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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uide
• 제품 사용 전 모든 메뉴얼과 부착영상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사용자 과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파손 제품은 교환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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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전 모든 메뉴얼과 부착영상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제품 사용 전 모델과 구성품을 확인해주세요.

Seesaw Installation Guide

사용자 과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파손 제품은 교환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제품 사용 전 모델명을 확인해주세요.
• 3페이지에 안내된 구성품과 구매한 제품 구성품을 확인 후 부착을 진행해주세요.
• 구성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마시고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부착 동영상과 매뉴얼을 확인 후, 부착방법을 완전히 숙지 후 부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단말기에 따라 부착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모델의 메뉴얼을 참고하여 부착을 진행합니다.
 • 단말기에 부착된 보호필름은 제거 후, 부착을 진행합니다.
 • 수평 APP 또는 수평계를 이용해 부착하는 곳이 수평인지 확인 후 부착합니다.
 • 직사광선이 드는 곳 또는 먼지 발생이 많은 곳에서는 부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Package에서 제품을 꺼낼 때,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지그사용을 위한 공간 확보 후 부착을 진행합니다.
 • 지그를 강제로 분리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부착시 사용되는 점착제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절대 음용하지 마세요.
 • 구성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마시고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부착 전 주의사항

 •  UV 경화기는 2A이상의 전원 사용을 권장 합니다.
 •  전류(A)가 낮은 전원(노트북or보조배터리) 사용시 2차경화 후, 추가로 2~3회 경화를 진행합니다.

UV  경화기 안내

B2C 구성 제품에만
경화기 포함

퀵가이드(Quick Guide) 확인 후, 부착가이드를 확인 하세요

<퀵가이드/부착가이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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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강화유리 지그

커넥터마스킹필름포지션 브릿지 Pin

점착제

알콜솜 극세사

UV경화기
B2C 구성 제품에만 경화기 포함

먼지제거 스티커

• 모델에 따라 구성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성품 외관, 사양 등은 제품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구성품은 필요에 따라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성품

Seesaw Installa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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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단말기 전면 및 측면을 알콜솜과 극세사로 닦아주고 하판지그 안에 넣어 단말기의 상하좌우를 
눌러 정확히 삽입시킵니다. 먼지가 있을 시 먼지 제거 스티커로 제거합니다.

• 지그에 단말기가 정확히 결합 되지 않으면 수평이 맞지 않아 부착 시 점착제가 흐를 수 있으니 정확히 삽입하세요.

Installation

Seesaw Installation Guide

STEP2

마스킹필름의 1번 보호 필름을 제거 후, 하판지그의 상하좌우 홈에 맞춰 마스킹 필름을 부착합니다.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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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Seesaw Installation Guide

STEP3

상판지그 상하좌우를 눌러 완전히 밀착시킨 후, Pin을 끼웁니다.

STEP4

Position Bridge를 상판  지그 일자홈에 맞춰  끼워줍니다. 액상용기의 상단캡(색상)을 
열어 Position Bridge 중앙 원형 Hole에 끼운 후 하단캡(검정)을 열면 점착제가 나옵니다. 
30초 후에 상판 지그를 잡고 액상용기가 끼워진  Position Bridge를 같이 제거해줍니다.

• 점착용기 한 개는 부착 시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는 부착 실패 시 또는 UV 경화 전 강화유리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합니다. (절대 동시에 두 개의 점착용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하단캡을 열 때 Position Bridge를 과도하게 누를 경우 점착액이 부족하거나 위치가 이동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Position Bridge 분리 시, 상판 지그를 가볍게 잡은 후 제거해 주십시오.
• 점착액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았을 때 지그를 조금씩 움직여 점착액이 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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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강화유리 뒷면의 보호필름(Tag_뒷면2)을 제거한 후, 상판 지그 하단에
강화유리를 맞추고, 상단 Pin위에 대각선으로 걸치도록  위치시켜 줍니다.

Installation

Seesaw Installation Guide

STEP6

지그 하단을 눌러서 기울여줍니다. 
점착액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강화유리에 닿고 상판지그 화살표에 위치하면 하단을 
누르고 있던 손을 뗀 후, 상판지그의 Pin을 제거합니다. 
(점착액이 화살표 아래로 지나치지않도록 하십시오.) (점착액 퍼짐 100초 대기.)

• 제거한 보호필름은 강화유리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하니 잠시 보관해주세요.

• 점착제가 퍼지는 동안 지그 및 강화유리를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이동하지 마세요.
• 점착제가 완벽히 퍼졌는지 확인 후 경화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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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Installation

UV 경화기로 단말기에 부착된 강화유리를 하:15초→중: 15초→상: 15초 순서로 1차 경화합니다.  
결합했을때와 반대로 지그와 단말기 분리 후, 단말기 측면을 알콜솜으로 닦아줍니다.

• 1차 경화 후에 *스피커 마스킹 필름을 제거해 주세요. (*스피커 마스킹 필름 포함된 모델에 한함.)
• 단말기를 닦을 때 한 방향으로 쓸어내듯 닦아주세요.
• 강화유리와 단말기 틈새 부분을 과도한 힘으로 닦을 경우 들뜸 또는 점착제 뜯김의 원인이 됩니다.

하:15초 상:15초

Seesaw Installation Guide

STEP8

깨끗이 닦은 단말기를 UV경화기로 하단60초, 상단60초 2차 경화를 2회 진행합니다.
(2차 경화 총 시간 : 하단 120초 / 상단 120초)

• 강화유리 부착 후 지문을 재등록 해주세요.
• 강화유리 부착 후 보다 나은 터치감도 향상을 위해 단말기 설정에서 터치 민감도를 활성화해주세요.
• 강화유리 부착 시 지문인식 센서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60초 60초

2차 경화 2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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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세요.

 • 충격이나 휨에 의하여 파손될 수 있습니다.
 • 돔글라스에 비산 방지가 되어 있지만, 손이 다칠 수 있으니 돔글라스 파손 시에는 제거 및 교체를 권장합니다.
 • 낙하에 의한 충격 또는 호환되지 않는 Case 사용 등 물리적인 힘이 과도할 경우 
   돔글라스 내부에 기포나 들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과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파손 제품은 교환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지그 재사용시 지그재사용 메뉴얼을 참고하십시오.

부착 후 주의사항

 • 야외 또는 휴지통을 받치고 탈착해 주십시오.
 • 단말기에 부착된 강화유리 탈착 시 지면을 향한 후 탈착해 주십시오.
 • 손톱으로 모서리 쪽을 들고, 천천히 올려 탈착해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강한 힘으로 탈착할 경우 파손 및 부상 위험)

강화유리 탈착 시 주의사항

고객센터 대표번호

게시글 및 채팅으로 제품모델명과 문의사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공단7로 27(백석동)

화이트스톤 공식몰 홈페이지

화이트스톤 고객센터

 1668-1632

(주)화이트스톤

www.whitestonedomemall.com
> 메인화면 우측 하단 [상담하기] > 카카오톡 실행 

> 화이트스톤119채널 검색 > [상담하기]

Seesaw Installa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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