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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 정보

1. 중요 정보

일반 정보

이 사용설명서는 기기의 작동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 및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는 제품의 중요한 일부이며, 제품 시작 및 사용 전에 주의 깊게 읽고 항상 제품 주변에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을 작동하는 국가에서 사고 예방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될 경우, 그러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으로 이 사용설명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기에서 작업하거나 기기를 작동하기 전에 본 사용설명서를 모두 읽으십시오.

경고 

(→ p. 12 – 2. 안전) 안전 지침 및 경고를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다른 Leica 제품의 작동 및 사용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사항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1.1 본문에서 사용된 기호와 그 의미

기호: 기호 명칭: 경고

설명: 경고는 흰색 박스 안에 표시되며 경고 삼각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호: 기호 명칭: 참고사항

설명: 사용자를 위한 중요 정보와 같은 유용한 팁이 흰색 박스 
안에 표시되며 정보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호: 기호 명칭: 항목 번호

→ "그림 7 - 1" 설명: 괄호 안의 숫자는 그림에서의 항목 번호 또는 그림  
그 자체를 표시합니다.

기호: 기호 명칭: 체외 진단용 의료 기기

설명: 체외 진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기를 
표시합니다.

기호: 기호 명칭: 사용설명서 참고

설명: 사용자가 사용설명서를 참고할 필요성을 표시합니다.

기호: 기호 명칭: 중국 ROHS

설명: 중국 ROHS 지침의 환경 보호 기호. 이 기호에서 숫자는 
제품의 "환경친화적 사용 기간"(연수)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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