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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EVENT

단순한 구조, 명료한 색채를 강조한 제품을 선보이며  

클래식한 무드를 섬세하게 표현한 가방, 스카프, 

악세서리 라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스토어

영업 시간

O W N

서울기 용산구  한남대로 27길 33, 2층

070 - 4177 - 0416

수 - 금 : 2PM - 8PM

주말 & 공휴일 : 12PM - 8PM

( 2 : 00  - 2 : 30 BREAK TIME )

적립금 지급 후 글 삭제시

구매 후기를 올린 후 반품시

자사몰 구매가 아닌 주문

  

적립금 반환 / 지급 불가한 경우

로그인하기

가입하기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연령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

개인회원

외국인회원(foreigner)

생년월일

사업자회원

기본 정보

추가 정보

- -

- -

회 원 혜 택 리 뷰 가 이 드

시크릿 쿠폰 증정 

(생일, 주말)

회원 등급별 

추가 할인

회원가입시 

쿠폰 증정

MEMBER MEMBER MEMBER

SHOULDER BAG

MONIC BAG_MINI_Black

228,000 228,000

MONIC BAG_MINI_Beige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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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 04.17
only 4 days

S A L E

SHOWROOM

 

OPEN



NightVision

Share Access

Wall - Mountable

2 - Way Mic

Motion Alerts

Protection & Safety









Control Devices

Select Devi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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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 This product contains chemical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Made in China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Technical Speci�cations

• Weight: 5 oz
• Camera: up to 720p (1280x720P) at 25 frames / sec. H.264 encoding
• Field of View: 115º diagonal
• Audio: Internal Speaker and 
Microphone
• Storage: supports up to 128gb Micro SD card (not included)
• Wi�: IEEE 802.11N, 2.4GHz (not compatible with 5GHz Wi� networks)

System Requirements

• Mobile Device running iOS® 8 or higher or Android™ 4.1x or higher
• Geeni™ app
• Existing Wi-Fi Network (WiFi802.11b/g/n)

What’s in the Box

• Smart Wi-Fi Security Camera 
• Mounting Adhesive
• USB Cable
• Power Adapter
• User Manual
* Smartphone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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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by App

Download Plug in Connect

1 Year Warranty
support@mygeeni.com

�C�o�n�t�r�o�l� �b�y� �A�p�p

�S�e�c�u�r�i�t�y� 

See what’s going on

from anywhere

at anytime

Live

Play back

�N�o� �H�u�b� �R�e�q�u�i�r�e�d

�W�o�r�k�s� �w�i�t�h� �y�o�u�r� 

�H�o�m�e�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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