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사용 설명서
XPP-5411GX
XPP-5411GX는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임

Bayco Products, Inc.

XPP-5411GX

640 S. Sanden Blvd., Wylie, TX 75098

FLASHLIGHT FOR USE IN HAZARDOUS LOCATIONS

ID 4003544

INTRINSICALLY SAFE
SECURITE INTRINSEQUE

CLASS I DIV 1 GRPS A-D T4
CLASS II & III DIV 1 GRPS E-G T135C
CLASS I Zone 0 IIC T4
CLASS II Zone 20 IIIC T135C
-20ºC ≤ Tamb ≤ +40ºC
1.5V/Cell AAA Alkaline

WARNING: Do not replace batteries when an explosive atmosphere is present

경고 - 본질안전

y 경고: 아래에 나열된 공인 일회용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y 경고: 이 전등에 충전식 AAA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y 경고: 위험 분위기의 발화를 막으려면 위험한 환경에서는 렌즈 베젤을 열지 마십시오. 이 작업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곳에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y 경고: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ENERGIZER E92 또는 EN92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y 경고: 위험 분위기의 발화를 막으려면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곳에서만 AAA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y 경고: 폭발 위험을 줄이려면 새 일회용 배터리를 헌 일회용 배터리나 다른 제조사의 일회용
배터리와 혼용하지 마십시오.
y 경고: 부품 교체는 본질안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본질안전에 대한 특별 지침

‘앵글 라이트’를 사용하려 하는 위험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장소의 경우 어떤
장소든 개인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그곳의 평가 등급을 확인하십시오.

배터리 장착

경고: 5411GX의 본질안전 등급을 유지하고자 이 전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된 AAA 배터리는
ENERGIZER E92 또는 EN92 배터리뿐입니다.
y 이 외 다른 어떤 브랜드 또는 모델의 AAA 배터리도 이 전등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y 이 외 어떤 타입의 충전식 AAA 배터리도 이 전등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위험 분위기의 발화를 막으려면 위험한 환경에서는 렌즈 베젤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이 작업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곳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y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우징의 렌즈 베젤 나사를 풉니다.
y AAA ENERGIZER E92 또는 EN92 배터리 2개를 사용하되(배터리 둘 다 같은 타입이어야 함),
배터리 양극 단자가 전등의 배젤 끝부분을 향하도록 주의하여 전등에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y 시계 방항으로 나사를 조여 하우징에 렌즈 베젤을 고정하는 식으로 베젤을 다시 장착합니다.

작동

XPP-5411GX에는 다음 두 가지 조명 모드가 있습니다.
점멸 모드
순간 작동을 위해 가볍게 테일 스위치를 누릅니다. 스위치를 놓으면 등이 꺼집니다.
점등 모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테일 스위치를 눌렀다 놓으면 점등 모드가 됩니다. 테일 스위치를 다시
눌렀다 놓으면 불이 꺼집니다.
NIGHTSTICK NS-HMC12 장착 지침
y 장착면이 깨끗하고 표면에 기름이 묻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필요하면 알코올 솜 사용).
y 설치하기 전에 전등이 헬멧 테두리 가리개 부분에 거치적거리지 않고 충분히 기울 수 있는 장착
위치를 정합니다.
y 접착 배킹을 제거합니다.
y 제자리를 잡고 30초 동안 브래킷을 꽉 누릅니다.
참고: 접착력은 24시간 후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이 동안에는 전등을 장착하지 마십시오.
안전모 램프 브래킷에 연결
마운트의 슬롯에 전등을 가볍게 밀어 넣고 전등이 브래킷에 완전히 맞물려 들어갈 때까지 힘있게
누릅니다.
안전모 램프 브래킷에서 제거
마운트에서 미끄러지듯 나올 때까지 전등을 잡아당깁니다.

보증

제한된 평생 보증
Bayco Products, Inc.은 이 제품이 원래 구매자의 일생 동안 만듦새와 재료에 결함이 없는
것을 보증합니다. 제한된 평생 보증에는 LED, 하우징 및 렌즈가 포함됩니다. 충전식 배터리, 충전기,
스위치, 전자 장치 및 포함된 액세서리는 구매 증명이 있을 경우 2년 동안 보증됩니다. 정상적인
마모와 사고, 오용, 남용, 불완전한 설치 및 뇌해에 기인한 고장은 제외됩니다.
결함이 있는 것이 당사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당사는 이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해 드립니다.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임의의 보증을 비롯하여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이는
유일한 보증입니다.
보증의 사본 전문은 www.baycoproducts.com/bayco-product-support/warranties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구매 증명을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여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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