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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명서는다음과같은표기규칙을사용합니다.

독자가주의해야하는항목을의미합니다.이경우,장비손상이나데이터손실이발생할수있으므
로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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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전지침

이경고표시는위험을나타냅니다.부상이발생할수있는상황입니다.장비를작동하기전에전기
관련재해에유의하고사고예방을위해표준절차를숙지하십시오.각경고의끝에는이장치와함
께제공되는번역된안전경고문에서해당번역문을찾을수있도록명령문번호가제공됩니다.

이지침을반드시숙지하십시오.

경고!

이경고를사용하는명령문에는추가정보가제공되어있으며규정및고객요구사항을준수해야합

니다.
경고!

명령문 1071—경고정의

중요안전지침

이경고표시는위험을나타냅니다.부상이발생할수있는상황입니다.장비를작동하기전에전기
관련재해에유의하고사고예방을위해표준절차를숙지하십시오.각경고의끝에는이장치와함
께제공되는번역된안전경고문에서해당번역문을찾을수있도록명령문번호가제공됩니다.

이지침을반드시숙지하십시오.

경고!

Statement 1055—Class 1/1M Laser

Warning – Invisible Laser Radiation. Do not expose users of telescopic optics. Class 1/1M Laser Products.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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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문 1029 -빈페이스플레이트및커버패널

빈페이스플레이트와커버패널은세가지중요한기능을합니다.섀시안에흐르는위험한전압과
전류에노출되지않도록하며다른장비를중단시킬수있는전자기간섭(EMI)을억제하고섀시를
통해냉각기류가흐르도록유도합니다.모든카드와보호커버,정면커버및후면커버가모두갖춰
지기전에는시스템을가동하지마십시오.

경고!

명령문 1028 —하나이상의전원공급장치

이장치에는전원공급장치연결부가 2개이상있을수있습니다.감전위험을줄이기위해모든연
결을제거하여디바이스의전원공급을끊어야합니다.

경고!

명령문 1015 —배터리처리

인화성액체또는가스의화재,폭발또는누출위험을줄이려면,

•배터리교체시에는제조업체에서권장하는것과같거나동급의배터리만사용하십시오.

•분해하거나,짓누르거나,구멍을뚫거나,날카로운도구를사용하여제거하거나,짧은외부접촉을
하거나,불속에던지지마십시오.

•배터리가휘거나부푼경우에는사용하지마십시오.

• __/__ C를넘는온도에서배터리를보관하거나사용하지마십시오.

• __/__보다낮은공기압력환경에서배터리를보관하거나사용하지마십시오.

경고!

명령문 1045 -누전방지

이제품은누전(과전류)방지기능을갖춘건물에서사용해야합니다.국가및지역의배선규정을준
수하여설치하십시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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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문 1024—접지컨덕터

이장비는접지되어야합니다.감전위험을줄이기위해접지컨덕터를끄거나제대로설치된접지
컨덕터없이장비를가동해서는안됩니다.적절한접지가가능한지확실치않은경우에는해당전기
검사기관이나전기기사에게문의하십시오.

경고!

명령문 1022 —분리디바이스

감전및화재위험을줄이기위해바로액세스가능한 2극연결해제디바이스를고정배선에통합해
야합니다.

경고!

명령문 294—한국용클래스 A경고

이것은클래스 A형장치로서산업용 EMC요구사항에대해등록되어있습니다.판매자나구매자모
두이점을인지하고있어야합니다.잘못하여이유형을판매또는구매한경우가정용으로교환해
야합니다.

경고!

서술 1005— 자동차단기

이제품은건물의단락(과전류)차단설비를사용합니다.감전또는화재위험을줄이기위해보호디
바이스의정격전류가다음이하인지확인하십시오.

20 A

경고!

명령문 1019—기본분리디바이스

플러그-소켓조합은기본분리디바이스로사용되므로항상접근이용이해야합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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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문 1030—장비설치

교육을받은적격담당자만이장비를설치또는교체하거나정비할수있습니다.경고!

명령문 1006—랙마운트및서비스작업을위한섀시경고

이장치를랙에마운트하거나점검할때신체상해를방지하기위해시스템이안정된상태로유지되

도록각별히주의해야합니다.다음은안전을보장하기위해제공되는지침입니다.

•이유닛이랙에있는유일한유닛인경우랙의맨아래쪽에마운트되어야합니다.

•부분적으로차있는랙에이유닛을마운트할때는가장무거운구성요소가랙의맨아래쪽에
놓이도록아래쪽에서위쪽으로로드합니다.

•랙에안정화디바이스가있을경우랙에장치를마운트하거나서비스하기전에안정화디바이
스를설치하십시오.

경고!

명령문 1051 -레이저방사

분리된광섬유나커넥터에서눈에보이지않는레이저방사선이방출될수있습니다.광선을마주보
거나광학기기를직접쳐다보지마십시오.

경고!

명령문 1017 —제한구역

이장치는접근이제한된구역에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제한된액세스영역은숙련자,기능자
또는자격을갖춘담당자가액세스할수있습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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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문 1047—과열방지

화재나신체적상해의위험을줄이려면권장최대주변온도를초과하는곳에서작동하지마십시

오.40 ºC
경고!

Statement 1056—Unterminated Fiber Cable

Invisible laser radiation may be emitted from the end of the unterminated fiber cable or connector. Do not
view directly with optical instruments. Viewing the laser output with certain optical instruments (for example,
eye loupes, magnifiers, and microscopes) within a distance of 100 mm may pose an eye hazard.

경고!

명령문 1074—지역/국가전기코드규격준수

감전또는화재위험을줄이기위해장비를설치할때는지역/국가전기코드규격을따라야합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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