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 Beam은 램프에서 램프로 전원 공급이 되는 방식으로 시작 
부분인 AC 커넥터에서 램프로, 램프에서 미드커넥터를 통해 다음 
램프로 전원이 공급되는 직렬 방식의 제품입니다.

주의사항

No.1 IN SMART LINEAR LIGHTING

ECO BEAM 설치�가이드

AC/엔드 커넥터

램프

미드 커넥터

트랙하우징

램프 손잡이
디퓨저 (확산PC)

e55 /e85

e35과 e55, e85 부속품이 다르므로 확인해주세요. 

e35

전기 설치업자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주세요.

주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해주세요. 

본 제품은 물기가 없는 실내 공간에서 사용해주세요. (방습 방진 등급 : IP20)

본 제품은 장시간 이용 후 뜨거워 질 수 있으니 작업 시 주의하세요.

 

램프 모듈을 분해 하거나 개조 하지 마세요.
차후 분해나 개조로 인해 조명 기구에 문제가 발생할 시,
린노에 책임이 없습니다. 

보호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모든 전선 연결이 안전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권장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급,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나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필요 시 안전모와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린노에서 권장 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세요.
질문 사항이 있을 시 린노 고객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본 제품을 설치, 교체, 유지 보수, 청소 시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 : 트랙 하우징이 올바르게 접지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설치 시 린노에서 권장하는 부속품들을 사용해주세요.



트랙하우징 및 AC 전원 연결

램프 장착 방식

하우징에 램프 장착시 미드커넥터가 다음 
연결 방향으로 가게하여 설치해주세요.

미드커넥터에 램프 장착시, 미드커넥터의 Y자 
홈에 램프를 맞춰 꽂아주세요.

램프 장착 시 열어놓았던 램프 손잡이를 눌러  
고정해주세요.

램프 장착

하우징에 램프 장착시 미드커넥터가 다음 연결 
방향으로 가게하여 설치해주세요.

연결 램프 장착

미드커넥터에 램프 장착

램프 손잡이 닫기

전원선을 AC커넥터에 연결한 후, 트랙하우징에 
AC 커넥터를 꽂아 고정합니다.

커넥터를 이용하여 트랙하우징 모듈을 서로 연결해주세요.
e35 series는 육각렌치를 사용, e55 series와 e85 series는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주세요.
*하우징 볼트를 반드시 조여주세요.

여러개의 램프를 연결할 경우, 램프 한쪽에 
미드커넥터를 먼저 꽂아 설치하면 편리합니다.

AC 전원 연결트랙하우징 모듈 연결

램프와 미드커넥터

e35 예시 e55, e85 예시

마지막 램프는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앤드 커넥터를 램프와 연결해주세요.

마지막 램프 장착시

엔드커넥터를 끼운 램프를 트랙하우징에 끼워 마무리해주세요.

램프 장착 완료



 ECO BEAM 권장 길이 : 10M

그 이상 사용 시, 전원선을 다시 공급해주세요.

반드시 모든 전기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해주세요.

전동 드릴 사용은 주변 부품 파손의 원인이 되니, 적당한 세기로 조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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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탈착 방식

앤드캡 및 디퓨저 설치 방식

디퓨저가 엔드캡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 넣어 설치해주세요.

하우징에서 디퓨저를 제거해야할 경우에는 
리무버를 사용해주세요.

디퓨저 설치 디퓨저 제거

빛 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우징과 디퓨저는 엇갈려서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퓨저 설치 추천 방식

트랙하우징에 엔드캡을 끼워서 조립해주세요. 

엔드캡 연결

손이나 공구를 통해 꽂혀있는 램프의 양쪽 
손잡이를 모두 빼주세요.

램프 손잡기 빼기

램프의 양쪽 손잡이를 동시에 잡고 램프를 제거해 주세요.

램프 탈착

리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