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ME GLASS® Quick Guide
• Before use, please read whole manual.• Exchange or refund cannot be provided for damaged products by user negligence. • 제품 사용 전 반드시 모든 설명서를 읽어주세요.• 사용자 과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파손 제품은 교환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https://manuals.plus/m/81a4c0677fe2600fb881750e5d339b376f3719c0e4249b9259c56637670c7022


2

DOME GLASS LINE UP(EN)
ABOUT US
Learn about dome glass and try a variety of products!

* KOREA Patent no. 10-2038740 / 10-1938515 * USA Patent no. 10684655

*특허출원 액상 Type 일반 Type

• SEESAW • E-JIG • EZ   • EZ CAMERA • DOME        PREMIUM FILM
• S-CUSHION• DOME CASE• DOME CHARGER

The representative installation type of Dome glass, it is the main solution to install the tempered glass screen protector perfectly without any flaw! Provide high touch sensitivity and transparency by patented technology using liquid adhesive! Flawlessly attached without lifting, protect the device and prevent any scratches!

Dome Glass unique technology provides more convenient, quick and full protection with easy installation! Not only the phone device, but also various model lines such as tablet and Nintendo are ready!Dome Glass EZ that increase convenient for customers, reduce installation time and satisfy cost-effectiveness!

Upgraded from the representative installation type, Seesaw, tempered glass attachment solution that can attach glass seamlessly and perfectly with a single touch!

Recommending for people who want to protect screen with flexible film!

Dome Life provides various phone accessories from cases to chargers!

* KOREA Patent no. 10-2038740 / 10-1938515   * USA Patent no. 10684655

• SEESAW • E-JIG

• EZ TYPE
• DOME PREMIUM FILM

• DOM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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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 GLASS LINE UP(KR)
돔글라스 알아보기
돔글라스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돔글라스를 대표하는 모델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강화유리를 부착할수있는 강화유리 부착 솔루션!*특허받은 액상부착방식으로 빠른 터치감도와 높은 선명도를 제공!들뜸없이, 빈틈없이 부착되어 스크래치 방지!

간편한 부착방식으로 보다 편리하고 빠르지만 완벽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돔글라스만의 기술력!단말기뿐만 아니라, 테블릿, 닌텐도 등 다양한 제품군 준비완료!편리함은 높이고, 부착시간은 줄이고 가성비와가심비를 모두 만족하는 DOME GLASS EZ!

대표모델인 시소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한번의 터치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강화유리를 부착할수있는 강화유리 부착 솔루션!

플렉시블한 필름으로 단말기를 보호하고 싶다면, 돔 프리미엄 필름 추천!

케이스 부터 충전기까지 다양한 휴대폰 악세서리를 제공하는 돔라이프!

* KOREA Patent no. 10-2038740 / 10-1938515 * USA Patent no. 10684655

* KOREA Patent no. 10-2038740 / 10-1938515   * USA Patent no. 10684655

*특허출원 액상 Type 일반 Type

• SEESAW

• SEESAW

• E-JIG

• E-JIG

• EZ   • EZ CAMERA

• EZ TYPE
• DOME PREMIUM FILM

• DOME LIFE

• DOME        PREMIUM FILM
• S-CUSHION• DOME CASE• DOME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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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the Installation video and manual carefully before       start to install. • Please see all introductions, since each device has     different installation way. • Install the Dome glass after removing any film on the   screen.  • Must check if the installation spot is flat using a level   meter or an app. • Please avoid a dusty place or sunlight. • Be careful of any impacts while getting out the jig from     the box in order to prevent any damage. • Please check whether the installation can be started     within enough space. • Be careful not to force the jig apart or break it. • The liquid adhesive is harmless to your body but be    careful not to consume it. • If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ubsidiary materials, please   do not attempt installation and contact customer service    immediate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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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착액은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절대 음용하지 마세요.
 • 구성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마시고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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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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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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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전 주의사항 부착 후 주의사항 강화유리 탈착 시 주의사항 UV  경화기 안내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세요.

 • Dome glass may be damaged by impacts or external    strength.  • Although Dome glass includes shatter-resistant film,    recommend users change the Dome glass to new one    once glass is broken in order to prevent any harm.  • Bubbles or lifting may occur by physical impacts such    as drop impact, incompatible phone cases use, excessive    strength while cleaning with alcohol wipes or etc.  • No refund or exchange for any type of user damages.   • Refer to the Reuse of Jig manual when reusing the jig.

 • When removing the tempered glass from the device,       face it towards the ground before removing.  • Remove it outdoors or near a trash can.  • Use your fingernails and slowly lift the glass from the     corner to remove it. (Removing it suddenly could lead     to damages or injuries)
 • UV curing machine recommends using 2A or higher power. • When using low current (A) power (laptop or power bank)   After the 2nd curing, proceed with 2~3 additional curing.

Cautions before Dome glass installation Precautions after installation Precautions when removing the tempered glass UV Curing Machine

Please check the installation Guide.

Not included in the replacement kit.

B2C 구성 제품에만 경화기 포함

CAUTION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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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efund or exchange for any type of use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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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대표번호CONTACT US

게시글 및 채팅으로 제품모델명과 문의사항을 접수해주시면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공단7로 27(백석동)

We always provide friendly and fast service to your questions.

27, Baekseokgongdan7-ro, SeoBuk-gu, Cheonan-si,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화이트스톤 공식몰 홈페이지HOMEPAGE

화이트스톤 고객센터※Global A/S※

 1668-1632

(주)화이트스톤WHITESTONE Ltd.

feedback@whitestonedome.com

www.whitestonedomemall.com
> 메인화면 우측 하단 [상담하기] > 카카오톡 실행 > 화이트스톤119채널 검색 > [상담하기]

www.whitestonedome.com> WARRANTY REQUEST

A/S Installation User Guide
Please check the A/S Guide / A/S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Please check the installation User Guide / 설치메뉴얼을 확인하세요

<Installation Direct>부착방법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