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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제거하기

주의: 이 프로세스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디바이스를 열면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이 조치는 디바이스를 폐기할 때만 수행되

어야 합니다.

이 디바이스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어, 폐기하기 전에 배터리를 제거해야 하며 가정용 폐기물과 함께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배터리를 제거하려면 실리콘 외부막을 제거하고 내부 플라스틱 틀을 열어 지역 환경 규제에 따라 폐기할 배터리를 제

거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 안전을 위해 장갑을 착용하세요. 자세한 지침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면책조항: 모든 책임은 디바이스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장치 사용으로 초래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그 어떠한 부상, 손상, 

신체적 혹은 그 외 피해에 대한 책임도 포레오와 대리판매자 모두에게 없음을 명시합니다. 아울러 포레오는 발행물에 대한 

수정의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별도 공지의 의무 없이 어느 때에나 수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RF 노출 규정: 이 디바이스는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대해 명시된 FCC 방사선 노출 제한을 준수합니다. 이 디바이스는 일반적

인 RF 노출 필요조건을 충족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휴대용 노출 조건에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FCC 규칙 제 15부를 준수합니다.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이 디바이스는 유해한 전파 방해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디바이스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있는 전파 방해를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전파 방해를 수용해야만 합니다.

주의: 규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승인 받지 않고 디바이스를 변경 또는 개조하면 디바이스를 작동하는 사용

자의 권한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 이 디바이스는 테스트를 통해 FCC 규정 제15부에 따른 B등급 디지털 장치의 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디바이스를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해한 전파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이 디바이

스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및 사용하고 방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전파 방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설치가 전파 방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이 디바이스가 라디오나 TV 수신에 유해한 전파 방해를 야기한다면, 디바이스를 껐다 켜서 확인할 수있는 경우, 아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하여 전파 방해를 수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 수신기 방향을 바꾸거나 재배치하세요.

• 디바이스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넓힙니다.

•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디바이스를 연결하세요.

•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품 사양

재질: 인체에 안전한 실리콘 & ABS 플라스틱

컬러: 민트/푸시아/미드나잇/펄

핑크/선플라워 옐로우

사이즈: 80 x 78 x 38 mm

무게: 87g

배터리: 리튬 이온 530mAh 3.7V

사용량: 최대 400회

사용대기시간: 90일

주파수: 100 Hz

최대 소음 레벨: <50dB

인터페이스: 1- button

모델은 제품 향상을 위해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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