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 RunIQ Smartwatch
Getting Started Guide

설정 안내
1. 전원 켜기

전원을 켜려면 가운데 버튼을 길게 누르십
시오.
화면 보호기를 제거하십시오.

2. 충전

RunIQ* 충전기를 5V, 1A USB 충전 포트에 연
결하고, 접촉을 유지한 채 RunIQ를 충전기
에 놓으십시오.

3. 앱 페어링 및 설정
Android Wear* 앱을 휴대전화
에 설치한 후 이 앱을 사용하
여 RunIQ을 페어링 및 설정하
십시오.

MyNB* 앱을 설치한 후 이 앱을
사용하여 RunIQ를 Strava*에
연결하십시오.

Strava 앱을 설치하여 실행 내
역을 검토하고 Strava 커뮤니
티와 공유하십시오.

4. 실행을 시작하세요!

맨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실행을 시작하거
나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
시오:
www.newbalance.com/runiq

Customer Support Online

Country

Phone Number

USA

800 5959138

Canada

888 832 7084

UK

0800 802 1057

Germany

0800 7243143

France

0805 109946

Italy

800 596342

Spain

900 839029

Austria

0800 802548

Netherlands

0800 0232242

Belgium

0800 26061

Ireland

1800 817351

Country

Phone Number

Japan

0120 85 7120

Korea

82002 338 9085

Australia

0800 802548

New Zealand

64 9 307 2015

APAC

852 3170 9343

Guide 안전
d'Installation
(fr)
정보
중요 안전 정보—사용 전에 다음 사항을 잘
읽고 숙지하십시오
경고: 이러한 안전 경고를 읽고 따르지 않
으면 화재, 감전 또는 기타 부상 위험이 있
으며 시계 또는 기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기 안전. 시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 회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잘못 취급하
면 감전이나 부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시계를 열거나 시계에 구멍을 내지 마십
시오. 리튬 배터리와 다른 내부 구성 요
소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배터
리 손상 시 화재, 감전 또는 화학적 화상
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시계를 떨어트리거나 시계에 충격이나 과
도한 힘을 가하거나 시계 위에 무거운 물
건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 화면에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하거나 과도
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거칠게 취급하
면 내부 회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 또는 시계 본체에 금이 간 경
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시계를 화염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화재
또는 고열 시 배터리가 폭발할 위험이 있
습니다.
피부 자극 또는 민감성. 보석류, 시계류 및
기타 장신구에 피부 자극 반응을 보이는 사
람들도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거나 시계
또는 밴드 제작 시 사용되는 실리콘,
니켈, 접착제 등의 재질에 민감해서 이러한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또는
민감성 피부일 경우에는 시계 착용에 각별
히 주의하십시오. 초기에는 단시간만 착용
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시계의 장시간 착용, 비위생적인 시계 관리
, 꽉 조이는 시계줄 등은 피부 자극의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 위험을 줄이
기 위해 다음 섹션의 시계 청소 및 착용 팁
을 따르십시오.
피부에 붉은 반점, 물집, 작열감, 가려움
또는 기타 피부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
계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일정 기간 시계
사용 중지, 시계와 피부의 위생적 관리 또
는 시계줄 길이 조절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병원을 찾아
의사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과열. 고온의 환경에 있거나 운동 시 시계
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계는 불편함이나 피부 손상을 입힐 정
도의 열을 방출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시계가 과열되거나 시계의 열로 인해 물
집이나 화상이 생긴다면, 즉시 착용을 중지
하고 고객 지원팀에 연락하십시오.
충전. 시계를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충전
하고, 과열 방지를 위해 직사광선을 피하십
시오. 충전기 과열 시 열분산을 막거나 불
이 옮겨붙을 수 있는 베개, 담요, 종이 및
기타 유사한 재질 주변에 충전기를 두지 마
십시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충전기에서 시계
를 분리하십시오.
충전기에 연결된 채로 시계를 착용하지 마
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계는 배터리 충전을 위해 USB 충전기를 사
용합니다. 다음 USB 충전기 및 전원 관련
일반 안전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 전원, USB 케이블, 충전 받침대 및 시계
를 액체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 케이블을 충전 받침대, USB 포트 또는 전
원에 연결하기 전 연결부와 주변 부위가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인지 꼼꼼히 확인하
십시오. 플러그 포트 또는 연결부의 액체
및 기타 이물질은 단락과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미사용 시 USB 케이블과 충전 받침
대를 분리해 두십시오.
•케이블, 충전 받침대 및 전원을 촛불, 벽
난로, 난방기, 스토브 및 기타 열을 사용
하는 가전제품에서 멀리 떨어뜨려 두십시
오. 직사광선 아래 보관하지 마십시오.
• 충전 받침대, USB 케이블 및 전원에 손상
및 파손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파
손이나 기타 눈에 띄는 손상이 있을 경우
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주의. 시계는 알림, 문자, 이메일 및 기
타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운전 등의 중요한
작업 중 이를 확인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사
고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운전 또는 집중
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계의 메시지나 알
림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모든 교통 수단
이용 시 교통 신호 및 기타 안전 규정을 준
수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지도 및 안내. 시계에는 GPS 수신기가 내장
되어 있어 지도, 현재 위치 및 기타 내비게
이션 정보를 표시합니다. 현재 위치와 기타
내비게이션 정보는 간혹 부정확, 불완전 또
는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및 의학적 상태. 시계는 좋은 운동 도
우미지만, 안전한 운동을 위해 사용 전 의
사와 상담하십시오. 피부 자극, 혈액순환
장애, 발작, 기절, 눈의 피로 또는 두통
등의 부작용 없이 시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아동 접근 금지. 이 시계는 장난감이 아니
며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시계의 작은 부품을 어린이가 삼킬 경
우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청력 손상. 큰 소리는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헤드폰 착용 시, 청력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해 음량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
하십시오.
위험한 행동. 시계는 사망, 부상 또는 재
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
할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시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및 관리
위생 관리 및 피부 자극. 피부 자극 위
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계 청
소 및 착용 팁을 따르십시오:
• 시계를 정기적으로 닦아줍니다.
• 시계줄을 손목에 너무 꽉 조이지 않
습니다. 시계와 피부 사이에 공기가
통하도록 조절하여 착용합니다.
• 목욕 시 시계를 풀어 정기적으로 시
계 주변의 피부를 닦아줍니다.
시계 청소.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시계
는 정기적으로 닦아주십시오. 시계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청소 규칙
을 따르십시오:
• 시계를 닦을 때 독성 화학 물질, 세
정제 또는 농도가 강한 세제를 사용
하지 않습니다. 시계를 비누, 세
제, 산성 도는 산성식품, 비눗물,
향수, 살충제, 로션, 자외선 차단
제, 기름, 접착제 제거제, 염색약
또는 알코올성 액체 등가 같은 물질
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 시계를 식기세척기, 세탁기 또는 건
조기에 넣지 않습니다.

보관. 부적절한 보관 시 시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계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해 다음 보관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 먼지가 많고 비위생적인 장소에서의
시계 사용 및 보관은 구성 요소의 손
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시계를 따뜻한 장소나 직사광선 아
래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고온은 전
자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배터
리를 손상시키며, 일부 플라스틱 부
품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녹일 수
있습니다.
• 추운 장소에 시계를 보관하지 마십
시오. 시계 온도가 평균 온도로 올
라갈 경우 시계 내부에 습기가 차 전
기 회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방수. 시계는 5 ATM까지 방수가 되며
수심 50 M 이하에서는 방수가 되지 않
습니다.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및 빠
른 속도의 수상 스포츠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료기기가 아님. 시계와 모바일 앱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질병의 완치, 증상
완화,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설계
되지 않았습니다.

복구. 시계를 열거나 수리를 시도하거
나 내부 부품을 교체하지 마십시오. 내
부에는 사용자가 수리 및 교체할 수 있
는 부품이 없습니다. 시계를 열면 시계
의 손상 및 방수 기능이 훼손될 수 있습
니다.
폐기. 시계는 부적절한 폐기 처리 시
환경 오염 또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전자기기와 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Android Wear is a trademark of
Google Inc.
Intel and the Intel logo are trademarks
of Intel Corporation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 Other trademarks and trade names
are those of their respectiv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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