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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Contents

/ 패키지 구성 / パッケージ内容 / 产品零件介绍

Height: 129.5mm Width: 165.0mm Depth: 67.5mm Weight: 216g

RETRODUCK for iPhone Plus 6+, 6s+, 7+, 8+
Height: 138.5mm Width: 184.0mm Depth: 67.5mm Weight: 2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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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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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DUCK contains a magnet. Do not place products which could be affected by the magnet near Retroduck.
•Do not drop it from a high place or subject it to excessive impact.
•The product may be deformed in places exposed to high temperatures, such as on the dashboard of a car or near a heater.
•Product speciﬁ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When using cables other than the genuine lightning cable, there is a risk of damage.
•Small parts may be swallowed by children, so care must be taken by the guardian.
•Do not forcibly turn the dial attached to the front. There is a risk of damage.
•You are responsible for any failure to comply with the User's Guide.

취급 주의사항
•레트로덕에는 자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석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무리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자동차의 대시보드 위, 또는 화기 주변과 같이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는 제품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It is based on Apple's genuine lightning cable.

•제품의 사양과 규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애플 정품 규격의 라이트닝 케이블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Apple純正Lightningケーブルの規格で設計されています。
本品以正品苹果Lightning连接线为标准制作。

•정품 라이트닝 케이블 규격 이외의 케이블을 사용 시,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작은 부품들은 아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면에 부착된 다이얼은 강제로 돌리지 마십시오.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 안내서를 따르지 않은 사용자 과실의 모든 책임은 해당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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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り扱い注意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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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レトロドックには磁石が内蔵されています。磁石の影響を受けやす製品には近づけ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高いところから落としたり、無理な衝撃を与えないでください。

•車のダッシュボードなど、高温及び火が発生しやすい場所には置かないでください。
•製品の仕様と規格は予告なく変更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純正のライトニングケーブル規格外のケーブルを使用する場合、破損の危険性があります。
•小さな部品などは、子供たちが飲み込む恐れがあるので、保護者の注意が必要です。
•正面に付いているダイヤルは強引に回さないでください。破損の恐れがあります。

•本製品の故障、又は使用によって生じた本製品の損失・破損について、弊社は一切の責任をおい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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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意项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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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DUCK制品里包含磁铁,受磁力影响制品保持一定距离。
•该物品请不要从高处掉下或给冲击。
•请注意高温下变形。(如: 火气,汽车仪表板等等）
•产品的规格会没有预告变更。
•使用非正品连接线,会存在破损危险。
•保护者请注意一下儿童吞下零件。
•请不要操作正面的表盘,会破损。
•请用户按使用说明书使用该产品,否则用户过失的所有责任在于相应用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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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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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원 / サポート / 顾客服务

contact@wisekids.com
Wisekids corp. 5F 313, Dosan-daero, Gangnam-gu, Seoul, Korea
Copyright ©2016 WISEKIDS corp.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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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com/myretro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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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com/myretroduck
twitter.com/myretroduck

www.myretrodu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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