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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Lead Set
안전 정보
XW 경고
감전, 화재 및 상해를 방지하려면:
• 제품을 지정된 방식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과 함께 제공된 보호 장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안전 정보를 읽은 후에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해당 지역 및 국가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위험한 활성 도체가 노출된 곳에서는 감전 및
화재로 인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인증 고무 장갑, 마스크 및 방염복)를
착용하십시오.
• 혼자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 특정 측정 범주, 전압 또는 정격 암페어수로 작업을
제한하십시오.
• 모든 지침을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 AC 30V RMS, AC 42V PK 또는 DC 60V 를
초과하는 전압은 만지지 마십시오.
•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존재하는 환경 또는
눅눅하거나 습한 장소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 프로브 또는 액세서리의 최저 정격 개별
구성품의 정격 측정 범주(CAT)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 테스트 리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테스트 리드에 손상된 접지부나 피복이 벗겨진
금속이 있는지 또는 마모 표시기(있는 경우)가
나타나는지 점검하십시오. 테스트 리드의 연속성을
확인하십시오.
• 손가락은 프로브의 손가락 보호대 뒤에 놓으십시오.
• 제품과 측정 범주, 전압, 정격 암페어수가 동일한
프로브, 테스트 리드 및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테스트 리드가 기기와 다른 부속품에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스택형 커넥터는 테스트 리드 연장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치 터미널의 소스 신호를 다른 수동 입력에
분배할 때만 스택형 커넥터를 사용하십시오.
테스트중인 도체에 연결하기 위해 테스트 프로브를
스택형 커넥터와 함께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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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문서 참고.
이중 절연
경고 위험
경고 위험 전압 감전 위험
측정 범주 III 은 건물의 저전압 전원
설치의 배전부에 연결된 회로 측정
및 테스트에 적용됩니다.
측정 범주 IV 는 건물의 저전압 전원

¾ 설치의 전원에 연결된 회로 측정 및
테스트에 적용됩니다.

P

유럽 연합 규정을 준수합니다.

지침
자세한 지침은 리드를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청소
제품을 청소할 때는 부드러운 천에 물 또는 중성
세제를 적셔 사용하십시오. 절대 기기를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용제나 연마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 사양

온도 .....................-25°C~60°C
습도 .....................최대 온도 31°C 에서 최대 80% RH,
40°C 에서 50% RH 까지 선형 감소
고도 .....................2000 미터
IEC 61010-031 .....CAT IV 600 V / CAT III 1000 V 12 A
안전 표준...........IEC 61010-031, 오염도 2

Fluke 에 문의

• 기술 지원(미국): 1-800-44-FLUKE
(1-800-443-5853)
• 교정/수리(미국): 1-888-99-FLUKE
(1-888-993-5853)
• 캐나다: 1-800-36-FLUKE(1-800-363-5853)
• 유럽: +31 402-675-200
• 일본: +81-3-6714-3114
• 싱가포르: +65-6799-5566
• 중국: +86-400-921-0835
• 브라질: +55-11-3530-8901
• 전세계: +1-425-446-5500
또는 Fluke 의 웹 사이트(www.fluke.com)를
방문하십시오.
제품을 등록하려면 http://register.fluke.com을
방문하십시오.
최신 설명서의 추가 자료를 열람, 인쇄 또는
다운로드하려면 http://us.fluke.com/usen/support/manuals.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