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 데이, 올리 나이트

국문 설명서
Daily Sunlight to Sleep Well



올리

구성품

설명서

파우치

충전케이블 (USB Type-c)



충전 단자

마그네틱 부분

마그네틱 부분 마그네틱 스위치

충전 표시등

광원부

부분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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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뚜껑을 열어 뚜껑 윗면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아주세요

본체를 뚜껑 윗면의 자석과 붙여
세우면 안정적으로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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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적정사용시간인 25분 동안
밝기를 유지한 후 자동으로 꺼집니다

올리를 로고쪽 방향으로 기울이면
서서히 켜지기 시작합니다  



올리의�밝기에는�두�가지�모드가�있어,  1단계(컴포트�모드)와 2단계(부스트�모드)를 
차례로�전환합니다. 처음�켜면 1단계부터�동작합니다

모드 전환



충전
동봉된 USB type-c 충전�케이블을�사용하여�올리를�충전할�수�있습니다. 충전�포트�위의
LED가�켜지면, 충전되고�있는�중입니다. 모두�충전되기까지�대략 2시간이�소요되며, 
충전이�완료되면 LED가�꺼집니다

처음�사용하시거나�장기간�사용하지�않다가�재사용�하시는�경우, 배터리를�완전히�충전한
후�사용해주세요. 오랫동안�사용하지�않을�때에는�방전을�방지하기�위해�적어도 3개월에
한�번씩�충전해�주시는�게�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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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어떤 원리인가요?

올리�데이 이�파장대의�빛을�이용해, 낮�시간
에�멜라토닌�분비를�효과적으로�억제하여 
생체리듬을�활성화시키고, 밤�시간에�멜라토
닌이�풍부하게�분비될�수�있도록�합니다. 또
한, 커피보다�빠르게�각성효과를�일으켜�집중
이�필요할�때�생체리듬을�해치지�않고도�빠른 
각성�효과를�제공합니다 (*자체�실험�검증) 

올리�나잇 밤�시간에�멜라토닌�분비를 
억제하는�이�파장의�빛을�최대한 
제거합니다. 생체리듬을�안정시키고, 
멜라토닌�분비를�도와�숙면을 
취하도록�유도합니다

우리 몸은 햇빛에 의해 다양한 생리학적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밝은 낮과
따뜻한 햇살을 주는 것 외에도,  우리 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작용을 합니다.
빛의 스펙트럼에는 480nm대 파장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오전 시간대의 햇빛에 풍부한
이 빛은 인체 내 멜라토닌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실내생활로 인한 얕은 불면

햇빛이 부족할 때, 부작용 없는 효과적인 각성이 필요할 때

올리 데이를 언제 쓰면 좋나요?

교대근무, 야간 작업 시

시차 적응,
수면 리듬 조절이 필요할 때

계절성 우울증



수면습관 개선

수유등 무드조명

저녁 운동

올리 나이트를 언제 쓰면 좋나요?

수면 리듬에 방해되지 않는 저녁 빛이 필요할 때



제품정보

올리�데이 / 올리�나잇

OD01, ON01

67 x 67 x 73.5 mm

140 g

5V, 1A

3.7V / 1,000 mAh (Li-poly)

OD01 : 6500 K / ON01 : 1800 K

완충까지 2시간

1단계 : 최대 4.5시간  /  2단계 : 최대 1.5시간

파우치, 충전케이블(어댑터�별매)

대한민국

(주)루플

제품명

모델명

제품크기

무게

입력전압

배터리 용량

색온도

충전시간

사용시간

추가구성품

제조국

상호명



주의사항

광원을�직접적으로�오랫동안�응시하지�마십시오.  Olly는�강한�흰색�또는�주황색의�백색광을
발광하므로, 오랫동안�직접�응시하면�눈부심이�발생하여�불편함을�야기할�수�있습니다.
(가끔씩�몇�초�이내로�보는�것은�인체에�해롭지�않습니다.)

제품에는�자석이�내장되어�있으며, 심장�박동기, 제세동기�등�의료�기기에�영향을�줄�수�있
습니다. 해당�의료�기기나�다른�제품을�사용�중인�경우�안전�거리를�유지하고�의사와�상담
한�후�제품을�사용하세요. 

!

안과�질환을�앓은�적이�있거나, 항우울제�또는�기타�빛과�관련된�시각�민감성�약을�복용중인
고객은�본�제품을�사용전, 꼭�주치의�또는�의사와�상의하여�사용해주세요.

- 충전기�연결부나�배터리�연결�단자에�금속, 액체, 먼지�등과�같은�이물질이�닿지�않도록
    주의하세요.    
- 제품이�파손되거나�연기나�타는�냄새가�발생하면�즉시�사용을�중단하고�서비스�센터로
   연락주세요.      
- 배터리를�노출한�상태로�사용하지�마세요.    
- 배터리를�분해하거나�재사용하지�마세요.           
- 유아나�애완동물이�제품을�빨거나�물어뜯지�않도록�주의하세요.  
- 제품을�물에�넣거나�물기가�있는�곳에서�사용하지�마시기�바랍니다. 
- 이�제품의�적정�사용�온도는 0℃ ~ 35℃이며,  적정�보관�온도는 -20℃ ~ 50℃ 입니다. 
   적정�온도보다�높거나�낮은�온도에서는�제품이�손상되거나�배터리�수명이�단축될�수�있습
   니다.  
- 제품을�고온의�환경이나�화기�가까이에서�사용하지�마세요. 



- 본�제품은�엄격한�품질관리�및�검사를�거쳐서�만들었습니다.
- 제품에�고장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 14일�이내�교환�또는�환불�요청이�필요합니다.
- Samsung HCL LED 패키지를�사용하며, 해당 LED의�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일상적인�사용에�의한�마모, 기능에�지장을�주지�않는�손상, 오남용, 무지에�의한�손상
및�파손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습니다. 또한�본사의�허가없이�제품을�임의�개조, 
분해하거나�분해를�시도할�경우에도�적용되지�않습니다.

본 제품은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

품질보증

A/S에 필요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루플은�고객의�개인�정보를�고객�대응이나�수리�및�그�확인을�위해�이용하며�이�목적을�위해�상담�내용을 
기록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경우를�제외하고�당사�이외의�제 3자에게�개인정보를�공유하지�않습니다. 
a) 수리�및�배송업무를�위탁할�경우, b) 법령이�정하는�규정에�근거한�경우 * 주식회사�루플의�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해서는�여기를�확인해주십시오 : http://olly.luple.co.kr/kr/privacy

제품�발송  A/S 접수�시�지정�택배회사를�통해�택배를�접수해�주셔야�하며,  그�외�착불�택배는�접수되지�않고�반송
됩니다. (해외에서�국내로�발송�시�발생하는�왕복�운송비용은�고객부담입니다.) 불량�접수�이후, 자체�테스트를�진행
하여�이상이�없을시�착불�택배로�발송되오니�접수�전�상담센터에서�정확한�진단을�받으시길�권유드립니다 

고객 정보 (이름/주소/전화) 및 구입 정보 (구입일시 / 구입처 / 영수증), 불량증상 영상 또는 사진

A/S접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센터 support@luple.co.kr 로 접수



(주) 루플

Manufacturer

 https://olly.luple.co.kr/

support@luple.co.kr주소: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8길 47, B 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