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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가이드(Quick Guide) 확인 후, 부착가이드를 확인 하세요

<퀵가이드/부착가이드 확인>

제품 사용 전 모델과 구성품을 확인해주세요.
• 제품 사용 전 모델명을 확인해주세요.
• 3페이지에 안내된 구성품과 구매한 제품 구성품을 확인 후 부착을 진행해주세요.

 • 부착 동영상과 매뉴얼을 확인 후, 부착방법을 완전히 숙지 후 부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단말기에 따라 부착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모델의 메뉴얼을 참고하여 부착을 진행합니다.
 • 단말기에 부착된 보호필름은 제거 후, 부착을 진행합니다.
 • 먼지 발생이 많은 곳에서는 부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Package에서 제품을 꺼낼 때,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지그를 강제로 분리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구성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마시고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부착 전 주의사항



3

Dome Premium Genuine Film Installation User Guide

참고

Film지그

얼라인블럭 스퀴지

구성품

• 모델에 따라 구성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성품 외관, 사양 등은 제품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콜솜 Remover극세사 먼지제거 스티커

스토퍼

*모델에 따라 구성품의 차이가 있으니 구매한 제품의 구성품을 확인 후 부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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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STEP2

지그의 상단 홈에 얼라인 블럭을 결합합니다. 

Installation

단말기에 붙어있는 보호 Film을 Remover Pack에 포함된 Remover를 이용해 제거합니다.

※올바른 가이드필름 제거 방향※

※잘못된 가이드필름 제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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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지그의 상/하 방향에 맞게 단말기를 결합합니다.

Installation

STEP4

부착 부위를 알콜솜과 극세사로 닦고 먼지제거 스티커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바닥에 스토퍼를 부착합니다.  지그와 스토퍼를 밀착시킵니다.

지그와 스토퍼 밀착

상(스피커)

하(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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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보호필름

1

STEP5

Installation

• 부착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필름과 단말기가 붙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STEP6

보호필름을 제거한 필름을 Top/Bottom 글씨가 정면으로 보이도록 뒤집어 줍니다.
①필름 상단을 얼라인 블럭에 결합하고 ②필름 하단을 지그 하단에 결합합니다.

※올바른 스티커 제거 방향※

※잘못된 스티커 제거 방향※
※위의 경우 테이프뜯는 소리가 납니다※

[그림2]

[그림3] 필름과 보호필름이 함께 분리 되었을 경우

필름의 Top 부위를 그림과 같이 잡고, [그림1]처럼 1번 스티커를 꺽어줍니다. 
[그림2]처럼 보호필름과 film이 제대로 분리되었는지 확인하며 1번스티커를잡고 보호필름을 천천히 제거합니다. 
[그림3]과 같이 되었다면 보호필름을 처음 상태처럼 부착후, 보호필름만 제거 될 수 있도록 주의하며 제거해줍니다.

• 보호필름을 제거한 film부착면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림1]

Film

보호필름

②

①

TOP

제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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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스퀴지를 비스듬한 각도로 유지한 채 힘을 주어 누르면서 끝까지 밀어 부착합니다.

시작부위

Installation

천천히

• 부착 시 스퀴지를 너무 빠르게 밀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퀴지 사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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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지 사용방향>

STEP8

스퀴지로 film ①상부 끝단 / ②하부 끝단을 누른 상태에서 가이드 필름을 
Jig의 홀에서 분리한 뒤, ③스퀴지 짧은 부분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밀어줍니다.

Installation

<스퀴지 사용방향>

①

③

②

수평방향으로 밀어주세요

x



9

Dome Premium Genuine Film Installation User Guide

Installation

STEP9

Film에 붙은 가이드 필름을 꺾어서 상단부터 제거하고 스퀴지 짧은 부분으로 film 테두리 
부분을 힘을 주어 누르면서 마무리 부착합니다. 지그에서 단말기를 분리합니다.

• 미세 기포는 약 1주일 후 사라집니다. 
• 부착시 발생하는 기포나 자국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습니다.

<스퀴지 사용방향>

※올바른 가이드필름 제거 방향※

※잘못된 가이드필름 제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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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Outer display (모델에 따라 구성품의 차이가 있음)

STEP1

STEP2

부착면을 알콜솜과 극세사로 닦고 먼지제거스티커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보호필름을 제거합니다. 
보호필름을 제거한 필름을 단말기 위에 올려 위치를 맞춰 줍니다.

Installation-Outer display (모델에 따라 구성품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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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손잡이

후면필름

1번 보호필름을 180° 젖힌 후 제거 하면서 스퀴지로 밀어 부착해줍니다.
2번 보호필름을 180° 젖힌 후 제거 하면서 스퀴지로 밀어 부착해줍니다.

Installation-Outer display (모델에 따라 구성품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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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Hinge

Installation-Hinge (모델에 따라 구성품의 차이가 있음)

부착면을 알콜솜과 극세사로 닦고 먼지제거스티커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힌지 필름의 뒷면 보호필름(1번)을 제거하고 단말기 위에 올려 위치를 맞춰 줍니다. 
2번 보호필름을 180° 젖힌 후 제거 하면서 밀어 부착하고, 
3번 보호필름도 180° 젖힌 후 제거 하면서 밀어 부착해줍니다. 
먼지제거스티커로 윗면의 보호필름을 제거하여 마무리 합니다.

STEP4

기포가 생긴 부분은 스퀴지로 꼼꼼히 한번 더 밀어 부착합니다.
먼지제거스티커로 윗면의 보호필름을 제거하여 마무리 합니다.
* 부착시 발생하는 기포나 중앙 일자선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음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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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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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하에 의한 충격 또는 호환되지 않는 Case 사용 등 물리적인 힘이 과도할 경우 내부에 기포나 들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과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파손 제품은 교환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부착 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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