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he glass feet are consumable parts just like other PTFE feet. 
• The glass feet can wear over time and they can break or crack
   if you drop or hit with a sharp object. 
• The glass feet won't break naturally or break during normal usage.

• 유리 피트는 다른 PTFE 피트와 마찬가지로 소모품입니다. 
• 유리 피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될 수 있으며 떨어뜨리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부딪치면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습니다.
• 유리 피트는 자연적으로 깨지거나 정상적인 사용 중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 PTFEなどのマウスフィートと同様にガラスのマウスフィートも消耗品となります。 
• ガラスフィートは時間の経過と共に摩耗し、衝撃を与えたり尖ったものに衝突する
  とヒビが入ることがあります。
• ガラスフィートは自然に壊れたり通常の使用において壊れたり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DO NOT USE THE MOUSE if your glass feet are broken
or have a crack.
 
If you break the glass feet: 
1. Stop use the mouse immediately. 
2. Clean your surface immediately using wet tissue. 
3. Vacuum the surface Thoroughly. 

Use caution when dealing with glass sharps. 
Avoid direct hand contact with glass. 
Use tools such as broom, dust pan, shovel to pick up debris.

사용중 유리피트가 깨지거나 금이 갔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만약 유리피트가 깨졌으면: 
1. 사용을 바로 중지하여 주십시오. 
2. 즉시 사용하였던 표면을 물티슈등을 이용하여 청소하여 주십시오. 
3. 청소기를 사용하여 유리조각이나 가루가 없도록 청소하여 주십시오.

깨진 유리를 다룰 시 날카로운 면에 주의 하여 주십시오.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청소하여주십시오.

このマウスフィートが壊れている場合、 もしくは欠けている
場合は絶対に使わないでください。 

もしもこのマウスフィートが壊れている場合: 
�. 直ちにこのマウスの使用を止めてください。 
�. マウスパッドの表面をウェットティッシュなどで拭き取ってください。 
�. マウスパッドの表面を掃除機等で吸い取ってください。

壊れた場合、注意をして扱ってください。 
ハタキ等を使いガラスとの直接的な接触はお避けください。

WARNING   注意   경고

DO NOT USE WITH GLASS MOUSE PADS. 
유리패드와 사용하지 마십시오. 
ガラス製のマウスパッドと併用しないでください。



Remove the skates from your mouse. 
마우스에서 기존 피트를 제거합니다. 
マウスからスケートを外します。

Attach the superglide skate.
슈퍼글라이드 스케이트를 부착합니다.
Superglideを取り付けます。

Press firmly for 2-3 sec.
2~3초 동안 밀어줍니다.
�~�秒間しっかりと押します。

Clean the surface, make sure there are no residue. 
표면을 깨끗이 하고 잔여물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表面をきれいにし、残留物がないことを確認してください。



• Do not use your finger or nail to remove the superglide. 
• Please use a thin plastic prying tool to remove the superglide. 
• If you use adhesive remover or cleaner, it will permanently damage the adhesives on the superglide. 
• Use a prying tool to gently and slowly lift the superglide from the edge.

• 슈퍼글라이드를 제거할 때 손가락이나 손톱을 사용하지 말고 얇은 플라스틱 프라이어를 사용하여 슈퍼글라이드를 제거하십시오. 
• 접착제 제거제나 클리너를 사용하면 슈퍼글라이드의 접착제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지레 (프라이어) 도구를 사용하여 가장자리에서 슈퍼글라이드를 부드럽고 천천히 들어 올리십시오.

• Superglideを外す際、必ず指や爪を使わずに小さいマイナスドライバーなどの道具を お使いください。
• また、シール剥がしや接着剤を除去するクリーナーなどを使用すると Superglideが痛み使用できなくなります。
• 小さいマイナスドライバー等の道具を使い、 ゆっくりとエッヂ部分からリフトしてください。



NEED ANY HELP?
Thanks for choosing Superglid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if you need any help with your produc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support@pulsar.gg

GLOBAL: www.pulsar.gg/support
대한민국: support@pulsargg.kr
日本: support@pulsargg.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