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e-tintproducts.com에서 본 사용 설명서의 번역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TRL® 아이웨어가 최적 성능을 발휘하도록 본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주의사항과 사용법을 따르십시오.

동작 버튼

마이크로-USB 커버 및 포트

광 센서

*내부도, 좌측 안경 다리

사용법

용어집
활성화시키다: 켜십시오; 엷은 색 | 비활성화시키다: 끄십시오; 투명함

CTRL® 전자-착색 아이웨어는 버튼을 신속히 터치하여, 또는 내장된 광 센서를 통해 자동적으로, 두 가지 레벨의 색조로 (온 또는 오프) 즉시 
번갈아 변합니다. 이러한 색조 레벨들은 고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웨어는 자동 모드로 사용하도록 표준 광 문턱값 
설정 상태로 미리 프로그래밍되어 출고됩니다.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사용자가 아이웨어가 자동으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에 광 문턱값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수동 모드 작동 요령 
버튼을 신속히 누르고 놓아주어 아이웨어의 색조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키십시오.

자동 모드 작동 요령
CTRL® 아이웨어는 활성화 빛이 있는 데서 자동으로 색조를 띠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시스템을 자동 모드로 전환하려면, 버튼을 약 3초 동안 
누르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렌즈가 2번 점멸하여 자동 모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버튼을 놓아주십시오. 아이웨어는 이제 
자동 사용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자동 모드를 종료하고 (수동 모드로 들어 가려면) 
수동 모드로 되돌아 가려면 버튼을 한번 빠르게 누르십시오. 참고: 자동 모드를 종료하는 즉시 렌즈는 비활성화됩니다.

광 문턱값을 조정하려면 
우선, 아이웨어를 자동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아이웨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곳과 유사한 빛이 있는 주변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아이웨어를 
착용하고 원하는 조명 상태에서 서계십시오. 버튼을 약 4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4초 후에, 렌즈는 3번 점멸하여 시스템이 센서를 원하는 광 
문턱값에 맞추어 재보정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선택한 주변 조명만큼 밝거나, 그보다 더 밝은 빛은 이제 센서를 작동시킵니다. 전자장치는 
이 맞춤형 문턱값이 재프로그래밍되거나 공장 출고 설정값으로 재설정될 때까지 그 문턱값을 저장합니다.  참고: 반드시 광 센서 주변 지역을 
깨끗이 치워두고 광원에 노출되게 두십시오. 광 문턱값을 설정하는 동안에 손가락이 광 센서를 가리고 있는 경우, 아이웨어는 그 시간의 대부분 
동안 계속 활성화 상태에 있으며 매우 어두울 때에만 비활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움직일 때에는 광 문턱값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공장 출고 설정값으로 재설정하는 요령 
공장 출고 설정값으로 재설정하는 것은 수동 또는 자동 모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약 6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렌즈는 주기적으로 
2세트의 점멸을 합니다. 두 번째 세트의 점멸 후에, 아이웨어는 당초의 공장 출고 설정값으로 복원됩니다.

마이크로-USB 커버를 살며시 벗겨 내어 마이크로-USB 케이블을 전자장치 포트로 연결하십시오. 월 어댑터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충전하십시오. 렌즈는 충전하는 동안 계속 활성화 상태에 있으며, 버튼은 작동이 불가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렌즈는 
비활성화됩니다. 매번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써버린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하는 데 최대 2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충전 전원과 연결된 채로 아이웨어를 보관하기 마십시오.

경고! 이 제품이 소기의 용도에 적합한지를 판별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사용자는 이 제품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합니다.  언제든 
CTRL® 아이웨어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아이웨어의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본 제품은 야간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10°C (14°F) 이하 또는 45°C (113°F)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 사용 여부는 사용자 본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충전

따뜻한 물, 연한 세정제 및 부드러운 천으로 세척합니다. 잘 떨어지지 않는 찌꺼기는 가정용 유리 세정제로 닦아냅니다. 습윤제, 연마제, 강산 
또는 부식제를 함유한 세정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이웨어를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전자장치의 기능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직사 광선에 놓아두지 마십시오. 아이웨어의 수명이 감소합니다.

세척 및 주의

made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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