 : 천재지변 (화재, 염재, 수해, 이상전원�등)에�의한�고장�발생시, 소모성 
부품의�수명이�다한�경우 (배터리, 어댑터�및�각종�부착물�등)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수리�서비스를�신청하기�전에�사용설명서를�참조하여�문제점을�해결하�거나,  
수입원 ㈜SNJ 고객센터 (☎1522-30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기기는�가정용(B급)으로�전자파�적합등록을�한�기기로�가정에서�사용하는�것을 
목적으로�하며,  대한민국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모델명 :  iDevice (NL0010EBCOE) 
구입일 : 
구입처 : 

수입원 :  ㈜SNJ  │판매원 : 한국암웨이㈜
※이�보증서는�대한민국�내에서만�사용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제품보증서

구입�후 10일�이내에 
중요한�수리를�해야�할�경우

제품�교환 
또는�환급
제품�교환 

또는�무상�수리

제품�교환

환급

무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제품�교환
또는�환급

제품�구입시�운송과정�및�제품 
설치�중�피해가�발생한�경우
교환된�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수리를�해야�하는�고장
이�발생한�경우
제품�교환이�불가능한�경우

수
리
가
능

동일한�원인으로�고장이 
3회까지�발생한�경우
동일한�원인으로�고장이 
4회째�발생한�경우
서로�다른�원인으로 
고장이 5회째�발생한�경우

소비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 
사업자가�분실한�경우
부품�보유�기간�이내�수리용 
부품을�보유하고�있지�않아 
수리가�불가능�한�경우
수리용�부품은�있으나 
수리가�불가능한�경우

해당�없음

정액�감가상각 
후�환급

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조건에
서�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고장이�발생

소비자�피해유형
보상내용

보증�기간�안내 보증�기간�이후

구입�후 1개월�이내에 
중요한�수리를�해야�할�경우

정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에� 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가산 
하여�환급

Q. 기기가�전혀�작동하지�않습니다.
A . 배터리�충전�상태를�확인하거나�충전�케이블을�연결해�보세요. 방전 
되었을� 경우� 충분히� 충전한� 후� 다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충전 
후에도�작동이�되지�않으면�수입원 ㈜SNJ 고객센터 ☎ 1522-3012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Q. 기기�사용�중�전원이�저절로�꺼집니다.
A. 제품에�오류가�있거나�배터리가�부족할�경우�전원이�꺼질�수�있습니다. 
배터리를�충분히�충전하거나�제품을�종료�시킨�후�다시�작동시켜주세요.
동일한�증상이�계속되는�경우�수입원 ㈜SNJ 고객센터 ☎ 1522-3012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Q: 작동이�안되거나, 마사지�강도가�줄었습니다.
A. 본체를�충분히�충전�후�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Q. 충전�표시등에�점등도�안되고�충전도�안됩니다.
A. 충전� 케이블이� 본체� 단자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단자에�이물질이�묻으면�충전이�잘�되지�않을�수�있습니다. 
충전� 단자를� 면봉으로� 잘� 닦아주십시오. 만약� 조치� 후에도� 충전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Q. 기기의�사용�시간이�짧아지는�것�같습니다.
A.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처음� 구입했을� 때보다� 서서히� 사용� 시간이 
짧아지며, 충전된�배터리를�저온�또는�고온에�방치�하였을�경우에도�사용 
시간이�짧아집니다. 사용�패턴과�빈도, 보관�조건에�따라�배터리�소모량이 
달라져�실제�사용시간이�다를�수�있습니다. 배터리�교체는�수입원 ㈜SNJ
고객센터 ☎ 1522-3012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Q. 기기�세척을�하고자�합니다.
A. 제품이�더러워졌을�때는�부드러운�천으로�문질러�닦으십시오. 기기는 
비누나�세정제로�세척하지�마십시오.

Q. 위의�내용�이외의�문제가�있습니다.
A. 아래 A/S 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수신자�부담�수입원 ㈜SNJ 고객센터�전화 : ☎ 1522-3012
- A/S 센터�위치: 경기도�화성시�동탄기흥로 594-7, 루체스타비즈 1008호

사용�전�주의�사항
콘택트�렌즈를�착용한�상태에서�사용하지�마십시오.
한� 기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행성� 결막염� 등과� 같은 
감염에�노출될�수�있으므로�사용에�각별한�주의를�하시기�바랍니다.
붓거나, 감염되거나, 상처가�있는�부위, 습진, 피부�발진�혹은�염증이�있는 
부위에는�사용하지�마십시오.
피부�이상�또는�증상으로�의사의�치료, 시술, 상담을�받고�있거나�알러지, 
여드름, 과민성�피부, 선탠한�피부, 수술, 성형시술, 성형�보형물�삽입, 또는 
자신에게�피부�이상이�있다고�생각하면�반드시�사용하기�전�의사와�상담 
하시기�바랍니다.
기기를  음주�후, 이동�중�및�운전�중에�사용하지�마십시오.

안전상의�주의
사용하시기�전에�안전상의�주의를�잘�읽으신�후�바르게�사용하십시오. 
여기에� 표시한� 주의사항은� 안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반드시�지켜주십시오. 이를�무시하고�잘못�취급하는�경우�사람이 
상해를�입거나�물적�손해가�발생할�수�있습니다.

경고
본�제품은�의료용,  치료용,  혹은�영구적인�신체�변화를�위한�제품이�아닙니다.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해나�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기기를�의학적인�소견이�있는�종양�병변�위�혹은�가까이�사용하지�마십시오. 
다음�사항에�해당되는�경우�기기를�사용하지�마십시오. 1) 안과질환�또는 
안과수술을�받은�자 2) 녹내장, 백내장, 망막분리�질환이�있는�자 3) 통증이 
있는�경우 4) 심박조율기�또는�신체에�전자�의학장비를�착용한�자 5) 심장 
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경우 6) 간질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경우 7) 
어린이�및�영유아
최근에�수술, 임신, 출산�또는�기기�사용으로�인해�악화될�수�있는�의학적 
상태를�경험한�경우, 기기를�사용하기�전에�의사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주의
일부�사용자는�기기�사용으로�인해�피부�자극이나�피부�과민반응을�겪을 
수�있습니다. 자극은�주로�약한�모드를�사용하거나�사용�빈도를�줄임으로 
써�줄일�수�있습니다. 만일�피부�자극이�계속된다면, 즉시�사용을�중단하시 
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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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내에�정상�사용�중�하자가�발생한�경우�무료서비스를�받으실�수�있습니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배터리의�경우 6개월�입니다. 다만�제품을�영업용으로�사용한 
경우�보증기간은�절반으로�단축됩니다 .
구체적인�보상내용은�다음과�같으며, 기타�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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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감을�느낄�정도로�과하게�따뜻할�시�기기�사용을�중단하시기�바랍니다.
마사지�압력이�과하게�불편할�시�기기�사용을�중단하시기�바랍니다.
제품을�떨어뜨리거나�충격을�주지�마십시오. 고장의�원인이�되며�고장�시에는 
무상수리�기간이라도�유상수리를�받아야�합니다.
제품위에는�무거운�것, 물, 음료수�등을�놓지�마십시오. 액체가�기기�내부에 
들어가면�고장의�원인이�됩니다.
충전�중에는�사용을�금하며,  충전�후�케이블을�제거하고�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터리가� 완전� 방전될� 때까지� 사용하지� 마시고, 수시로� 충전하여� 사용해 
주시기�바랍니다.  잦은�완전�방전은�제품의�성능을�저하시키는�원인이�됩니다.
제품을�사용하지�않을�경우 1개월마다�충전하십시오.
본�제품과�함께�제공된�케이블을�사용해�주시고�고속�충전기와�같은�다른 
어댑터는�사용하지�마시기�바랍니다. 
충전�시에는�가급적�물기가�없는�곳에서�충전하십시오.
충전�케이블을�무리하게�잡아당기거나�구부리지�마십시오. 
고장의�원인이�됩니다.
온도가�너무�높은�곳 (45℃ 이상)이나�낮은�곳 (-5℃ 이하) ,  온도�차가�심한�곳 
에서�사용하지�마십시오.  고장�및�동작�불량의�원인이�됩니다.
직사광선이�들어오는�곳이나�난방기구,  자동차�내부와�같은�고온의�환경에서 
사용�또는�방치하지�마십시오.  발열,  파열,  발화의�원인이�됩니다.
제품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장치가� 조립되어� 있습니다. 보호 
장치에�손상을�줄�수�있는�정전기�및�열이�많이�발생하는�장소에서�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및�동작�불량의�원인이�됩니다. 
제품을�임의로�분해�및�개조, 수리하지�마십시오. 고장�및�안전에�위험이�될�수 
있으며 A/S 가�되지�않습니다. 
충전�케이블�및�제품이�물, 약품, 기름�등의�액체로�젖었을�경우에는�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나�감전의�원인이�됩니다. 
본�제품을�열원�또는�인화성�물질�근처에�두지�마십시오.  고장�및�동작�불량의 
원인이�되며,  폭발�위험이�있습니다. 
제품에�충격이�가해졌거나�손상된�경우�작동을�멈추어�주십시오.  고장�및�동작 
불량의�원인이�됩니다. 
제품� 외관을� 닦아낼� 때는�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 주십시오. 강력한� 화학 
약품이나�세제를�사용하지�마십시오.  고장�및�동작�불량의�원인이�됩니다.
연기가�나거나�이상한�냄새�혹은�소리가�날�때에는�사용을�중단해주십시오. 
화재나�감전의�원인이�됩니다.
제품을�어린아이�및�영, 유아의�손이�닿지�않는�장소에�보관해주십시오.
본�제품은�신체,  감각, 정신�능력이�결여되어�있거나�경험과�지식이�부족하여 
감독이나�지시�없이�안전하게�기기를�사용할�수�없는�사람 (어린이�포함)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본�제품을�임의로�조작하거나�청소�및�유지�보수하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본�제품에�이상이�발생했다고�느끼시면�즉시�사용을�중지하시고, 설명서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이�지속되면 A/S센터에�연락하여�조치를�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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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용�시�주의사항

상 품 명
모 델 명
인 증 번 호
기자재명칭

수 입 원
판 매 원
제 조 년 월
제 조 사
제 조 국 가
전지모델명
전지인증번호
전 지 정 격

:   iDevice (303734K)
:   NL0010EBCOE
:   R-R-je5-NL0010EBCOE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주식회사 에스앤제이
:   한국암웨이
:   별도 표시
:   Shenzhen Kangyida Technology co. ltd
:   중국
:   753048
:  YU101164-20001A
:  3.7V, 1100 mAh



1. 사용�후에는�깨끗하고�부드러운�타월로�제품을�닦아주세요. 
2. 제품은�비누나�세정제로�세척하지�말아주세요.

무선�연결

세척

 
제품�구성

부드러운� 공기압과 온열� 찜질모드가 자동으로 
바뀌어 전방위적인�눈�마사지를�제공합니다.
공기압�마사지+온열�동시에 5분 → 
공기압�마사지 5분 → 온열 5분

모드 1. 자동�모드 (15분)

예민한� 눈� 주변을 부드러운� 공기압과� 온열로 
동시에�마사지 해줍니다.
공기압�마사지+온열�동시에 10분 

모드 2. 온열�마사지�모드 (10분)
Warm massage mode

Air massage mode

Auto mode

Sleep mode

공기압만으로 피로한� 눈가를� 부드럽게� 눌러 
지친�눈이�풀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공기압�마사지 10분

모드 3. 공기압�마사지�모드 (10분)

최대� 약 45℃의� 온열  찜질로� 피로한� 눈가를 
따뜻하게� 풀어주어�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도와드립니다.
온열 10분

모드 4. 수면�모드 (10분)

4가지�눈마사지�모드

배터리�부족�시

iDevice 
공기압, 온열�모드까지 
포함된 4가지�눈마사지 

모드로�눈�집중�관리

휴대가�편리한 
접이식�디자인

생수(500ml)보다�가벼운 300g 
접이식�디자인으로�간편한�휴대성

밴드를�알맞은�길이로�조절하여 
iDevice를�착용합니다. 

전원버튼을 1초�이상�길게�눌러 
전원을�켜면 5초�후�자동�모드가 
시작됩니다. 

iDevice 중앙�부분에�위치한 
단자에�충전케이블을�연결합 
니다.

충전� 시에는� 충전� 표시등이 
적색으로�깜빡이며, 완충�시에 
는�충전�표시등이�녹색으로�바 
뀝니다.

※ 충전�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 단자의 
이물질을�확인하시고�면봉이나�부드러운�헝겊�등을�이용하여 
충전�단자를�닦아줍니다.

※ 충전�중에는�사용하지말아주세요.

배터리�잔량이�적거나�방전될�경우�음성으로 “Low battery. 
Please charge” (배터리가� 없습니다. 충전해주세요.) 라는 
안내가�나옵니다. 안내가�나오면�충전�후�사용해�주세요.

전원�버튼을�한번�누르면, 
모드가�전환됩니다.

전원�버튼을 1초�이상�길게 
누르면�전원이�꺼집니다. 

40~45℃의�온열찜질!
눈가를�따뜻하게
따뜻한�온열�찜질로 
피로한�눈가�관리

한번�충전으로�오랫동안�사용
약 2시간�이내�완충으로 

자동�모드�시 6회, 
온열�마사지 / 공기압�마사지 
/ 수면�모드  시 8~9회�사용

*제품�충전�및�작동�시간은�배터리나�제품 
작동상태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충전케이블

밴드 충전포트
길이조절�버클

전원�및�모드변경�버튼

파우치

사용설명서

무선� 연결은� 전원을� 켜면� 활성화� 되며, 이� 기기는� 휴대폰과 
무선으로�연결하여�음악을�재생할�수�있습니다.  
휴대�전화�검색�무선�연결�명 :  iDevice

상품명

정격전압

정격출력

작동�시간

기능

배터리

제품�중량

패키징�부속품

재질

제품�규격

:   iDevice

:   5V === 1A

:   5W

:   10/15분

:    공기압마사지, 온열

:   Li-poly 1100mAh rechargeable

:   300g

:   iDevice, 충전케이블, 파우치, 설명서

:   PC, ABS, 천

:   210x130x85 (mm)

제품사양

45℃

0101

02

03

04

02

※ 사용이�끝나면 iDevice 안쪽면을�깨끗이�닦고�파우치에 
넣어�보관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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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r

1번

1초�이상

 
제품�상세�스펙

 
제품�특징

 
제품�모드

 
사용�방법

 
충전�방법

1초�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