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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사용 설명서

1 기호

기호 의미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

감전 위험

사용 설명서 및 안전 표지를 
확인하십시오.

조명을 직접 보지 마십시오.

0,2m 조명이 비추는 표면과 가연성 
물질의 최소 거리

min.
15 kg 서스펜션 로프의 최소 절단 하중

DIN EN 60598에 따른 '거친 사용'
에 적합한 장치입니다.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사용 설명서의 전반부에 이와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2 안전 수칙

2.1 전동 공구에 대한 일반 안전 수칙

 경고! 본 도구와 함께 제공된 모든 안전 
경고, 지침, 그림, 사양을 확인하십시오. 아래의 
지침을 일부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전, 화재 및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모든 경고와 지침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작업등을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작업등에서 
배출되는 열로 인해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등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켜져 있는 작업등을 덮개로 가리지 마십시오. 
작업등이 작동 중에 고온 상태가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유해한 광선에 대한 경고. 조명을 
장시간 동안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조명을 직접 쏘지 

마십시오. DIN EN 62471에 따르면 작업등은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만, 안구가 조명에 

장시간 동안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정적으로 작업등이 작동하도록 공식 전문가
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정품 예비 부품을 사용 
하십시오. 이 조명에 포함된 광원은 제조 
업체 또는 서비스 센터나 유사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교체해야 합니다.

 – 플러그와 케이블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손상된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공식 AS 
센터에서 손상된 부분의 교체를 요청하십시오.

 – 안정적인 위치와 지지대를 고려하여 작업등을 
설치하십시오. 작업등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 파손된 작업등은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 작업등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작업등을 보관하십시오.

3 기본 용도
투광 조명은 건설 현장, 작업장, 창고 등에서 사용 
하는 조명입니다. 전원 소스의 전기적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작업등을 일반 가정의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적절한 사용 및 기본 용도에서 
벗어난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주의! 일부 국가에서는 건설 현장의 전기  
장비 사용과 관련된 추가 규정이 있습
니다. 국내 규정에 따라 작업등의 사용
이나 기존 요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국내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4 기술자료

투광등 S Y S L I T E  DUO

명목 전압 220 - 240 V
주파수 50/60 Hz

광원 80 x 1.4 W 전원 LED
최대 전력 112 Watt

조명 전류 8000 lm
조명 색상 5000 K
색상 렌더링 
인덱스 

>80

수명(L70) > 10,000시간
중량 3.4 kg
보호 등급 I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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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동 공구의 기능

[1-1] 탈착식 스탠드, 케이블 감개
[1-2] 발광 영역
[1-3] 손잡이
[1-4] 벽걸이, 케이블 클램
[1-5] 전원 케이블

6 사용 방법

 
경고

미승인 전압 또는 주파수!
사고 위험

 X 공구의 이름판에 나온 사양을 준수하십시오.
 X 국내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6.1 전원 켜기/끄기

작업등 켜기

방수 기능이 없으므로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작업등의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안 됩니다.

 X 전원 플러그를 소켓에 꽂으십시오. 
조명 원추가 즉시 나타납니다.
작업등 끄기

 X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X 스탠드의 코일 전원 코드 [1-1]. 케이블의 
끝부분을 클램 [2-1]에 끼우십시오.

6.2 온도 모니터링
작업등이 과열되면 밝기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작업등이 최대 온도를 계속 초과하면 전원이 
완전히 꺼집니다.
밝기 복구 방법:

 X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X 과열의 원인을 해결하십시오(예: 환기구 막힘).
 X 전원 플러그를 다시 꽂으십시오.

전체 밝기가 복구됩니다.

7 설치

스탠드를 이용해 통기가 잘 이루어 
지도록 작업등을 설치하십시오 [4-1].

건조하고 평평한 바닥에 작업등을 설치하십시오. 
전선으로 작업등을 매달지 마십시오. 전선을 
과도하게 당기면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등의 상단과 하단에 있는 냉각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0,2m
조명이 닿은 표면 및 가연성 소재와  
0.2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각도 설정 [3]
선택할 수 있는 작업등 각도는 3개입니다.

8 바닥에 고정 [4]
작업등에는 튼튼한 설치를 위한 탈착식 스탠드 
[4-2]가 있습니다. 볼트 구멍 [4-3]을 이용해 
스탠드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X 스탠드를 빼십시오. 먼저 한쪽을 힘껏 빼십 
시오.

 X 스탠드를 균등한 힘으로 당기십시오.
 X 스탠드를 바닥에 부착하십시오.

통기에 의한 냉방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작업등을 수직면(예: 벽)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X 스탠드 위에 작업등을 설치하십시오.

9 삼각대 설치 [5]

작업등에서 Festool 삼각대인 ST DUO 
200만 사용하십시오. 삼각대의 높이는 
2.0 m 이내여야 합니다. 삼각대 매뉴얼의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X 삼각대 다리를 완전히 펴십시오 [5].
 X 삼각대 위에 작업등을 설치하십시오.
 X 투광 전구를 고정될 때까지 돌리십시오.

10 벽에

10.1 걸기 [6]
작업등의 후면에 있는 벽걸이 [2-1]를 이용 
하십시오. 벽에 박은 못이나 스크류에 작업등을 
거십시오.
10.2 로프 이용 [7]
손잡이에 있는 가이드 홈 [7-1]을 통해 나온 
로프를 이용해 작업등을 매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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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비스 및 유지관리

 
경고

상해 및 감전 위험

 X 공구를 청소 또는 유지보수하기 전에 항상 
배터리 팩을 분리하십시오.

 X 모터 하우징을 열어야 하는 모든 유지관리 
및 수리 작업은 공식 서비스 작업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고객 서비스 및 수리 
제조사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만 정식 고객  
서비스와 수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음 주소에서 가까운 지점을 찾아보십
시오. www.festool.com/Service

EKAT

1

2
3 5

4 Festool의 정식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주
문 번호 확인: 
www.festool.com/Service

 –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작업등의 플라스틱 
덮개를 깨끗하게 닦아서 손상되지 않게 하십 
시오.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작업등의 냉각 
환기구가 막히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게 
관리하십시오.

12 환경
본 제품을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기기, 액세서리, 포장을  
재활용하십시오. 국가별 규정을 준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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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LITE DUOFestool

This luminaire 
contains built-in 
LED lamps.

The lamps in the luminaire
cannot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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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operating instructions

1 Symbols

Symbol Significance

Warning of general danger

Risk of electric shock

Read operating instructions and 
safety notices!

Do not look directly into the light 
beam!

0,2m Minimum distance to illuminated 
surface and inflamable substances

min.
15 kg

Minimal break load of suspension 
rope

Device qualifies for “rough use” 
according DIN EN 60598.

Do not dispose of as domestic 
waste.

The specified illustrations appear at the 
beginning of the Operating Instructions.

2 Safety instructions

2.1 General safety instructions for power 
tools

 WARNING! Read all safety warnings, 
instructions, illustrations and specifications 
provided with this tool. Failure to follow all 
instructions listed below may result in electric 
shock, fire and/or serious injury. 
Save all warnings and instructions for future 
reference.

 – Handle flood light with care. Device may 
generate heat that increases the risk of fire 
and explosions.

 – Never use the device in potentially explosive 
environments.

 – Do not cover the device when switched on. The 
device heats up during operation and can burn 
the surface of the skin.

 – Warning against harmful light 
radiation. Do not look into the light 
beam for long periods. Do not direct 

the light beam towards other people or 

animals. According to DIN EN 62471 the device 
is safe under most usages, except when 
exposing the eye directly to the light beam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 Have your device repaired by qualified spe-
cialist staff and always use original spare 
parts to ensure that your device operates 
reliably. The light source contained in this 
luminaire shall only be replaced by the 
manufacturer or his service agent or a similar 
qualified person.

 – Check the plug and the cable regularly and 
should either become damaged, in order to 
avoid a hazard, have them replaced by an 
authorised after-sales service workshop.

 – When setting up the device provide for stable 
positioning or firm suspension. Device could 
fall down. Risk of injury. 

 – Discontinue use if device is damaged.
 – Device is no toy! Keep away from children.

3 Intended use
Floodlight is intended for illumination of con-
struction sites, work areas, garages and the like. 
The electrical safety of the power source must 
be safe-guarded.
The device is not suitable for illuminating rooms 
in residential buildings.

The user is liable for improper or non-
intended use.

CAUTION! In some countries, ad-
ditional regulations exist relating to 
the use of electrical equipment on 
construction sites. These national 
regulations can restrict the use of the 
working light or present additional 
requirements. Take into account any 
applicable national regulations.

4 Technical data

Flood light S Y S L I T E  DUO

Nominal voltage 220 - 240 V

Frequency 50/60 Hz

Illuminant 80 x 1.4 W Power LED

Max. power 112 Watt

Light current 8000 lm

Light color 50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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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d light S Y S L I T E  DUO

Color rendering 
index 

>80

Lifespan (L70) > 10,000 h

Weight 3.4 kg

Protection type IP 55

5 Machine features

[1-1] Detachable stand, cable spool
[1-2] Luminous area
[1-3] Handle
[1-4] Wall peg, cable clam
[1-5] Mains power cable

6 OPERATION

 WARNING

Unauthorised voltage or frequency!
Risk of accidents

 X Observe the specifications on the machine’s 
name plate.

 X Observe country-specific regulations.

6.1 Switching on/off
Switching on the device

The power plug of the device may not 
be plugged in in a moist environment, 
as it does not feature a proofing 
against dampness.

 X Insert mains plug into socket. 
Light cone appears instantly.
Switching off the device

 X Unplug the mains plug.
 X Coil mains cord on the stand [1-1]. Pin the 

end of the cable into the clam [2-1].
6.2 Temperature surveillance
When exceeding the temperature limit, the 
device automatically reduces luminosity. If device 
continually exceeds temperature limits, power is 
cut off completely.
Measures for restoring luminosity:

 X Pull mains plug,
 X remove cause of overtemperature (i. e. 

obstructed air vents),

 X reinsert mains plug.
Full luminosity is restored.

7 Setup

Always set up device with stand to 
keep airvents air accessible [4-1].

Place on dry, even and stable surface. Do not 
suspend device from its power cord. Electrical 
hazards by overstraining the power cord may 
occur. Prevent obstruction of the cooling slits on 
top and bottom of the device. 

0,2m
Minimum distance to illuminated sur-
faces and combustible materials 0,2 m.

Set up angles [3]
Device may be set up in three different angles.

8 Affixing to surfaces [4]
For securer mounting the device is outfitted with 
a detachable stand [4-2] that includes bolt holes 
[4-3] for secure attachment to surfaces. 

 X Pull off stand. Begin by pulling more strongly 
on one side.

 X Evenly pull off stand.
 X Affix stand to surface.

Do not affix device to vertical sur-
faces (walls etc.) as this significantly 
reduces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 air vents.

 X Mount device on stand.

9 Set up with tripod [5]

Use device only with the Festool tripod 
ST  DUO 200. Tripod height may not 
exceed 2.0 m. Observe the instructions 
in the tripod manual.

 X Expand tripod legs completely [5].
 X Mount device on tripod.
 X Swivel flood light until catch snaps into place.

10 Suspend

10.1 from wall [6]
Use wall peg [2-1] on rear side of device. Place on 
nail or screw head which protrudes from a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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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by rope [7]
Device can be suspended from a rope via the 
guiding groove [7-1] located on handhold.

11 Service and maintenance

 WARNING

Risk of injury, electric shock
 X Always disconnect the battery pack from 

the machine before any cleaning or 
maintenance!

 X All maintenance and repair work which 
requires the motor housing to be opened 
must only be carried out by an authorised 
service workshop.

Customer service and repair. Only 
through manufacturer or service work-
shops: Please find the nearest address 
at: www.festool.com/Service

EKAT

1

2
3 5

4 Use only original Festool spare parts! 
Order No. at: 
www.festool.com/Service

 – Always clean the plastic cover on the working 
light with soft, dry cloth to prevent any damage.
Do not use solvents.

 – To ensure constant air circulation, always keep 
the cooling air openings in the device clean and 
free of blockages.

12 Environment
Do not throw the device in household 
waste! Recycle devices, accessories 
and packaging. Observe applicable 
national regulations.

 A++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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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2012

L
E
D

SYSLITE DUOFestool

This luminaire 
contains built-in 
LED lamps.

The lamps in the luminaire
cannot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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