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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공된 진동 방사 값은 EN60745 에 따라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므로 다른 공구와의 비교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조출에 대한 사전 평가값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언된 진동값은 전동공구를 정상적인 사용 용도로 사용할 
때 해당 됩니다. 만약 정상적인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 공구를 
사용하거나 정품이 아닌 액세서리 혹은 잘 관리 되지 않은 상태의 
공구를 사용하신다면 진동방사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총 작업시간에 거쳐 노출의 정도와 양을 심각하게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진동 방사에 대한 노출은 공구가 꺼져있거나,
동작중이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총 작업시간에 거쳐 노출의 정도와 양을 심각하게 
줄여줄 수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구와 액세서리의 정비 그리고 손을 
따뜻하게 유지 관리, 작업패턴의관리 등 사용자를 진동 노출의 
위험으로부터 줄여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 방법을 숙지 하십시오.

 경고!경고!

제품에 동봉된 브로셔를 포함한 모든 안전 경고와 안내를 숙독 
하십시오. 경고와 안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전기 쇼크나 화재 혹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고와 안내는 차후 참조를 위해 보관하세요.

안전 수칙

귀마개를 착용하십시오. 지속적인 소음에의 노출은 청력손상을 
유발합니다.

전동공구의 절연된 표면만을 이용하여 잡으십시오.

작업중에는 절단용 액세서리가 숨겨진 전선이나 자기의 전원선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살아있는 전선에의 절단용 액세서리의 접촉은 전동공구의 
금속 부분에 노출이 있을 수 있고 작업자에게 전기 쇼크의 
위험이있습니다.

기계 작동중에 톱밥이나 파편들을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벽 천장, 바닥 작업시에는 전기 배선이나, 가스, 수도관에 주의하여 
피해서 작업 하십시요.

충전공구를 다시 사용하시기 전 까지 반드시 배터리 팩을 기기에서 
분리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배터리팩을 부수거나 열지 마시고 건조한 실내에 보관 하십시요.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요.

배터리 팩을 금속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요. (합선의 위험)

M12 시스템 배터리를 충전하실 때는 M12 시스템 충전기만을 
사용하십시요. 다른 충전기에 충전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부하나 극단적인 온도에서 손상된 배터리에서 배터리액   
(산)이 흘러 내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액에 접촉한 경우 곧바로 물과 비누로 씻어내십시오. 만약 
눈에 접촉이 있었다면 10분 이상 흐르는 물에 씻으시고, 즉각 
병원에 방문하십시요.

사용조건

충전임팩 드라이버는 주 전원과 떨어진 경우 넛트와 볼트를 조이고 
채우는 용도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정상 사용에 나열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새 배터리는 4-5회의 충전과 방전 이후에 최대 충전 능력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참 동안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충전하셔야 합니다.

섭씨 50도 (122℉) 가 넘는 온도는 배터리팩 성능을 저하 시킵니다.

장시간 열 혹은 햇빛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과열의 위험)

배터리와 충전기의 접촉부위는 깨끗해야 합니다.

최적의 수명을 위해, 배터리팩은 사용후 반드시 완충전 작업을 
해줍니다.

배터리팩 보호

대량의 전류 손실이 일어나는 극단적으로 높은 토크나 끼임, 멈춤 
혹은 누전의 상황에는, 공구가 약2초간 떨고, 배터리 잔량 게이지가 
점멸하고, 전원이 나갑니다. 리셋을 위하여 스위치를 놓으십시오. 
극단적인 환경하에서는 배터리의 내부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배어리 잔량 게이지는 점멸합니다. 배터리팩을 
식히시고 일을 계속 하십시오.

최적의 수명을 위해, 배터리팩은 사용후 반드시 완충전 작업을 
해줍니다.

30일 이상 배터리팩을 보관할 경우:

기술사양 M12 BIW12 M12 BIW14 M12 BIW38

사용범위       1/2”(13 mm)  1/4”(6.35 mm) 3/8” (10 mm)

무부하속도     0-2500 min-1  0-2500 min-1 0-2500 min-1

임팩범위     0-3300 min-1 0-3800 min-1 0-3300 min-1

토크     138 Nm  50 Nm  

볼트/너트 최대 직경    

배터리 전압     12 V  12 V  12 V

무게 (배터리포함 2.0Ah)   1.08 kg  0.95 kg  1.0 kg

소음/진동 정보 소음/진동 정보 

EN60 745 에 따른 측정값�

일반적인 A- 측정소음레벨:

음압레벨 (K = 3 dB(A))    98 dB(A)  97 dB(A)  97 dB(A)

소음레벨 (K = 3 dB(A))   109 dB(A)  108 dB(A)  108 dB(A)

귀마개를 착용하십시오 !귀마개를 착용하십시오 !

종합 진동 값 (세축에 대한 백터값의 합) 

EN60745 에 따른 측정값

진동 방사값 a
h
 

화스너에 대한 최대 임팩 조임  11.2 m/s2   12.9 m/s2  12.9 m/s2

불확실성 K      1.5 m/s2   1.5 m/s2  1.5 m/s2

 경고!경고!

KOREAN

135 Nm  

 ≥ M10 (12.9)/ ≥ M12 (8.8) ≥ M8 (12.9)/ ≥ M10 (8.8) ≥ M10 (12.9)/ ≥ M1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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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27℃ 이하 이고 습하지 않은 곳에서 배터리를 보관 합니다.

배터리팩은 30% -50% 충전된 상태로 보관 합니다.

6개월마다 보관중인 배터리를 정상 충전 합니다.

유지보수

만약 공구의 전원선이 손상 되었다면 인증된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 
되어야 합니다. 교체에는 특수 목적 공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MILWAUKEE의 부속품과 예비 부품들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품들을 교체해야 할 경우, 
MILWAUKE 서비스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객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공구의 조립도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라벨에 적혀있는 공구의 타입과 모델번호를 적으신 후, 가까운 
서비스 센터나 혹은 아래의 주소로 직접 조립도를 주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사평대로 16

(방배본동 750-14), 전화: 1644-4009

상징

공구를 동작 시키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숙독하십시오.

공구에 어떤 작업을 하기전에 배터리팩을 제거 
하십시오.

일반쓰레기 처럼 배터리 팩을 버리지 마십시오!

전기, 전자 제품의 처리에 관한 유럽규칙2002/96/
EC의 준수 및 이에 따른 국내법의 이행에 따라 
수명이 다한 전동 공구는 따로 모아져서 친 환경 
재생시설로 보내져야 합니다.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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