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K LIGHT & STERILIZER

UV-C LED Sterilizer

ON sterilizes viruses in the living space in front of the monitor in just 15 minutes with a powerful 60mW UV-C LED
The proximity sensor fitted provides full protection against the hazards of the UV-C LED

Desk Light

ON detects the surrounding area and provides the appropriate light source
Simple manipulation can be used to adjust and according to individual's tendency

STERILIZER
To begin the sterilization all you have to do is leave your seat

사용자를 감지하는
안전한 살균
살균을 시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자리를 떠나는 것 뿐입니다
장착된 UV-C LED는 안전하게 바이러스를 살균합니다

근접센서 영역에 사용자가 감지되면 즉시 조명 모드로 전환되며

사용자가 근접센서 영역에서 충분히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분 후 살균을 시작합니다

근접센서 영역은 UV-C 파장 영역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접센서 영역에 감지되면
즉시 조명 모드로 전환

사용자가 근접센서 영역에서 벗어나면
�분후 자동 살균 모드로 전환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UV-C 파장의 위해성으로부터 완벽 보호합니다
근접센서 작동으로 UV-C 파장이 사용자에게 직접 닿지 않아 안전합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편리한 살균
아무것도 신경쓰지 마세요
ON은 알아서 살균합니다
ON은 사용자가 앉아 있는 동안 책상 위를 밝혀주고
자리를 비우면 �분 후 자동으로 살균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 살균 후에도 공기 중 바이러스나 세균 등은 계속 책상 위 물건들에 쌓입니다
ON은 사용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회의를 가거나,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울 때마다 ON은 수시로 살균하여 안전한 환경을 유지시켜 줍니다

사용자 부재 시 자동으로 살균을 시작하고, 사용자가 돌아오면 자동으로 조명으로 전환되어
살균을 위해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온전히 자신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편리성
안전성

살균 신뢰성
조명기능

[ ON VS Other sterilizer ]

��mW급 UV-C LED �개로
강력한 살균
작은 휴대용 살균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한 ��mW급 살균력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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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은 ��mW급 UV-C LED를 �개 사용합니다

Salmonella typhimurium

이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는 치명적인 UV-C 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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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앞부분은 빠르게 살균이 완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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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bsiella pneumoniae

모니터와 전면 ��cm 떨어진 부분과 좌우 ��cm 떨어진 부분까지
천천히 확실하게 살균이 완료됩니다

Escherichia coli

UV-C LED 하단의 투명창 재질은 석영(Quartz)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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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phylococcus 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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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Reach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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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UV-C 파장의 투과율을 높였습니다

��" 모니터(높이 ��cm) 거치 시 ��분 안에 ��.�% 살균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공간을 지키는
넓은 살균 범위
모니터 앞 ���mm x ���mm까지
넓은 공간 살균
스마트폰, 키보드, 마우스, 컵 등 수시로 만져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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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살균기로는 버거웠던 사이즈가 큰 생활용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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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mm x 전면 ���mm 이내의 넓은 범위에서 물건을 살균합니다
생활 공간의 물건들을 한 번에 살균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살균 제품들이 좁은 면적을 살균하고, 직접 움직여 줘야 하고,
여러 번 반복해야 하고 살균 작업이 번거로웠다면
ON의 넓은 살균 면적으로 한 번에 책상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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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rilization R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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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LIGHT
The moment it turns ON, your life becomes healthier and brighter

눈을 편안하게
자동으로 적절한 조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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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밝기는
눈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 평균 �.�시간씩 컴퓨터를 합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등 스크린 타임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비결은 충분한 조명입니다

ON은 조도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주변 밝기를 감지하고 적절한 광원을 제공하여
75

[ Lighting Range ]

cm

사용자에게 편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EYE CARE 모드 설정 시 사무실 권장 조도 ���LUX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밝기와 색온도 조절
눈부심 걱정 없는 적절한 조명 각도
ON을 ON하는 순간
당신의 생활이 밝아 집니다
따뜻한 조명은 긴장을 풀고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적합한 감성적인 조명이며
시원한 조명은 업무나 학습 등에 집중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성적인 조명입니다

HUE를 터치하여 ����k~����k의 �단계 색온도 조절과

BRIGHT를 터치하여 ���LUX~����LUX의 ��단계 색 밝기 조절로
사용자가 원하는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의 조명은 책상만 비추고 화면에는 비치지 않아

화면에 조명이 반사되어 눈이 부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 Classic Type ]

[ ON ]

눈을 건강하게
블루라이트/논플리커 차단

Other

보이지 않는 것부터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우리 생활에 물들어져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다양한 가전제품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눈을 피곤하게 합니다

오래도록 모니터를 봐야 할 경우 조명 LED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와

플리커(깜빡임) 현상은 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ICRT-TR-S200578-0A
청색광�위험이�없는�것으로�간주되는�평가

[플리커 차단]

ICRT-TR-S200579-0A
플리커�현상이�없는것으로�간주되는�평가

ON은 고품질 LED를 사용하여 블루라이트 방출을 차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깜빡임까지 없애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조명으로 눈의 피로도를 낮춰
시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for higher convenience
Good design is good for the user

다양한 공간에 활용 가능한
홀더

하루종일 사용해도
경제적인 전기 요금

간편한
USB사용

다양한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홀더를 사용하면 모니터 외에도

한달 ���원으로 최소 �~�년이상 생활 공간을 세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책상 위 이외에도 살균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주방, 신발장, 장난감 통 등 여러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살균이 필요한 곳에 홀더를 사용하여 장착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한달을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원!
Dual color LED
�W x ��H = ��W

UV-C LED
�.�W x ��H = ��W

하루 ��W = 약 �.�원 / 한달 �,���W = 약 ���원
( 누진세�미적용 / 기본요금�제외 / �kWh=��.�원 )

쉽게 USB 전원을 사용하여 PC, Power Bank, USB AC Adapter에서
세계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SB 전원�사용�시�제품과�함께�제공되는 USB 케이블을�사용하고, 컴퓨터�후면의
USB �.� (파란색�포트) 포트에�연결해�주세요
※ 제품의�소비전력은 �W입니다
USB �.�포트는�기본적으로 �W를�제공하나�포트�제조업체마다�약간의�차이가
있어�불빛이�떨리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유하고�계신 USB AC 어댑터를�사용하시면�정상�작동됩니다

사생활 침해 방지
웹캠 커버

설정값을 기억하는
메모리칩

오래 사용할 수 있는
LED 수명

웹캠 커버를 장착하여 해킹으로 인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

ON은 최근 설정 상태를 기억하는 메모리칩이 내장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UV-C LED는 ��,���시간입니다

요즘 사용자의 웹캠을 해킹하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카메라(투명창 포함)의 위치가 모니터 상단에 ��~��mm 이내의 크기로
장착 가능합니다

마지막 설정값을 기억해 사용할 때마다 재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종료(정전)나 컴퓨터 재시동 시에 자동으로 최근 설정 상태로
재작동합니다

초기 �회 설정만으로 생활 환경이 건강해 집니다

제품에 붙어있는 조명용 LED는 ��,���시간
��시간 연속 사용의 경우 �~�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도 기능은 저하되지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

설정 방법
�

받침�을�열어�논슬립�패드
보호�테이프를�제거해�주세요

�

ON홀더를�화살표가�앞으로
오도록 ��도�돌려주세요

�

안쪽의 �개의�구멍에�맞춰
고정핀을�끼워�주세요

�

받침�를�모니터�전면�중앙에
걸면서�받침�을�모니터
후면에�고정시켜�주세요

�

선반홀더를�원하는�위치에
설치해�주세요

�

창문을�열어�웹캠을�가리지
않게�걸면서�받침�을�모니터
후면에�고정시켜�주세요

�

수평�혹은�원하는�각도로
되었는지�확인하세요

(논슬립�패드는�재점착�패드로
쉽게�떨어지고�다시�잘�붙습니다
논슬립�패드가�오염된�경우�물에
닦으면�점착력이�복원됩니다)

�

ON홀더에�표시된�화살표
방향으로�끝까지�밀어
끼워�주세요.

�

구성품 USB 케이블로
ON과�컴퓨터�후면 (또는
모니터, 어댑터, 보조배터리)
에�연결해�주세요

�

구성품 USB 케이블로
ON과�컴퓨터�후면 (또는
모니터, 어댑터, 보조배터리)
에�연결해�주세요

�

구성품 USB 케이블로
ON과�어댑터
(또는�보조배터리)에�연결해
주세요

• 터치 영역은 글자 밖 대각선 테두리 터치 •

1 STEP
Center LED indicator touch / 시작

받침�↑

2 STEP
Eye care touch / 눈�건강�모드

받침�→

3 STEP
Safe care touch / 살균�모드

←선반홀더
←ON홀더

구성품
본품

←고정핀
←창문

홀더

설명서

��
��

��

���

���
���
��

웹캠커버
��

��

USB
USB C

����

USB A

간단한 사용법

색온도�조절(HUE)

HUE 터치�시
�단계�조명�온도�조절

센서 거리 수동 설정

각도 조절을 하여도 사용 중 살균 모드로 전환이 될 경우 또는 부재시
살균 모드로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센서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 �초간�터치
ON I OFF

색 밝기�조절(BRIGHT)
BRIGHT 터치�시
��단계�조명�밝기�조절

전면부 LED 색상으로�현재�사용�모드�확인
[EYECARE MODE]

초록 LED
눈�건강�모드�작동�중

��°

주변�밝기를�감지하는
자동 조명을 사용�중인�경우

사용자가�근접센서�영역에서
벗어나 살균�중인�경우

살균�모드(SAFECARE)
SAFECARE 터치�시
파란 LED �회�깜빡임
▶ 살균�모드�시작
파란 LED �회�깜빡임
▶ 살균�모드�해제

눈�건강�모드(EYECARE)
EYECARE 터치�시
눈�건강�모드�작동

* 눈�건강�모드�해제를�원하시면
메뉴얼�모드를�터치하여�원하는
밝기와�온도로�조절해�주세요

[MANUAL MODE]

하얀 LED
메뉴얼�모드�작동�중

사용자가�색온도 / 밝기�조절을
수동으로�조절한�경우

BRIGHT
�초 이상 터치

전원을 끈 후 상단 오른쪽 BRIGHT를 �초 이상 터치합니다
전면부 LED가 켜지며 현재의 센서 거리 색상이 표현됩니다

[SAFECARE MODE]

파란 LED
살균�모드�작동�중

전원 OFF

▼

+�� +�� 기본 -�� -��

사용중 살균 모드로 자주 바뀔 경우 센서의 거리를 넓혀 보세요
좁은 공간에서 사용으로 살균 모드로 진입이 안될 경우
센서의 거리를 좁혀 사용해 보세요

+��
노랑색 LED

+��
하늘색 LED

기본
파란색 LED

-��
핑크색 LED

-��
빨강색 LED

상단 HUE 또는 BRIGHT 버튼을 터치하여 원하는 거리를 선택 후
하단 SAFECARE 또는 EYECARE를 터치하면 전면부 LED가 꺼지며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전원을 켜고 사용하면 설정한 센서 거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저희�제품은�근접센서로 UV-C LED의�위해성으로부터�철저히�보호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이들이나�반려동물이 UV-C LED 파장에�장시간�노출로
피해를�입지�않도록�유의�바랍니다.
살균�모드(SAFECARE)로�전환되지�않는�경우

모드�전환에�사용되는�적외선�근접센서는�반사되는�적외선의�양으로�제어하기
때문에�반사되는�물체의�색상이나�주변�환경에�따라�물체�인식�범위가�조정될
수�있습니다

- 좁은�공간에�흰�벽이�있을�경우�반사되는�양이�많아�살균�모드로�전환이
안될�수�있습니다
- 의자�등이�센서�범위�안에�있어�전환이�안될�수�있습니다
- 근접센서�부위에�지문이나, 이물질이�묻어�있을�경우�오작동�원인이�될�수�있으니
깨끗하게�닦아주세요
사용�중�살균�모드(SAFECARE)로�전환될�경우

모드�전환에�사용되는�적외선�근접센서는�반사되는�적외선의�양으로�제어하기
때문에�반사되는�물체의�색상이나�주변�환경에�따라�물체�인식�범위가�조정될
수�있습니다

- 모니터�높이가�사용자의�머리�위로�높이�올라가�있는�경우�또는�각도가�위로
향하여�거치했을�경우�센서가�위로�향하게�되어�인식�범위에서�벗어날�경우가
있으니�모니터�각도와�높이를�잘�맞춰주세요
- 책상에�엎드릴�경우, 뒤로�누운�자세로�앉을�경우�등�센서에서�벗어난�자세가
�분�이상이�되는�순간�센서가�아무것도�없는�것으로�판단하여�살균�모드가
켜질�수�있으니�자세를�바로잡아�주세요
- 검은색�옷, 모자�등의�경우�근접센서�범위�안에�있더라도�빛의�반사�양이�적어
살균�모드로�전환될�수�있습니다
이�경우�센서가�사용자�쪽으로�향하도록�제품을�살짝�앞으로�기울이거나
센서�거리�수동�설정으로�센서의�거리를�조절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아래�항목을�확인한�후에도�해결이�안�될�경우
A/S 접수하시기�바랍니다
조명이�깜빡깜빡하며�살균�모드(SAFECARE)로�전환이�안되는�등
정상�작동이�안�될�경우

- 컴퓨터�전면이나�상단�포트(전원�제공이�후면�포트보다�적습니다)를�사용할�경우
전력이�부족하여�정상�작동되지�않을�수�있습니다
이�경우�컴퓨터�후면�또는�모니터의 USB �.� 포트를�사용하시면�정상�작동됩니다
- 보유하고�계신 USB 어댑터나�보조�배터리를�사용하셔도�정상�작동됩니다

* USB �.�포트는 �.�A, �.�포트는 �A를�제공하는�것이�원칙이나�포트�제조사마다�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
그렇기에 �.�포트를�사용하여도�정상�작동되고 �.�포트를�사용하여도�비정상�작동될�수�있습니다
이는�포트�제조사마다�생산규격에�따른�것으로�포트�불량은�아닙니다

눈�건강�모드(EYECARE) 사용�중�조명이�밝아졌다�어두워졌다�할�경우

눈�건강�모드의�경우�조도센서로�주변의�밝기를�감지하여�적절한�광원을�제공하기
위해�빛의�단계를�조정하면서�생기는�현상으로�정상�작동�중입니다
컴퓨터�전원을�껐는데�제품�전원이�들어올�경우

서포터님의�컴퓨터�세팅에�따라�컴퓨터�종료�후에도�전원이�공급되어�제품이
작동할�수�있습니다
이�경우�정상�작동이�안�될�수�있으니�수동으로�전원을�꺼�주시거나, 컴퓨터
제조사에�문의하여�세팅을�변경해�주시기를�권장합니다

Q 제품�동작이�안돼요
A 본�제품의�동작�입력�전원은 �W이므로�어댑터�또는�외장
배터리로�사용�시�전원�사양을�확인하여�주십시오
만약�어댑터�또는�외장�배터리�전원이 �W보다�낮은�경우
제품이�동작하지�않거나�오작동이�발생할�수�있습니다

Q 살균�모드로�자동�전환이�안돼요
A 제품에�장착된�적외선�근접센서는�반사된�적외선�측정�방식으로
주변�환경에�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 좁은�공간에�흰�벽이�있을경우�반사되는�양이�많아�살균�모드
전환이�안될�수�있습니다
너무�좁은�공간에서의�사용은�피해주세요
- 센서부분에�지문이나�이물질이�묻어있을�경우�센서�인식이
안될�수�있으니�깨끗하게�닦아주세요
- 의자�등이�센서범위에�있는지�확인해�주세요
근접센서는�센서�영역�안에�인체�또는�물체가�있을�시�살균�모드로
자동�전환이�안될�수�있습니다
이�경우�영역의�간섭을�피하시면�살균�모드로�자동�전환됩니다
Q 제품의�수명은�어떻게�되나요
A 제품에�장착된�조명용 LED는 ��,��� 시간, UV-C LED는
��,��� 시간입니다
��시간�연속�사용�시 �~�년�이상�사용�가능합니다
이�기간�이후에도�기능은�저하되지만�계속�사용�가능합니다
위�수치는�제조사�결과치입니다
Q 살균�효과는�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A 살균효과는�전문�탐지�장비에서만�확인할�수�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공인시험기관 [ALLPASSBIO]의
시험성적서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품 A/S

tomo.co.kr 회원가입�후
고객센터 - A/S 신청을�통하여
구입�플랫폼, 구입�시기, 제품�사진과�함께�접수
제품�보증기간 �년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의 경우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 서비스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경우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운송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ㆍ사용 중 분실한 부품의 재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ㆍ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외부 원인으로 고장이 난 경우
ㆍ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해 고장이 난 경우

ㆍ제품 내부에 이물질(물, 음료 등)을 투입하여 고장이 난 경우

ㆍ직접 수리, 개조하여 고장이 나거나, 부품의 분실이 발생한 경우
ㆍ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별매품 사용으로 고장이 난 경우

ㆍ사용 전원의 이상 및 접속 기기의 불량으로 고장이 난 경우
ㆍ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난 경우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하기�전에�자세히�읽고, 반드시�지켜�주시기
바랍니다
ㆍ본체를�임의로�분해하지�마십시오

ㆍ반드시�제품과�함께�제공되는 USB 케이블을�사용하여�주십시오
ㆍUSB 전원�사용�시�컴퓨터�후면의 USB �.� (파란색)포트에
연결해�주세요
전면�포트나, �.� 포트가�아닌곳에�연결�할�경우
오작동이�발생할�수�있습니다

ㆍ보조�배터리�또는�어댑터를�사용하는�경우�전원�출력이 �V �A를
공급하는지�확인하십시오

ㆍ제품에�무리한�힘을�주지�마세요.
조명부를��도�이상�돌리거나�무리하게�젖힐�경우�거치�장소에서
분리될�수�있습니다
ㆍ커브드�모니터에�설치�시�조명부의�끝�부분이�모니터에�닿을�수
있습니다
커브드�모니터의�경우�제조사별로�각도가�다양하기
때문에�구입시�모니터의�각도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ㆍ자녀�사용�시�부모님의�지도하에�사용�바랍니다

ㆍ제품에�설치된 UV-C LED를�직접�보지�마십시오

ㆍ직사광선이나�온도가�높은�곳�또는�화기�주위에서�사용하지
마십시오
ㆍ장시간�사용하지�않을�시�전원을�분리하여�보관해�주십시오
ㆍ이상이�있을�시 A/S 접수를�통하여�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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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연색지수
조도
광속
색온도
UV-C LED 최대수명
조명용 LED 최대수명

조명용 LED, UV-C LED, Blue LED
Ra ��
���� Lux in the center(height ��cm)
����K : ��.�[Lm] / ����K : ��.�[Lm]
����K ~ ����K
��,���(H)
��,���(H)

UV 최대파장
UV 세기
입력전원
소비전력
재질
크기
무게

���nm
��mW
�V, �A
�W(max)
Aluminium alloy, PC, ABS
���mm(W) x ��mm(H) x ���mm(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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