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 및 취급상의 주의

경고

이 설명서에서는, 주의 사항을 하기와 같이
「경고」「주의」2가지로 구분 해서 표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 하신 후에 본문을 읽어 주세요.
경고:
주의:

잘못
하고
잘못
상정

된 취급으로 인해, 인명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정 되어 지는 내용을 표시
있습니다.
된 취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정 되어 지는 내용 및 물적 손해의 발생이
되어 지는 내용을표시 하고 있습니다.

경고

납조 내의 용해된 납은 약 450℃까지 올라가 위험 합니다. 납조의 교환을 실시 할 때 에는 전원코드를
빼고 납과 본체가 충분히 식은 것을 확인 하고 실시 하세요.
안전을 위해 이하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

주의

납조
제거 플레이트

육각렌치

납 찌꺼기 받이

전원코드

납조 제거 나사
(양측)

표시
전원스위치
설정 단추

휴즈

납조 내의 용해된 납은 약 450℃까지 올라가 위험 합니다. 또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납조 및 커버가 고온이 됩니다. 취급 상의 부주의로
인해, 화상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사오니, 이하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

● 본 기기는 안정성 있는 금속체 위에서 사용 하고, 주변에
종이 등 가연 물질을 두지말 것.
● 주변의 사람에게「고온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릴 것.
● 납이 튀어 위험 하오니, 납조 내에 물을 넣지 말 것.
● 사용을 중단 및 종료 할 시, 작업장소를 벗어날 때는 전원을
끈다.
● 부품 교환 및 수납 시에는 전원을 끄고, 충분히 식은
상태에서 교환 ・ 수납 한다.
●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경험 및 지식이 없는 자(어린이
포함)가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십시오.
● 어린이가 이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사오니, 이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
● 납땜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지 말 것.
● 본 제품을 개조 하지 말 것.
● 교환 부품에는 순정 부품을 사용 할 것.
● 물을 묻히거나 젖은 손으로 사용하지 말 것.
● 납 땜 시에, 연기가 발생 하므로 환기 시킬 것.
● 그 외 위험 하다고 생각 되어지는 행위는 하지 말 것.

■ 정전기대책품의 취급주의
본 제품은, 플라스틱에 전도성을 부여 하여 인두부, 스테이션부를 접지한 정전기 대책이 되어 있는 제품
이오니 하기의 주의를 지켜 주세요.
1. 인두부 등의 플라스틱은 절연물이 아니라, 전도성플라스틱입니다. 수리시, 충분한 취급주의와 활전부의
노출・절연재의 손상이 없도록 부품교환 및 수리를 실행하십시오.
2. 반드시 접지하여 사용하십시오.

HEAD OFFICE

4-5, Shiokusa 2-chome, Naniwa-ku, Osaka 556-0024 JAPAN
TEL:+81-6-6561-3225 FAX:+81-6-6561-8466
http://www.hakko.com E-mail:sales@hakko.com

주의
본 기기는 정전기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접지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OVERSEAS AFFILIATES

U.S.A.: AMERICAN HAKKO PRODUCTS, INC.
TEL: (661) 294-0090 FAX: (661) 294-0096
Toll Free (800)88-HAKKO
4 2 5 5 6

http://www.hakkousa.com
HONG KONG: HAKKO DEVELOPMENT CO., LTD.
TEL: 2811-5588 FAX: 2590-0217
http://www.hakko.com.hk
E-mail:info@hakko.com.hk
SINGAPORE: HAKKO PRODUCTS PTE LTD.
TEL: 6748-2277 FAX: 6744-0033
http://www.hakko.com.sg
E-mail:sales@hakko.com.sg

印刷電路板
插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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