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盒子裡有什麼 照明配電盤、 裝配板 、 裝配膠帶 、 連接器、 控制器 、 電源

重要安裝提示 請務必確保您的規劃設計有足夠的PSU（供電裝置）。注:每個標準PSU最多支援��W，每個控制器最多支援���個光板。使用我們的PSU計算器（見
https://go.nanoleaf.me/myshapes）。 安裝前，清潔表面，去除灰塵、水分和油漬。 要安裝，請以一定的圓周力向面板中央施加��秒的強力。 控制器和電源盒可以連接到您裝置中
的任何面板。 膠帶不適用於有紋理的、多孔的、米花狀和天花板表面（如牆紙或磚牆)。

警告和注意事項 請仔細閱讀此安全資訊，並保留此文 件以作日後參考。 說明性文章和客服 支援可隨時通過 https://go.nanoleaf.me/support/獲得。 這款 Nanoleaf®產品的設計
、認證和預 期用途並非針對: 限制空氣流動和/或聚集熱量而導致環 境溫度超過 �� 攝氏度的封閉場所; 緊急出口、應急照明或其他涉及人類安全的關鍵系統的用例; 與未經 
Nanoleaf®批准用於 Nanoleaf®產品的協力廠商裝置一起使用; 有觸電危險的地點或用例; 戶外區域，無論天氣狀況如何; 濕潤或潮濕的環境; 用作地板覆蓋物或地磚; 長時間保持
在 �� 攝氏度以上的過熱環境(例如: 靠近烤箱、暖氣、衣服烘乾機的地方); 在極度潮濕的地方使用; 本品通過認證的目標銷售地之外的地區或國家。 使用此 Nanoleaf®產品時: 請勿
私自打開或拆卸裝置，因為這將導致保修無效，並使產品使用出現危險。 當連線建築物的電源時，線路電壓會出現在電源、光板、連接片中，所以請勿將任何金屬或導電物體放置
在任何元件上任何暴露的金屬接觸點附近。 在拆卸光板之前，請將供電裝置從電源上拔下。 請勿在沒有成年人監督的情況下讓幼兒操作本裝置。 本裝置含有小部件，可能會對幼
兒造成窒息危險。 疏鬆或懸掛的繩索可能會對幼兒造成纏繞事故。 請勿讓繩索在地板上懸垂或鬆開，防止意外絆倒。 當裝置接通電源時，請勿用液體或噴霧劑清潔本裝置。 用乾
燥軟布清潔面板，勿使用刺激性強的洗淨劑。 請勿彎折仍與連接器連接的面板，因為這可導致面板破損。 除了 Nanoleaf®生產的原始裝置外，禁 忌將面板與任何連接器或裝置連
接。 裝置的任何部分勿近尖利器物，因為這將導致裝置按設計停止工作，並可能造成安全隱患。 如果膠帶是本產品的一個組成部分，請注意，該膠帶並非為未粉刷的磚牆、牆紙、凹
凸不平的表面或多孔的表面而設計。 要安裝到這些類型的表面，請使用可選的安全安裝功能(配件單獨提供)。 如果適用，勿使用雙面膠帶將裝置的 任何部分連接到天花板或與地
板傾斜 �� 度以上的表面上，因為裝置最終會 掉下來--對裝置造成了安全隱患和損壞 風險。 我們提供這些用例的可選安全 安裝解決方案，附加配件可單獨購買。 您享有的品質擔
保不包括掉落裝 置造成的損壞。 本品的軟電纜和電源不可由其他協力 廠商產品替代。 如果電纜損壞，整個 控制器和電源只能用 Nanoleaf®原裝 設備更換。 使用任何未經批准的
替換 部件將使保修無效，並可能造成嚴重 的安全隱患。 Nanoleaf®面板燈主要用於裝飾，採用RGBW技術，光纖溫和。

無線/射頻說明 取得審驗證明之低功率射頻器材，非經核准，公司、商號或使用者均不得擅自變更頻率、加大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低功率射頻器材之使用不得影響飛
航安全及干擾合法通信；經發現有干擾現象時，應立即停用，並改善至無干擾時方得繼續使用。前述合法通信，指依電信管理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器材須忍受合
法通信或工業、科學及醫療用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干擾。

頻率範圍 2.4GHz Wi-Fi: 2412-2472 MHz , Max RF e.i.r.p power < 20 dBm
2.4GHz Radio: 2402-2480 MHz, Max RF e.i.r.p power<10 dBm
NFC: 13.56MHz, Max RF e.i.r.p power 0 dBm

CE 規範 此燈具的外部彈性電纜或電源線無法更換；如果電源線損壞，則燈具應被銷毀。 本產品的相關設備只能由製造商或代理商或合格的維修人員更換處理。 NanoGrid 
Limited（Nanoleaf）特此聲明，此產品符合����/�� / EU的基本要求和其他相關規定。 聲明書請參閱https://go.nanoleaf.me/eudocs/。

品質保證資訊 本產品享有Nanoleaf®提供的限期品質保證:兩年免費更換有缺陷的硬件。 詳情請訪問: https://go.nanoleaf.me/warranty。

繁體



박스의 내용물 라이트 패널, 마운팅 플레이트, 마운팅 테이프, 커넥터, 컨트롤러, PSU 아답터

중요: 캔버스 스퀘어를 올바르게 장착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필요한 전원 공급 장치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참고: 각 표준 전원 공급 장치는 최대 ��W를 공급하고 각 컨트롤러는 최대 
���개의 패널을 지원합니다. https://go.nanoleaf.me/myshapes에서 전원 공급 장치 계산기를 사용하십시오. 장착하기 전에 먼지, 습기 및 기름이 없도록 표면을 청소합니다. 
장착하려면 패널 중앙에 �� 초 동안 원을 그리면서 강한 압력을가하십시오. 컨트롤러와 PSU는 설정의 모든 패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테이프는 벽돌로 된 벽, 벽지 및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표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이 안전 정보를 주의 깊게 읽으시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사용설명서를 보관하십시오. 도움말 및 고객 지원은 https://go.nanoleaf.me/support/에서 항상 제공 됩니다. 
이 Nanoleaf® 제품은 다음의 조건에서 사용 하도록 설계, 인증 또는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온도에 영향을 주는 공기의 흐름이 차단 되고/또는 열이 갇혀 있는 섭씨 ��도 이상의 밀폐된 
장소들; 비상구, 비상등 또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시스템과 관련된 기타 용도의 경우; Nanoleaf®가 Nanoleaf® 제품과 사용하도록 승인하지 않은 타사 장치와 함께 사용;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용도;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실외 공간; 젖어 있거나 습기가 많은 곳; 바닥 깔개 또는 바닥 타일로 사용;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섭씨 ��도 이상인 매우 고온의 
환경(예: 오븐, 실내 난방기, 의류 건조기 근처); 매우 습한 공간에서 사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도 되고 판매 승인을 받은 곳 이외의 지역 또는 국가. 이 Nanoleaf® 제품을 사용할 때: 장치를 
열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장치의 보증이 무효화되고 제품을 사용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전기 공급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전원 공급 장치, 패널, 링커에 선간 전압이 
존재하므로 부품의 노출된 금속 접점 근처에 금속성 또는 전도성 물체를 두지 마십시오. 조명 패널을 분리하기 전에 전원에서 전원 공급 장치의 플러그를 뽑습니다. 어린이가 어른의 감시 
없이 이 장치를 작동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치에는 어린이에게 질식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작은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느슨하거나 늘어뜨린 코드에 어린이가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려면 코드를 늘어뜨리거나 느슨하게 두지 마십시오.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액체 또는 스프레이로 장치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패널을 청소하고 너무 강한 세정제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장치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장치의 어떤 부분도 밟지 마십시오. 장치의 어떤 부분도 물에 담그거나, 물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패널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커넥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패널을 구부리거나 휘지 마십시오. Nanoleaf®에서 제조한 정품 장치 이외의 커넥터 또는 장치와 함께 패널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도구로 장치의 어떤 부분에도 구멍을 내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장치가 설계된 대로 작동 하지 않게 되고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착테이프가 이 제품의 구성품인 
경우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벽돌 벽, 벽지, 울퉁불퉁한/ 거친 표면 또는 구멍이 매우 많은 표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표면에 설치하려면 선택 사항인 안전한 
마운팅 기능(별도로 제공되는 액세서리)을 사용 하십시오. 해당되는 경우, 바닥과 ��도 이상의 각도로 천장이나 표면에 장치의 어떤 부분도 양면테이프로 부착하지 마십시오. 장치가 떨어질 
경 우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고 장치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에 대한 안전한 마운팅 솔루션(선택 사항)은 별도 구 매용으로 제공되는 추가 액세서리를 통해 제 
공되기도 합니다. 장치 추락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성 케이블 및 전원 공급 장치는 타사 제품 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전체 
컨트롤러와 전원 공급 장치는 Nanoleaf®에서 제조한 정품 장치로만 교체 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교체 부품을 사용하면 보증이 무효화되고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Nanoleaf® 라이트 패널은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며, 빛의 밝기를 낮출 수 있는 RGBW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WI-FI/RF 선언 본 제품은 FCC 규칙 ��항 및 캐나다 ICES-��� 클래스 B 사양에 따라 테스트 되었으며,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의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지역 설치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 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장비를 껐다 켜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간섭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재배치하십시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넓힙니다.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하십시오. 대리점 또는 숙련 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하거나 
https://go.nanoleaf.me/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주파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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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GHz Wi-Fi: 2412-2472 MHz , Max RF e.i.r.p power < 20 dBm
2.4GHz Radio: 2402-2480 MHz, Max RF e.i.r.p power<10 dBm
NFC: 13.56MHz, Max RF e.i.r.p power 0 dBm

CE 정보 이 제품의 외부 플렉시블 케이블 또는 코드는 교체 할 수 없습니다. 코드가 손상되면 등기구가 파손됩니다. 이 제품에 포함 된 광원은 제조업체, 서비스 
에이전트 또는 유사한 유자격자만 교체해야 합니다. NanoGrid Limited (Nanoleaf)는 이 장치가 Directive ���� / �� / EU의 필수 요구 사항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 함을 선언합니다. 적합성 선언은 https://go.nanoleaf.me/eudoc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 정보 본 제품은 결함이 있는 하드웨어를 �년간 무료로 교체하는 Nanoleaf®의 제한 보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세요: 
https://go.nanoleaf.me/warran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