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발광식 특고압 검전기 TK-1500V
1. 안전규정
신체적 손상이나 제품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시기전에 사용 설명서의

경고나

주의에 관한

내용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고 및
경고 및

주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주의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 및 취급하면 사람에게는 사망, 중상,

또는 상해를 입을수도 있으며, 기타 물적 손해 및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제품 본래의 사용방법 및 사용 설명서에서 지정한 사용방법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한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주의

경고
● AC44KV 이상의 전압 검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검전시에는 절연봉을 완전히 연장하여 사용하십시오.
● 절연봉에 물기가 있거나, 우중에는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기기의 파손이나 동작불능등의 이상이 있을시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전 반드시 TEST 모드에서 시험하십시오.
● 낙뢰나 번개에 의한 써지(SURGE) 및 개폐 써지 및 기타 써지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전 하지 마십시오.

주의
● 기기를 사용자의 임의로 개조, 분리, 수리하지 마십시오. 분해, 개조, 수리에 의해 발생 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십시오.
● 장시간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반드시 내부건전지를 분리하여 보관하십시오.

3. 특징
● 기기의 몸체(파이프)는 에폭시로 제작되어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절연성이 우수합니다.
● 기기를 3단으로 접어 운반이나 보관에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 검전레인지를 ‘L' 과 ’H'로 나누어 감지전압을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 기기의 레인지를 ‘T'(TEST)로 향하면 경보음과 LED의 점멸로 자체적으로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

전

시

사

라인전압의 사용범위
레인지별 사용전압의

범위

용

범

위

3KV ~ 44KV
L (LOW)

3KV 이상

H (HIGH)

35KV 이상

4. 사용방법
검전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절연 장갑을 착용하고, 고압감전에 대비하여 반드시 본기기를
접지하여 사용하십시오.(그림 참조)
① 사용시 상단의 LED 점멸부위를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 3단을 낚시대처럼 뽑습니다.
② 검전하기전에 레인지를 ‘T(TEST)로 향하게 하면 ‘삐 삐 삐 삐’ 하는 경보음과 함께
4개의 LED가 번갈아 점멸합니다.
③ 실제 검전시 사용레인지는 “L” 과 “H” 이며 위의 도표를 참조하여 알맞게 선택하십시오.
④ 검전시 본기기를 3단으로 편후 라인에 접촉하여 통전 여부를 테스트 하십시오.
⑤ 기기를 사용 또는 테스트한 후 레인지를 ‘OFF'로 고정하십시요. (밧데리 소모방지)
⑥ 건전지의 규격은 AAA1.5V 4개이며, 경보음이 늘어지거나 LED의 빛이 어두워지면,
새건전지로 교환하십시요.

구조와 명칭

건전지 교환

5. 건전지의 교환
건전지의 교환은 상단부 캡의 나사 두개를 풀고 부품이 부착된 기판을 당겨내어 교환합니다.
새건전지로 교환한 후 반드시 ‘T(TEST)레인지로 작동여부를 확인하십시요.

경고 및 주의사항
◈ 검전시 : 감전에 대비하여 필히 기기의 접지부를 접지하십시요. (그림참조)
감전에 대비하여 필히 절연장갑을 착용하십시요.
◈ 철수시 : 접을때에는 검출부(레인지)쪽에 충격를 가하지 마십시요.

6. 유지관리 및 보수
● 습기가 많은 곳이나 고온의 장소 또는 진동이 심한곳에서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 6개월에 1회 이상의 자체시험을 실시하여 고장여부를 확인하시고, 고장이라고 판단될시에는
사용을 금하십시오.
● A/S는 반드시 제조사에 의뢰하십시오.
● 장시간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반드시 내부건전지를 분리하여 보관하십시오.
주의 : 기기를 사용자의 임의로 개조, 분리, 수리하지 마십시오.
분해, 개조, 수리에 의해 발생 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앞선 기술로 신뢰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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