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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Material

Product weight

Product size

Packaging box

Input
power source

Consumption of
electric power

ABS,Acrylic

2.93Kg

350mmｘ350mmｘ430mm

360mmｘ360mmｘ230mm

DC 12V / 3A
(adaptor : AC100-220V/50-60Hz

30W

제품사양

재질

제품 무게

제품 외형 치수

패키지 치수

전압

소비전력

ABS,Acrylic

2.93Kg

350mmｘ350mmｘ430mm

360mmｘ360mmｘ230mm

DC 12V / 3A
(adaptor : AC100-220V/50-60Hz

30W

제원
Specifications
规格

LED 램프

LED 커버
LED Cover

Pipe (Adjustable Height)

Soil pot

AC Adaptor

Water Inlet Attached

Water Tank

전원 스위치

지지대 (높이 조절 가능)

토양 용기

AC 아답터 (DC 12V/3A)

수조 용기

물 주입구

ABS,Acrylic

2.93Kg

350mmｘ350mmｘ430mm

360mmｘ360mmｘ230mm

DC 12V / 3A
(adaptor : AC100-220V/50-60Hz

30W

产品规格
材质

电压

包装尺寸

消费电力

产品重量

产品外观尺寸

LED LAMP

Power Button

LED 盖

电源开关

支撑台（可调高）

土壤容器

AC 变压器

LED 照明灯

水槽容器

注水口



가정, 사무실, 병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PARPOT 스마트 화분은 주위 사물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색, 노란색, 식물LED 조명, 3단계 색상 조절이 가능하여, 실내등이나 무드등으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배양토를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씨앗을 심은 후 싹을 틔우고 자라는 모습을 바
로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식물을 관찰하는 것은 좋은 교육자료가 됩니다.

하루의 수분을 식물이 적절히 흡수하고 공기중에 배출합니다. 또한 식물의 음이온 발생을 
유도하여 실내의 유해 성분을 제거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인테리어

무드등

자연 교육

가습 및 정화

용도
Usage
产品用途 装潢效果

PARPOT 智能花盆是优秀的装潢素材，适用于家庭、办公司、医院等多种空间。

白色、黄色、植物LED照明等可随意选用三种颜色，室内灯或情调灯任您选用。

产品使用培养土栽培植物，可在近处观察菜籽种植后的发芽成长过程。是适合儿童观察植
物成长的优秀教育资料。

采用地面芯供水方式，最多可蓄水量达1.8升，适合在干燥的室内当加湿器使用。另外，
根据栽培的植物分类诱导阴离子的发生，可去除空气中的有害成分。

情调灯

自然教育

 加湿及净化功能

Interior Deco
PARPOT- smart pot can be used as a good interior accessory in various 
places such as homes, offices, and hospitals because they fit well with 
surrounding objects.

With three adjustable lights of White, Yellow and vegetable LED lights, 
PARPOT can also be used as interior lights and mood.

With cultivation soil, growth process of plant from planting seeds can be closely 
seen. Observing plant growth is a good educational resource for children. 

Natural humidification by water which is absorbed from the Tank.(Transpiration)
Removal of harmful components by anions plants generate.

Mood Lighting

Education 
of Nature

Humidification 
and purification



The Result of LED Test

White LED

Light amount [µmol/m2s] : 62.27 Light amount [µmol/m2s] : 38.45 Light amount [µmol/m2s] : 118.74

Warm white LED Plant growing LED

※ Measurement environment   ·Temperature:25.2˚C ·measuring distance:270mm  ·Humidity:63.4% 

특장점
Advantage
特点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실내에서도 간편하게 키운다
·작물 생육에 최적의 환경 제공

LED for Sunlight
·Excellent in sunless rooms.
·Provide optimal environment for growing plant

没有太阳也可栽培植物
·阳光不充足的室内也可方便使用
·为植物生长提供最佳环境

햇빛 대신 LED

·최대 1.8L의 물을 측면 주입구로 편리하게 공급

Easy Watering
·Water up to 1.8L can be easily supplied with side water inlet

供水方便
·采用侧面注水口，使用方便。
·采用地面芯供水方式，无需接水槽，可供洁净的水分。

편리한 물주기

·식물의 성장에 따라 높이 조절 가능

·실내 어느곳이나 쉽게 설치

Height adjustment
·Height adjustment of pipe according to a plants’ growth
·Easy to install anywhere in the house

可调高低
·根据植物的成长可调支撑台的高低。
·几乎不受空间限制，可方便地安装在屋内任何地方。

높낮이 조절

·백색, 노란색, 식물재배 조명 총 3단계로 식물에 따라 선택 가능

3 Type of LED
·3 types of lightings are optionally switchable.

三色LED
·明亮的灯光、情调照明、光合性照明三种照明形式任您随意选择。

3가지 LED



식물식재
Planting
栽培植物

Plant growth rate

Result of 9 days after replantation of withering vegetable 

관상용 식물로 인테리어 효과
The interior effect can be enjoyed by cultivating ornamental plants.
阳光不充足的室内也可方便使用

각종 공기정화식물로 쾌적한 공간 연출
Various air purifying plants can be planted to create a pleasant condition.
可栽培各种净化空气植物，演绎舒适的空间。

직접키운 건강한 먹거리 (토마토, 허브, 바질, 쌈채소, 쑥갓, 인삼, 로즈마리 등)
Healthy food which you raise. (Tomatoes, herbs, basil, varieties of vegetables, crown 
daisies, ginseng, rosemary, etc.)
可亲自栽培植物，当场放心食用。（西红柿、芳香草、basil、生菜等蔬菜、茼蒿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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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품을 사용하기에 앞서 적당한양의 물과 흙을 섞어 준비합니다.

Mix soil with a suitable amount of water before using the product.

⑦ 수조 용기에 물을 채우고 전원을 연결합니다.

Fill water in the water storage tank and turn on.

⑥ 토양용기에 흙을 채우고 원하는 모종이나 씨앗을 심습니다.

Fill soil in the pot and plant seeding or seeds.

⑧ 파르팟 조명화분 완성

PARPOT !  POT !  Mini garden completed ~ !

전원코드를 이미지와 같이 지지대에 통과시킨 후 토양용기와 조립합니다.

Put the electric wire

②

LED 조명램프에서 노출된 전원선과 지지대에서 나온선을 연결 후 LED조명램프와 
지지대를 조립합니다.

After connecting the wire from pipe with the wire from lamp, get lamp 
and pipe assembled.

③

조립 후, 제품사용이 가능합니다.

Assembly is done ~ !  Let’s plant.

④

제품 개봉 후 구성품인 흡습지를 아래 이미지와 같이 토양용기의 구멍에 끼워 넣습니다.

After opening the box, insert the water absorber out of components like 
the following image.

①

产品开封后,把构成品里的吸湿纸拿出来如下图插入。
在使用产品前，先好好混合适量水和土。

往产品里装好土后种植菜苗或种菜籽。

在产品“下板B”填满水后连接电源。

PARPOT！POT！迷你庭园完成了~！

설치 및 사용법
Installation and usage
组装及使用方法

如下图把构成品里的电线穿过产品柱子中间后与本体组装。 

连接产品上板上露出来的电线和本体柱子中穿过来的电线后，组装上板与柱子。

产品组装完毕~！好，种植植物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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