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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 dimmer switch
(HI → MID → LO → OFF)

Power & dimmer lock
(release lock (open)  (close) lock)

CAUTION

How to use the product

Follow the instruction for battery use.
(Cause of fluid leakage, heat generation and explosion.)

Open the battery lid on the bottom to insert three AAA batteries.
* Use alkaline dry batteries.
Release the power & dimmer lock on the bottom.
* The dimmer control is available while the light is on or off.
Place the product on a hard flat surface and press the area indicated
in the illustration to turn the light on.
Each pressing will change the brightness as shown below.
HI → MID → LO → OFF
Press and hold the same area for three seconds to switch to the
flashlight.

Ensure the switch is turned off after use.
(Cause of fluid leakage, heat generation and explosion.)
Check for correct operation and for fluid leakage periodically.
(Cause of fluid leakage, heat generation and explosion.)
Remove the batteries when not using the product for a long
period of time.
(Cause of fluid leakage, heat generation and explosion.)
Do not store the product in a place that is likely to become hot,
such as around a heater and environments exposed to sunlight.
(Cause of fire, failure and battery degradation.)
Do not place the product on an uneven surface.
(Cause of damage and injury.)

CAUTION

When using the product on a soft surface, such as a blanket, use the
power and dimmer switch to directly turn on, dim and turn off.
Make sure the light has been turned off when set to LO but no longer
needed as bright environments make it difficult to notice.

Specifications
LED light

luminous energy/
hours of use

Flashlight

color temperature/
color rendering index
luminous energy/
hours of use
color temperature

HI 17 lm/35 h
MID 4.4 lm/80 h
LO 0.34 lm/300 h
3000 K/Ra83

Cleaning the product

Be sure to remove the batteries before cleaning the product.
Wipe the product with a soft cloth dampened in neutral detergent for
any persistent marks.

Limitation of Liability

Power voltage

In no event will ELECOM Co., Ltd be liable for any lost profits or special,
consequential, indirect, punitive damages arising out of the use of this
product.
ELECOM Co., Ltd will have no liability to any loss of data, damages, or
any other problems that may occur to any devices connected to this
product.

CAUTION

Unauthorised copying and/or reproducing of all or part of this manual
is prohibited.
Read the safety precautions before using the product and keep it for
future reference.
All products and company names on the product and the package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holders.
The specifications and appearance of this product may be changed
without prior notice for product improvement purposes.
When exporting this product, check the export regulations for the
country of origin.

48 lm/35 h
6100 K

three AAA batteries
(included for testing the product)
Size (W x D x H) 110 x 69 x 40 mm
Weight
80 g (excluding batteries)
Waterproof
Waterproof
IPX4
This product is IPX4 rated which means it is
protected from splashing water from any direction.
Be warned that it is not meant to be washed or
dipped in water.

전구 조명
방출 부분

The luminous energy values are the default figures measured using the
designated dry batteries.

A customer who purchases outside Japan should contact the local retailer
in the country of purchase for enquiries.
In “ELECOM CO., LTD. (Japan)”, no customer support is available for
enquiries about purchases or usage in/from any countries other than Japan.
Also, no foreign language other than Japanese is available. Replacements
will be made under stipulation of the Elecom warranty, but are not available
from outside of Japan.
일본 외 구매 고객들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구매 국가의 대리점에 연락
하십시오. “ELECOM CO., LTD. (Japan)”은 일본 외 다른 국가에서의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을 응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어 외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환은 엘레컴 보증서의 명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본 외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명을 켜려면
이곳을 누르십시오.
플래시를 사용하
려면 3초 이상 누
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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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OM Korea Co., Ltd.
5F Suam Bldg. 1358-17,
Seocho2-dong, Seocho-gu,
Seoul 137-862, Korea
TEL : +82 (0) 2 - 1588 - 9514
FAX : +82 (0) 2 - 3472 - 5533
www.elecom.co.kr

ELECOM Sales Hong Kong Ltd.
2/F, Block A, 2-8 Watson Road,
Causeway Bay, Hong Kong
TEL : +852 2806 - 3600
FAX : +852 2806 - 3300
email : info@elecom.asia

건전지액이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눈을 씻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실명될 수 있습니다.
(실명 및 시각 손상의 원인)
다른 종류, 브랜드의 배터리 또는 새것과 헌것을 섞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
잘못된 방향으로 건전지를 넣지 마십시오. 합선의 원인이 됩니다.
(고장의 원인)

주의

전원 & 조명 잠금
(잠금 해제 (열기) ⇔ (닫기) 잠금)

건전지 사용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누액, 과열, 폭발의 원인)
사용 후 스위치를 끄십시오.
(누액, 과열, 폭발의 원인)

하단의 배터리 덮개를 열어 AAA 배터리 3개를 넣으십시오.
*알카라인 건전지를 사용하십시오.
하단의 전원 & 조명 잠금을 해제하십시오.
*조명이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동안 조광 제어가 가능합니다.
제품을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두고 그림에서 가르키는 부분을 눌러
조명을 켭니다.
한 번씩 누르면 아래의 순서대로 밝기가 조정됩니다.
밝게 → 중간 → 약하게 → 종료
플래시로 전환하려면 3초 이상 같은 부분을 누르십시오.

주기적으로 올바른 사용 방법과 누액을 확인하십시오.
(누액, 과열, 폭발의 원인)

장시간 제품 미사용의 경우 건전지를 분리하십시오.
(누액, 과열, 폭발의 원인)
히터 주변 및 직사광선에 노출된 뜨거운 곳에 제품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화재, 고장 및 건전지 저하의 원인)
고르지 않은 표면에 제품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

주의

담요와 같이 부드러운 표면 위에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원 및 조광
스위치를 사용해 직접 켜고, 밝기를 조절하고, 끕니다.
"약하게" 로 설정했으나 주변이 밝아 알아차리기 힘든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명의 전원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사양

LED 조명

플래시

제품 청소

제품 청소 전 건전지를 분리하십시오.
잘 지워지지 않는 자국은 중성 세제에 적신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닦아내십시오.

가시 광선 / 사용 시간 밝게 17 lm/35 h
중간 4.4 lm/80 h
약하게 0.34 lm/300 h
색온도 / 연색 지수
3000 K/Ra83

가시 광선 / 사용 시간 48 lm/35 h
색온도
6100 K

AAA 건전지 3 개
（제품 테스트용 동봉）
크기（가로 x 세로 x 높이） 110 x 69 x 40 mm
중량
80 g（건전지 제외）
Waterproof
방수
IPX4

전원

주의

본 제품은 IPX4 등급으로 모든 방향에서의 물튀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로 세척하거나 담글 수 있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가시 광선값은 건전지 사용으로 설계된 기초 측정값입니다.

新宜麗客
（上海）
商貿有限公司
上海市徐汇区肇嘉浜路1065 甲号
1603H 室
電話 : +86 (0) 40 - 0867 - 3568
www.elecom.cn

ELECOM Singapore Pte. Ltd
33 UBI AVENUE 3 # 03-56.
VERTEX SINGAPORE (408868)
TEL : +65 6347 - 7747
FAX : +65 6753 - 1791

LED 조명
의무 이행 사항

경고

전원 & 조명 스위치
(밝게 → 중간 → 약하게 → 종료)

제품 사용법

설명서

금지 사항

ELECOM CO., LTD.
www.elecom.co.jp/global/

안전 예방

플래시 조명 방출 부분
(아래)
(배터리 덮개)

(위)

If battery fluid enters the eyes, immediately wash them with
clean water thoroughly and immediately see a doctor. Not
doing so may cause blindness.
(Cause of blindness and visual impairment.)
Do not mix new and old batteries or different types or
brands of batteries.
(Cause of damage and injury.)
Do not insert the batteries in the wrong direction. Do not
cause a short circuit.
(Cause of damage and injury.)

한국어

⊖

Press and hold
for more than
three seconds
to use it as a
flashlight.

⊕

Press this area
to turn on the light.

Mandatory action

각 부품의 이름 및 기능

WARNING
⊕

bulb light
emitting area

Prohibited action

제품번호: LEF-MF01

⊖

flashlight light emitting area
(bottom)
(Battery lid)

(top)

LED Light

Safety precautions

⊕

Manual

ENGLISH

Name and function of each part

⊕

Product number: LEF-MF01

책임의 제한

엘레컴 주식회사는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간접적
손해, 처벌적 손해, 이익 상실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엘레컴 주식회사는 제품과 연결된 장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오류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설명서 전체 또는 일부를 단독으로 복사 및/또는 재생산하는 것을
금합니다.
제품 사용 전 안전 조치를 읽고 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하십시오.
제품 및 패키지의 모든 제품명 및 회사명은 각각제조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본 제품의 사양 및 외형은 제품 개선의 목적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수출 시, 생산 국가의 수출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MSIP-REM-ELJ-LEF-MF01

제작자 및 설치자는 해당 무선설비가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번호 :
B052R341-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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