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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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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생활 패턴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하는

똑똑한 케어 서비스

01 제품 구성

A 터치밴드: 터치태그의 수신 및 움직임을 

감지하는 손목형 밴드

B 터치태그: 사물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있는 태그

B1 본체: 인체통신 칩과 배터리가 들어가는 면

B2 띠: 착용자 터치가 실제로 이뤄지는 띠

C 터치태그용 방수캡 

D 터치태그 부착용 찰흙 접착제

※터치케어 제품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작동합니다.

※패키지 안에는 주문한 개수만큼의 터치태그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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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밴드 설치

1 터치밴드 충전

5핀 케이블을 이용해 제품을 먼저 충전합니다. 

※터치밴드 배터리가 20% 정도일 경우 충전하여

사용해 주세요.

2 애플리케이션 설치

착용자와 보호자 모두 앱스토어에서 “터치케어(혹은 TouchCare)”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착용자의 경우 iOS 지원 불가)

※순서에 따라 제품을 설치해주세요.
3 회원가입 및 터치밴드 연결

① 착용자의 핸드폰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② 착용자의 핸드폰에서 터치케어 앱을 열어 [착용자]로 회원가입 후, 핸드폰과 터치밴드를 연결합니다.  

터치밴드의 블루투스 아이디는 “TouchCare_OO”입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가입을 완료합니다.

② 보호자의 핸드폰에서 터치케어 앱을 열어 [보호자]로 회원가입 후 안내에 따라 [착용자]를 

등록합니다.

※ 보호자는 블루투스 연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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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태그 설치

1 터치태그 종류

전자렌지•냉장고•물: 규칙적인 식사 기록을 통한 건강 관리 / 약통 : 복용시간 기록을 통한 건강 관리 

화장실: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청결 관리 / 변기 : 용변 횟수 기록을 통한 건강 관리 

리모콘 : 여가시간 확인을 통한 정서 관리 

※ 사물 지정을 안 한 태그가 동봉된 경우, 원하는 사물에 붙여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시 

앱에서 사물의 이름을 반드시 등록해주세요.

2 터치태그 위치 확인하기

터치태그의 띠는 실제 접촉면으로, 어르신의 손이 직접적으로 잘 닿는 위치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예: 냉장고•전자렌지 - 손잡이, 약병 - 여닫는 뚜껑 면)

※ 전자렌지 태그의 경우, 식사할 때 가장 관련 있는 사물에 붙여주세요. (예: 밥솥, 전자렌지)

※ 뒷면의 [04 태그 설치 예시]를 참고하여 붙여주세요.

화장실전자렌지 냉장고 약통 리모콘변기물

3 터치태그 설치하기

① 태그 밑에 부착된 양면테이프를 떼어 붙입니다. 띠가 길 경우 가위를 사용해 잘라주세요.  

너무 짧을 경우 터치 면적이 줄어 행동 기록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최소 길이: 가운데 있는 손가락 정도 길이)

② 붙일 사물의 면이 곡면일 경우, 찰흙 접착제를 덧붙인 후 사물에 붙입니다. 

※ 변기 태그의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은 모양으로 제공됩니다. 동봉한 찰흙 접착제를 이용해  

변기 손잡이에 붙여주세요.

▶

04 태그 설치 예시
1 약통 태그 설치하기

봉지 약을 드실 경우, 약 상자(사진 3 참고)에 넣고 어르신의 손이 잘 닿는 면에 터치태그를 붙여주세요.

사진 1

사진 3

사진 2

사진 4

2 전자렌지 태그 설치하기

식사 여부를 유추하기 위한 태그입니다. 직접 밥을 해드실 경우 밥솥(사진 5, 6번 참고)에  

태그를 붙여주세요. 즉석밥이나 얼려둔 밥을 더 자주 드실 경우 전자렌지에 붙여주세요.

사진 1

사진 4

사진 2 사진 3

사진 5 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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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치케어 서비스 실행

① 충전한 터치밴드를 손목에 찬 후 앱을 실행합니다.

② 설치된 터치태그를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만집니다.

③ 만진 후 착용자의 핸드폰에서는 음성 메시지를, 보호자 또는 착용자의 핸드폰에서 앱을 실행해  

태그 기록을 확인합니다. 

3 냉장고 태그 설치하기

손잡이가 세로형일 경우 손잡이 안쪽 손이 잘 닿는 곳에 터치태그를 붙여주세요.  

손잡이가 가로형일 경우도 세로형과 마찬가지로 손이 잘 닿는 면에 태그를 붙여주세요.

사진 1

사진 2 사진 3

4 물 태그 설치하기

커피 포트가 있을 경우 손이 잘 닿는 면(손잡이 혹은 뚜껑)에 터치태그를 붙여주세요. 포트가 없을 경우, 

부엌 씽크대의 수도꼭지에 태그를 붙여주세요.

※터치태그는 생활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나, 필요할 경우 동봉된 터치태그 보호캡을 사용해주세요. ※터치태그는 생활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나, 필요할 경우 동봉된 터치태그 보호캡을 사용해주세요. ※터치태그는 생활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나, 필요할 경우 동봉된 터치태그 보호캡을 사용해주세요.

사진 1

사진 3

사진 2

사진 4

6 변기 태그 설치하기

변기 태그는 다른 터치태그와 다르게 본체와 띠가 합쳐진 일체형으로 나갑니다.  

변기 손잡이에 붙여주세요.

5 화장실 태그 설치하기

화장실 세면대의 수도꼭지 위에 터치태그를 붙여주세요. 수도꼭지가 2개일 경우, 더 자주 사용하는 

수도꼭지 위에 태그를 붙여주세요.

사진 1

사진 3

사진 2

사진 4

05 제품 사용

※터치밴드가 클 경우, 손목에 잘 맞게 길이를 조정해주세요.  

※태그 기록이 뜨지 않을 경우, 앱 종료 후 다시 시작해주세요.

※음성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터치밴드와 핸드폰의 블루투스 연결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리모콘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리모콘 외 다른 태그 제품으로 확인해주세요.)

7 리모콘 태그 설치하기

어르신의 손이 잘 닿는 리모콘의 뒷면에 터치태그를 붙여주세요. 

사진 1 사진 2

06 주의사항
1 사용할 때

① 사용자가 임의로 제품을 수리하지 마세요.

② 제품을 떨어트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세요. 

③ 제품을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④ 터치밴드나 터치태그가 분해 및 훼손되거나 파손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문제 발생 시  

헬프 데스크에 문의하세요.

2 터치밴드

① 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제품 착용 전 의사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

② 원활한 충전을 위해 제품의 충전 단자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③ 제품의 충전 단자가 액체류에 닿은 경우, 문의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④ 사용 설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방법으로 제품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지 마세요.

3 터치태그

① 직사광선, 습기, 먼지나 그을음이 많은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② 열이 발생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③ 물기가 많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마세요.

④ 제품을 무리하게 누르거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누르지 마세요.

어르신의 생활 패턴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하는

똑똑한 케어 서비스

www.dnx.kr

더 자세한 설명과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헬프 데스크: 010-2546-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