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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RUNTIME*
사용시간

 RESERVE**
예비사용시간

LOW
낮음 4 lm 1 m 15 h 0 h

HIGH
높음 40 lm 10 m 4 h 6 h

ANSI FL-1 STANDARD / NORME 

21 g + 6 g = 27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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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ºC (110Fº)

<-17ºC (0F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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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LED
STROBE
점멸 모드

RED STROBE
적색 점멸 모드적색 LED

CR2032

This product is protect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atents. Other patents pending.
Ce produit est protégé par un ou plusieurs des brevets 
suivants. Autres brevets en instance.
US6249089B1, US6621225B2, US6650066B2, EP1120018B1, 
EP1206168B1. 

  [KO]

사용설명서

헤드램프 FLARE
배터리 수명: 배터리의 수명은 아래의 요인에 따라 많
은 영향을 받습니다:

• 배터리의 브랜드 및 제작 년도

• 헤드램프를 장 기간 보관하였을 시

• 온도의 영향

• 과다한 조작

*ANSI FL-1 표준: 최초 출력의 10%까지 런타임.

**예약: 램프가 강도가 낮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빛
을 발산하는 추가 시간(4m에서 0,25 Lux까지 측정됨)

중요 사항: 모든 지침을 주의 깊게 따르고, 나중에 참고
할 수 있게 보관해두십시오. 

배터리 

• CR2032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십시오.

• 오래된 배터리와 새 배터리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다른 
종류를 섞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 해당되는 현지 법 및 규정에 따라 기기/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사용/모드

(그림 참조)

보관 및 운반

(그림 참조)

제품 관리 및 손질

(그림 참조)

문제 해결

만일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 배터리가 올바르게 삽입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 배터리 단자가 부식되었는지 이음쇠의 결합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깨끗이 손질하십시오.

• 전원 버튼을 수시로 눌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체크하십시오.

만일 위와 같은 대처에도 반응이 없다면 ㈜
블랙다이아몬드 코리아 고객센터 또는 블랙다이아몬드 
본사 Blackdiamondequipment.com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 할 경우 보호자가 
감독하여야 합니다.

•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헤드램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보조 램프 및 
배터리를 준비하십시오.

• 헤드램프의 불빛을 직접 응시하지 마십시오. 강한 빛은 
눈을 손상 시킬 수 있습니다. 광선을 직접 응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직접 비추지 마십시오. 강렬한 빛은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Black Diamond Equipment
는 직접적, 간접적, 우발적 결과 또는 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기타 유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한적 보증

당사 보증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3년 동안이며, 당사의 
조명 제품(제품)에는 재료 및 제조상의 하자가 없음을 
최초 소매 구매자(구매자)에게만 보증합니다. 당사는 
정상적인 마모, 부적절한 사용, 부적절한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제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결함을 발견할 경우, 
구매자는 제품을 구입처로 반품해야 합니다. 반품할 
수 없을 경우, 제공된 주소로 제품을 보내주십시오. 
제품은 당사 재량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합니다. 본 보증에 
따른 당사의 책임 범위는 위와 같으며, 해당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 그 책임이 모두 종료됩니다. 당사는 모든 보증 
청구에 대해 구매 증빙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헤드램프는 EMC(전자파 적합성) 지침에 
따른 2004/108/EC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본 제품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 결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blackdiamondequipment.com/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