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압 휴대용 검전기 TK-300V
1. 안전규정

신체적 손상이나 제품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시기전에 사용 설명서의 ꏗ경고나 ꏗ주의에 관한 내용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ꏗ경고 및 주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ꏗ경고 및 ꏗ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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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한 사용을 위한 ꏗ경고 및 ꏗ주의

ꏗ경고

● AC30KV 이상의 전압 검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AC600V 이상의 검전에는 절연봉을 완전히 연장하여 사용하시고,
반드시 고무손잡이 이외의 곳에는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절연봉에 물기가 있거나, 우중에는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기기의 파손이나 동작불능등의 이상이 있을시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전 220V에서 동작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TEST 버튼의 시험만으로는 위험합니다.
● 낙뢰나 번개에 의한 써지(SURGE) 및 개폐 써지 및 기타 써지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전 하지 마십시오.

ꏗ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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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및 사양
●절 연 저 항

2000MΩ이상

●절 연 내 력

절연봉 : 30cm / AC 75KV 5분,

●누 설

100μA 이하

전 류

검출부 :AC 3KV / 1분

●동작 개시전압

고압 : 나전선, 절연전선 AC 800V ± 200V,

●동 작 거 리

AC13,200V의 나전선, 절연 전선 20cm 이내

●음량

검전기 손잡이부에서 70dB 이상

●발광

자연광에서 밝기 식별가능(8000Lux 밝기에서 확인가능)

●사 용 온 도

-10℃ ~ +50℃

●사용 전압범위

고압 : AC 3KV ~ 30KV,

●주

50 / 60㎐공용

파

수

●절연봉 꺽임 강도

2.0Kg 하중/1분간

저압 : AC 100V ± 20V

저압 : AC 100V ~ 600V

4. 특징
●본기기의 몸체(파이프)는 에폭시 글라스로 제작되어 가벼우며 절연성이 우수합니다.
●본기기는 소형으로 제작되어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나 보관에 편리합니다.
●음향 발광식으로 제작되어 야간이나 소음이 심한곳에서 동작 여부의 식별이 용이합니다.
●배전선로 및 배전반 전로 검전에 용이 합니다.
●AC100V~30,000V 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5. 각부 명칭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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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지팁 2.발광부 3.TEST 버턴

4.명판 5.절연봉

6.손잡이 7.음향부

6.사용방법
⑴사용전 외관 및

구조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십시오.

⑵TEST 버턴을 눌러 음향 및 발광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발광상태가 흐리거나 음향이 작을 시에는 건전지를 교체 해야 합니다.
건전지를 교환할때에는 LR44X3개를 동시에 교체하여 주시고,
극성에 주의 하십시오.
⑶AC100V~AC600V까지의 측정시에는 명판을 잡고
분전반의 저압선에 접촉을 시켜 검전 하십시오.
⑷AC3KV~30KV의 검전시에는 절연봉을 완전히 연장하시어
검전하시고, 손잡이 이외의 곳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하십시오.
⑸사용후에는 절연봉을 한단씩 축소하십시오, 충격을 가하여

저압 검전 방법

축소시키면 절연봉이 파손됩니다.

7. 유지관리 및 보수
●습기가 많은 곳이나 하절기의 고온의 장소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6개월에 1회 이상의 자체시험을 실시하여 고장여부를 확인하시고 고장이라고 판단될시에는
사용을 금하십시오.
●A/S는 반드시 제조사에 의뢰하십시오.

ꏗ주의 : 기기를 사용자의 임의로 개조, 분리, 수리하지 마십시오. 분해, 개조, 수리에 의해
발생 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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