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Safety & Handling
To avoid damaging your Liquid Station and to reduce
the risk of personal injury, discomfort, property damage
or other potential hazards, follow the precautions below
and those found at linksquare.io/help
· Handle your Liquid Station with care. You may damage
the apparatus if you drop, disassemble, modify, crush,
bend, deform, puncture, shred, microwave, incinerate,
or paint your apparatus. Do not use the Liquid Station
if it has been damaged. Using a damaged apparatus may
cause overheating or injury.
· Exercise care when handling liquids as part of your
Liquid Station use. Do not expose your Liquid Station
to rain or moisture. If it gets wet, do not turn it on. If it is
already on, turn it off immediately. Allow the product
to dry thoroughly before using it again. Do not attempt
to dry it using an external heat source.

· Liquid Station is designed to be charged with
chargers marked: Output 5V 1A. Using damaged
cables or chargers, or charging when moisture is
present, can cause fire, electric shock, injury, or damage
to Liquid Station or other property.
· Charging or using Liquid Station in any area with a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 such as areas where
the air contains high levels of flammable chemicals,
vapors, or particles (such as grain, dust, or metal powders),
may be hazardous. Obey all signs and instructions.
· Your Liquid Station and battery are integrated.
You cannot remove the battery from the Liquid Station.
Don’t attempt to replace the Liquid Station battery
yourself—you may damage the battery, which could cause
overheating, fire, and injury. If the battery inside your
Liquid Station is damaged or malfunctions, discontinue
use of Liquid Station and contact customer support.
· Touching internal parts could result in injury or
exposure to shock and/or electrical or mechanical
hazards. If your Liquid Station breaks and exposes
internal parts, contact customer support for assistance.
· Do not insert foreign objects into any opening on the
Liquid Station, such as the USB port.

Repair & Service

Battery Disposal

Don’t attempt to repair Liquid Station yourself.
Disassembling the apparatus may damage it or cause
injury.

Most rechargeable lithium-ion polymer batteries are
classified as non-hazardous waste and are safe for
disposal in the normal municipal waste stream.
Many localities have laws in place requiring battery
recycling. Check your local laws to make sure that you
can dispose of rechargeable batteries in your regular trash.
To safely dispose of lithium-ion polymer batteries, protect
terminals from exposure to other metal with packing,
masking, or electrical tape so they do not cause a fire
while being transported. Lithium-ion polymer batteries,
however, do contain recyclable materials and are accepted
for recycling by the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Corporation’s (RBRC) Battery Recycling Program.
We encourage you to visit Call2Recycle at call2recycle.org
or call 1-800-BATTERY in North America to find a
convenient recycling location. Never dispose of a battery
in a fire because it may explode.

Your Liquid Station should only be repaired by Stratio, Inc.
or a Stratio, Inc. authorized service provider. Unauthorized
repairs or modifications could result in permanent
damage to the product, and may affect your warranty
coverage and regulatory authorizations. Contact customer
support for authorized service at linksquare.io/contact
Operating Temperature
Liquid Station is designed to work in ambient temperatures
between 0° C (32° F) and 40° C (104° F). Liquid Station
can be damaged and battery life shortened if stored or
operated outside of these temperature ranges.
Care & Cleaning
Unplug Liquid Station before cleaning, during lightning
storms, or when unused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Use a soft, lint-free, dry cloth to clean your Liquid Station.
Do not use any chemical detergent, powder, or other
chemical agents (such as alcohol or benzene) to clean.

Regulatory Information
Regulatory certification and compliance marks specific
to Liquid Station can be found on the back of your Liquid
Station. Additional regulatory information can be found at
linksquare.io/legal

Manufacturer address:
Stratio, Inc., 1863 Concourse Drive, San Jose, CA 95131.
FCC Regulatory Compliance
Thi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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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ymbol means that according to local laws
and regulations your product should be
disposed of separately from household waste.
When this product reaches its end of life, take it
to a collection point designated by local
authorities. Some collection points accept products for
free. The separate collection and recycling of your product
at the time of disposal will help conserve natural resources
and ensure that it is recycled in a manner that protects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is product complies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Directive 2014/53/EU, 2011/65/EU and all
other applicable EU directives.

Liquid Station Hardware Limited Warranty Summary
Stratio, Inc. warrants that a new Liquid Station product
against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under
normal use in accordance with Stratio, Inc.’s published
user documentation for one (1) year from the date of
original retail purchase in its original packaging by you.
Subject to the full terms and detailed information on
obtaining service available at linksquare.io/legal, if you
submit a valid claim under this warranty, Stratio, Inc.
will either repair or replace your Liquid Station at its own
discretion. All returned parts for which you have received
a replacement will become the property of Stratio, Inc.
To make a claim under this Limited Warranty, contact
customer support at linksquare.io/contact – available
service options are dependent on the country in which
service is requested and may be restricted to the original
country of sale. Call charges and international shipping
charges may apply, depending on the location. You must
provide your name, contact information and the serial
number of your Liquid Station to receive support. You may
also be required to provide the original purchase receipt.
This warranty will apply only if you purchased your Liquid
Station from Stratio, Inc. or its authorized resellers.

경고: 건강 및 안전 정보
안전 및 취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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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imited Warranty only applies to hardware components
of Liquid Station, and this Limited Warranty does not apply
to damage caused by: (1) normal wear and tear;
(2) accidents; (3) misuse (including failure to follow
product documentation); (4) neglect; (5) disassembly;
(6) alterations; (7) servicing other than by Stratio, Inc.
authorized technicians; and (8) external causes such as,
but not limited to, water damage, exposure to sharp
objects, exposure to excessive force, anomalies in the
electrical current supplied to the product, and extreme
thermal or environmental conditions.

Liquid Station의 손상을 방지하고 상해, 불편, 재산 피해, 기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및 linksquare.io/help에 안내된
주의 사항을 따르십시오.
· Liquid Station을 조심해서 취급하십시오. 떨어뜨리거나,
분해하거나, 수리하거나, 부수거나, 구부리거나, 변형하거나,
구멍 내거나, 자르거나,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불태우거나,
도색하면 기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Liquid Station이 손상된
경우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손상된 기구를 사용할 경우 과열 또는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 Liquid Station 사용을 위해 액체를 취급할 경우 특별한
주의하십시오. Liquid Station 을 비 또는 물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Liquid Station이 젖은 경우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전원이 이미 켜져 있는 경우, 즉시 전원을 끄십시오. 물기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하십시오. 외부 가열원으로 건조시키지 마십시오.
· Liquid Station은 출력이 5V 1A인 충전기로 충전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LinkSquare 충전시 손상된 케이블 및 충전기를 사용

Liquid Station은 Stratio 또는 Stratio의 공인된 서비스

· 대기 중 가연성 화학 성분, 증기, 또는 입자(알갱이, 먼지, 또는
금속 가루)의 농도가 높은 장소와 같이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Liquid Station을 충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표지 및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Stratio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Liquid Station의 배터리는 분해할 수 없습니다. Liquid Station의
배터리를 직접 제거하거나 교체하고자 할 경우 과열, 화재,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iquid Station의 배터리가 손상되었거나
오작동하는 경우 Liquid Station의 사용을 중지하고 고객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제공자를 통해서만 수리 받아야 합니다. Stratio 또는 공인
제품이 영구히 손상될 수 있으며 제품의 보증 범위 및 법적
허용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공인 서비스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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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물기가 있을 때 충전하면 화재, 감전, 부상을 유발하거나
Liquid Station 또는 기타 자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위하여 linksquare.io/contact에 문의하십시오.
사용 온도
Liquid Station는 주변 온도가 0° C (32° F)–40° C (104° F)
범위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해당 온도
범위를 벗어나 사용 및 보관할 경우 제품의 손상 또는 배터리

· 내부 부품을 만지면 부상이나 쇼크 및/또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깨져 내부 부품이 드러난 경우
고객 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Liquid Station에 있는 구멍, 즉 USB 포트와 같은 곳에 이물질을
삽입하지 마십시오.

청소 전에, 폭풍 번개 시, 또는 장기간 미사용 시 Liquid Station

관리 및 청소

케이블의 연결을 해제하십시오. 청소 시에는 부드럽고 보푸라기가
없는 마른 천을 사용하여 Liquid Station을 닦아 내십시오.

수리 및 서비스 정보

화학 세제, 분말, 또는 기타 화학 약품(알코올, 벤젠 등)을 사용하지

LinkSquare를 열어 보거나 직접 수리하지 마십시오. LinkSquare를

마십시오.

분해하면 LinkSquare가 손상되거나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FCC 준수 성명

대부분의 충전용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는 비유해성 폐기물로
분류되며 해당 지역의 일반적 폐기물 배출 경로로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충전용 배터리를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 법률을 확인하십시오.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의 운송 중 화재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하여
포장, 마스킹 또는 절연 테이프로 단자가 다른 금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재활용되는
소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충전용 배터리 재활용 기관(RBRC)의
배터리 재활용 프로그램에서 재활용품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Call2Recycle(call2recycle.org)을 방문하거나 1-800-BATTERY
(북미)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를 불 속에 넣어 폐기하지 마십시오.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FCC 규정 제 15조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조건을 따릅니다. (1) 이 기기는 유해한 전파방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2) 이 기기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키는 전파방해를
포함한 어떠한 전파방해도 수용합니다.
해당 기호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품의 수명이 다하면 현지 당국에서
지정한 수거소에 가져가십시오. 일부 수거소에서는
제품을 무료로 수거합니다. 폐기 시 제품을 별도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Liquid Station 제품은 2014/53/EU, 2011/65/EU
지침 및 기타 모든 해당 EU 지침을 준수합니다.

법적 정보
Liquid Station과 관련한 법적 인증 정보 및 표기는 구매하신
제품의 뒷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적 정보는
linksquare.io/legal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자 주소: Stratio, Inc., 1863 Concourse Drive, San Jose,
CA 95131.

1년 기한 보증 요약
Stratio는 최초 구매자가 구매한 Liquid Station 제품이 Stratio가
제공한 사용자 문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 최초
구매일로부터 1년간 소재 및 기술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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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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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체 약관 및 세부 정보는 linksquare.io/legal을
참조하십시오. 본 보증서에 따라 정당한 청구를 하면 Stratio의
판단 하에 Liquid Station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줍니다. 부품 또는
제품의 교체로 인하여 Stratio에 반납된 부품 또는 제품은 Stratio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본 보증서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linksquare.io/contact에
문의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가능한 서비스 옵션은 서비스를
요청한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구입한
국가에서만 받도록 제한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전화 요금 및
국제 배송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 안에 보증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름, 연락처, Liquid Station의 시리얼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구매 영수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보증서는 Stratio 또는 Stratio의 공식 판매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Liquid Station에만 적용됩니다. 본 보증서는 Liquid
Station의 하드웨어 부품에만 적용되며, 제품의 (1) 일상적 마모,
(2) 사고, (3) 오용(제품 안내서를 따르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4) 방치, (5) 분해, (6) 변형, (7) Stratio의 공인된 기술자
외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 (8) 물로 인한 손상, 날카로운
물질에의 노출, 강압, 이상 전류의 제공, 극심한 온도 또는 주위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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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io, Inc.

South Korea

XU100690-16004K
Product: 전지 (Lithium-ion Polymer Battery)
Model: TW402438
Rating: 3.7V, 350mAh
Manufacturer: SHENZHEN TAIWO BATTERY CO.,LTD
Country: China
Date: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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