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umnia Standard - 사용 설명서

이 설명서는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제품 및 버전의 구조 및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이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모든 판권의 소유. 저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이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사진 인쇄 또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기타 장치에 
전자적, 기계적, 디지털 방식 또는 기타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복제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검색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출판할 수 없습니다.

Lumnia+ 화전형 Encapsulation 모듈 포함



1. 안전 경고
이 장치의 램프는 자외선(UV)을 방출하므로 장시간 
동안 똑바로 바라볼 경우 피부나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맞은 유형의 UV 램프만 장치에 
장착하십시오.
작동 및 설치 국가에서 국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자격 
또는 경험을 갖춘 사람만 이 장치를 설치하고 정비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에 장착된 전원 코드를 사용하여 
주전원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주전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전원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에는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조업체나 
서비스 대행사 와 같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케이블을 
교체해야 합니다.
장치 안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이 장치에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이 장치의 설치 및 정비는 적절한 기술을 갖추고 
훈련을 받은 사람만 수행해야 합니다.
공기 중에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농축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는 이 장치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이 차단된 실내의 건조한 위치에만 이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헛간, 축사 등의 장소에 장치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UV 램프의 UV 방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케이블을 
설치하십시오.
어린이나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이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감독하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이 
장치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기기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주의
사용자는 이 문서에 설명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타 모든 수리나 유지 보수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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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개
Lumnia Standard 장치는 2개의 자외선 LED 램프를 사용하여 비래해충을 유인한 후에 교체형 
글루보드나 회전형 Encapsulation 모듈로 포획합니다. 이 장치의 모듈형 설계 덕분에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Standard 제품에는 Lumnia + 회전형 Encapsulation 모듈을 추가하여 
모니터링 장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글루보드 장치가 함께 제공됩니다. 

포장을 풀고 배송 중 손상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배송일로부터 8일 
이내에 서면으로 운송자와 공급자에게 통보합니다. 검사를 위해 장비 및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모든 부품이 주문한 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제품에서 모든 포장을 
제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설치 장비

A3 드릴 템플릿 – 박스 안에 제공됨
나사 고정 키트 – 박스 안에 제공됨
기포관 수증기 추천 – 제공 안 됨
파워 드릴 - 제공 안 됨
석재용 드릴 비트 Ø6mm - 제공 안 됨
십자 나사 드라이버 PH2 – 제공 안 됨

박스 내용물:A 설치에 필요한 장비B
1. Lumnia Standard 305044
 UV-LED 램프 304816 2개도 포함
2.  드릴 템플릿
3.  나사 고정 키트 및 정비용 키
4.  Lumnia 설명서
5.  글루보드 (검정)
6.  포장
7.  외부 박스 및 라벨



작동 중 서비스 모드

4. 전원 연결

위와 같이 설치하고 제대로 장착한 후에 케이블의 플러그 커넥터를 전원 소켓에 연결합니다.

작동 중일 때는 전면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켜집니다. 
제품이 서비스 모드 중이거나 전면 커버가 열려 있으면 전면 아이콘이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케이블 어셈블리는 박스 안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국가 요구 사항에 맞게 Rentokil Initial에서 직접 주문합니다.

1 ) Power Plug : 250 V ~ , 2.5 A 
2 ) Power Cord : 60227 IEC 52 2 X 0.75m² 
3 ) Power Connector : 250 V ~2.5 A

참고:

위험: 장치를 전등 회로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 전원 케이블을 표준 전원 소켓에 연결해야 합니다.

1. 전기 공급 장치를 전원 소켓에서 분리합니다. 

2. 장치 라벨에 표시된 주전원 전압이 공급 장치에 알맞은지 
확인합니다.

3. 케이블과 플러그 커넥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위험: 이중 절연 기기 정비
이중 절연 기기에서는 접지 대신 두 개의 절연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이중 절연 기기에서는 어떠한 
접지 수단도 제공되지 않으며 접지 수단을 기기에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중 절연 기기의 정비는 
철저한 주의와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중 절연 기기의 교체용 부품은 기기에 있는 부품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중 절연 기기는 “DOUBLE INSULATION” 또는 “DOUBLE INSULATED”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호(정사각형 안에 있는 정사각형)가 기기에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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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치 배치

그림 1:

적절한 벽면에 장치 하단의 최소 
높이가 1.8미터가 되도록 장치를 
배치하십시오.

그림 1은 제안된 장착 높이 그리고 
서비스 모드 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장치를 주변 광원에서 최대한 
떨어뜨리십시오. 주변의 빛 때문에 
비래해충을 제대로 포획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연결부가 전기 소켓에서 1.8
미터 거리 안에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가 안전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눈에 UV가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치 하단의 높이가 
최소 1.8미터이고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머무는 공간에서 최소 1미터 떨어진 
곳에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다리 없이도 대부분의 
테크니션들이 제품을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1.8미터보다 더 높은 곳에 제품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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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치 가이드

그림 2:

금지: 식품을 준비하는 곳이나 덮개로 가리지 않은 식품을 보관하는 곳 바로 위에 장치를 
배치하지 마십시오.

금지: 장치를 열이 있는 곳 바로 위에 배치하지 마십시오.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커버를 열거나 제품 서비스 모드(슬라이드)가 작동될 경우 UV 램프를 
비활성화하는 마이크로 스위치가 장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섹션 7 및 8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는 전면 커버가 개방되어 90° 펼쳐져 있을 때 차지하는 범위를 보여줍니다.

• 원치 않는 곤충이나 다른 광원에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나 창문을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다른 광원과 같은 표면에 놓지 마십시오. 
• UV 발산을 극대화하기에 좋은 깨끗한 표면 위에 장착하십시오.
• 가시선을 극대화하십시오. 즉, 범위 내 어느 장소에서든 식품 재료나 고위험 구역에 가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Lumnia 성능 표

전원 모드 설정은 섹션 13을 참조하십시오.

전원 설정 낮음 ( I ) 보통 ( II ) 높음 ( III ) 적응형 (A B C )

주변 조명 수준
(LUX) < 300 300 - 750 750+ 100

대표적인 환경 창고, 가정, 
극장, 보관소

일반 사무실, PC 
작업실, 도서관, 쇼룸, 
연구실

슈퍼마켓, 창 
근처 구역

변화하는 환경. 조명이 
꺼지거나 조명이 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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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 준비



나사 4개 모두를 
조이십시오.

전면 커버 열기

Lumnia 장착

참고: 나사를 조이기 전에 램프를 
분리하십시오. 
램프 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12를 참조하십시오.



접힘 유연함

라이너 제거

8. 슬라이드 메커니즘 작동

9. 글루보드 준비



11. 글루보드 분리

10. 글루보드 설치



UV - LED 램프 교체

UV - LED 램프 분리

12. UV - LED 램프 분리 및 교체

참고:

램프를 왼쪽 
피팅 안으로 
단단히 밀어 
넣어야 합니다.

램프를 정비, 유지 보수, 청소할 때 LED를 만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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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보통 III = 높음I = 낮음

A = 적응형 낮음* B = 적응형 보통* C = 적응형 높음*

1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 버튼

Lumnia+에서만 사용하는 기능: 

Lumnia+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섹션 17을 
참조하십시오.

적응형 조명 설정은 조명 수준이 100Lux 미만일 때 조명 출력을 줄입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적응형 조명 설정은 주변 조명 수준이 낮을 때 조명 출력을 
줄입니다. 낮음, 보통, 높음은 일반 모드의 해당 설정을 나타냅니다(위에서 I, II, III).

* 적응형 모드:



박스에 포함된 롤
접착 롤 조립용 
도르래

테이프를 떼지 말고 도르래에 고정합니다.

14. Lumnia+ 회전형 Encapsulation 

15. Lumnia+ 회전형 Encapsulation 모듈 

비래해충이 많은 곳에서는 Lumnia Standard를 모니터링 장치에서 억제 장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터형 회전형 Encapsulation 모듈을 구매하여 Lumnia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Lumnia+ 회전형 Encapsulation 모듈



회전형 Encapsulation 모듈을 끼우면 인터페이스가 작동합니다.

Lumnia+ 회전형 Encapsulation 모듈 장착에 대해서는 섹션 14를 참조하십시오.

90 18030

A B C

17. Lumnia+ 회전형 Encapsulation 
모듈 인터페이스 설정

접착 롤 수동 중단

접착 롤 서비스 데이 설정
30일 설정은 24시간마다 깨끗한 
접착 표면으로 롤링합니다.

모드 버튼
모드 설정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섹션 
13을 참조하십시오.

Lumnia+ 사용자 인터페이스

참고: 
Lumnia+ 인터페이스 설정은 
Lumnia+ 회전형 Encapsulation 
모듈이 장착되었을 때만 적용되고 



빨간색: 장애

녹색: 작동 중

90 18030

A B C

참고: 
Lumnia+ 회전형 Encapsulation 모듈의 카운터는 Lumnia에서 분리될 때 
초기화됩니다. 새 접착 롤을 위해 모듈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접착 롤 수동 중단



부품
C

부품
A

엠보싱 
있음

새로운 롤

엠보싱 
없음

부품
C

부품
B

부품
A

부품
B

부품
D 부품

E

위의 A - E 부품을 재사용하여 아래의 
새로운 롤 어셈블리를 만드십시오.

부품
D

부품
E

19. 정비: 접착 롤 교체 



20. 액세서리 및 예비품
Lumnia 액세서리 및 예비품의 목록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액세서리:

• 걸이형 브래킷 키트: 304790
• 벽면 브래킷 키트: 304789

예비품:

• UV - LED 램프: 304816
• Lumnia+ 밀봉 모듈: 304773
• 글루보드(흰색 10개 들이): 304800
• 글루보드(검은색 10개 들이): 304779
• 접착 롤(12개 들이): 304780

• Lumnia 파워 리드(KO 연결): 305064

21. 제품 폐기
Lumnia Standard는 WEEE(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령에 따라 전기 또는 전자 장비로 분류됩니다. 이 제품을 다른 가정용 및 
상업용 폐기물과 함께 폐기하지 마십시오. 재활용에 대해서는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이 설명서에 설명된 제품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개선되어야 하므로 
렌토킬은 사전 통보 없이 규격이나 디자인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렌토킬은 이 설명서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이나 여기에 설명된 제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렌토킬은 허가받지 않은 직원이 유지 보수 또는 수리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2. 사양

매개 변수 값

전원 공급 100 ~ 240V AC

전원 분류 등급 II

전력 소비 20W

수신 보호 등급 IP65

교체용 UV 램프 렌토킬 유형 SKU: 304816

크기 W= 547mm, H= 298mm, D= 156mm
무게:

• 박스에 포장된 장치
• 램프 및 글루보드를 

포함한 장치
• Lumnia+ 회전형 

Encapsulation 모듈

Lumnia+ 회전형 Encapsulation 
모듈

6.7 kg(박스 포장)
5.14kg

1.35kg(장치)

24V DC

전체 설치 지침에 대해서는 Lumnia 
Standard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rentokil.com/manuals를 
방문하십시오. 



모든 권리는 © 2017 RENTOKIL INITIAL PLC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 Rentokil Initial plc. 영국 내 등록 번호 5393279.
등록된 사무실: Riverbank, Meadows Business Park, 
Blackwater, Camberley, Surrey, GU17 9AB

렌토킬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렌토킬은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상업 및 개인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충 방제 업계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해충 방제 전문가로서 당사는 
다음과 같이 긴밀히 협력합니다.

고객이 안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2,000명이 넘는 자격을 갖춘 테크니션 들과 함께, 당사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가는 귀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귀하 사업체의 해충 침입 위협을 최소화합니다.

귀사의 가치를 보호해 드립니다.

우리는 귀사의 비즈니스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해충 방제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 및 대응 전략을 모두 포함하는 이중 접근법을 채택합니다.

렌토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설명서 또는 이 설명서에 기술된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수정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서에 설명된 제품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개선되어야 하므로 렌토킬은 사전 통보 
없이 규격이나 디자인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렌토킬은 이 설명서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이나 여기에 설명된 제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렌토킬은 허가받지 않은 직원이 유지 보수 또는 수리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렌토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rentokil.com에 방문하십시오.
등록된 디자인 - www.rentokil-initial.com/i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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