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퀵 매뉴얼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취급 설명서의 
「사용상의 주의(안전에 관한 주의)」를 잘 읽어 보시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기 
 

KKEEWW  66220077  
 
 
 

 

Class I 기기의 시험 
누설 전류의 판정 기준값의 전환 
(짧게 누름：0.75mA, 길게 누름：3.5mA) 

 
Class II 기기의 시험 

 
연장 코드의 시험 

 
영점 보정 (NULL) 기능 실행 

 
시험의 중단 및 결과 리셋 (짧게 누름), 전원 ON/OFF (길게 누름) 

 
절연 저항 시험의 출력 전압의 전환 
(250/500V)  

시험 결과의 저장 

 

누전차단기(RCD) 시험 (짧게 누름), 
정격 감도 전류(15mA/30mA)의 전환 
(길게 누름)  

시험 결과 불러오기

 
백라이트 점등/소등 (짧게 누름) 
시각 설정 모드 (길게 누름)  

시험 결과의 인쇄 

 

 

 영점 보정 설정 상태 
 

 단선 체크의 결과 

 절연저항시험의 정격전압 
 

 피시험 기기의 전원 스위치가 
OFF 임을 경고 

 누설 전류 시험 
 

 누전 차단기 시험 시의 오접속

 측정 중임을 표시 
 

 L-L, N-N 간 저항값 10Ω 미만

 누전 차단기 시험의 
정격 감도 전류  

고장 전류 검출 시에 누전 
차단기가 트립되면 표시 

보호 도체 저항 
 

 L-L, N-N 간 저항값 10Ω 이상

 절연 저항 
 
 L-N 간의 단락 경고 

 L-N 간의 절연 저항 
 

 시험 결과：합격 

 누설 전류 
 

 시험 결과：불합격 

 부하 전류 
 

 데이터 저장 중에 점멸 

 주 전원 전압 
 

 저장 데이터의 번호 

 시험 불합격 항목 
 

 배터리 전압의 상태 

 
 활선 경고 

 

 FUSE 용단 표시 
(휴즈 교환 후, 벽 소켓에 
본체를 접속하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시험험 내내용용 판판정정 기기준준 

 
보호도체저항 시험  0.2Ω 이하 ※Class I 만 해당 

 절연저항 시험  Class I：2MΩ 이상, Class II：4MΩ 이상 

 누설전류 시험 Class I：0.75m 이하(짧게 누름), 3.5mA 이하 

(길게 누름), Class II：0.25mA 이하 

 부하전류 시험   － 
 

 

 

 

 

 

 

 

 

 

 

 

 

 

 

 

 

 

 

시시험험 내내용용  판판정정 기기준준  

 
보호도체저항 시험   1Ω 이하 

 절연저항 시험   5MΩ 이상 

단선 체크   10Ω 미만 

 누설전류 시험   － 
 

 

각 시험 항목이 FAIL 인 경우, 시험을 중단합니다. FAIL 의 시험 항목을 

건너뛰고 다음 시험을 실시할 경우, 다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처음부터 시험을 실시할 경우는     버튼을 짧게 눌러 리셋하여 주십시오.

버버튼튼의의  설설명명  

화화면면에에 표표시시되되는는 기기호호의의 설설명명  

Class I 및및 Class II 기기기기의의 시시험험

※Class II 의의 기기기기에에 
노노출출된된 금금속속부부가가 없없는는 
경경우우에에는는 나나사사 등등에에 
접접촉촉하하여여 주주십십시시오오. 
 

버튼을 누릅니다. 

보호 도체 저항의 시험

(Class I 전용) 

비프음과 청청색색  백백라라이이트트가 점멸. 

버튼을 누릅니다.

누설 전류 / 부하 전류 시험 
（주 전원 접속 시） 

※기기기기가가 동동작작하하므므로로 주주의의하하여여 주주십십시시오오.

접접속속도도  

연연장장  코코드드의의  시시험험

접접속속도도  

보호 도체 저항 시험 

절연 저항 시험

▪ L & N - E 간 
▪ L - N 간 

비프음과 청청색색 백백라라이이트트가 점멸

     버튼을 누릅니다.

누설 전류 시험 
（주 전원 접속 시에만） 

※※연연장장  코코드드에에  접접속속된된  기기기기가가  

    동동작작하하므므로로  주주의의하하여여  주주십십시시오오..

버튼을 누릅니다.

단선 체크 

각 시험 항목이 FAIL 인 경우, 시험을 중단합니다. FAIL 의 시험 항목을 

건너뛰고 다음 시험을 실시할 경우, 다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처음부터 시험을 실시할 경우는    버튼을 짧게 눌러 리셋하여 주십시오.

절연 저항 시험

LCD 에     가 표시되면, 

피시험 기기의 전원을 켜십시오.

Class I 시험에서 피시험 
기기가 거치형 모터 구동 
기기인 경우,       버튼을 
길게 눌러 시험을 개시 

기기호호에에  대대하하여여  누누전전  차차단단기기  시시험험에에서서    기기호호가가  

대대기기  상상태태에에서서  표표시시된된  경경우우  

Ａ：벽 소켓의 플러그의 방향을 

바꾸어 다시 꽂아 주십시오. 
 
누누전전  차차단단기기  시시험험에에서서    기기호호가가  

시시험험  개개시시  후후에에  표표시시된된  경경우우 

Ｂ：플러그형 누전 차단기에 꽂혀 

있는 플러그 방향을 바꾸어 다시 

꽂아 주십시오. 
Ｃ：플러그형 누전 차단기 본체의 

플러그 방향을 바꾸어 다시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Ｂ, Ｃ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시시험험 내내용용 판판정정 조조건건 

동작 시간 시험   30ms 이하 

감도 전류 시험  50%에서 부동작, 60%~100%에서 동작 
 

 

측정 결과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버튼을 눌러서 측정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999 건) 

 

         측정 결과(PASS/FAIL)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화면 좌측 하단에 데이터 No.와 함께         가 

점멸하며, 측정 결과가 저장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저장된 측정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온 후에,        버튼으로 데이터 No.를 상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데이터 No.를 삭제할 경우에는,        버튼을 동시에  

눌러 주십시오. 

 

 

        화면 좌측에 DEL ONE?이 표시되고,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데이터 No.의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DEL ONE?이 표시될 때,        버튼을 누르면 DEL ALL?의 표시로 

전환됩니다. 이 때,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저장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온 상태에서 측정으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측정 결과를 프린트하는 기능입니다. 

측정 결과가 표시된 상태, 또는 프린트 하려는 기록 데이터를 불러온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프린트가 됩니다. 

 
    버튼을 길게 눌러서 프린트할 다음 시험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의    아래에 표시되는 1M~60M(Month：월)의 숫자가 점멸합니다. 

다음 시험을 실시할 간격의 숫자를 

       버튼으로 선택하고, 

     버튼으로 결정합니다. 

 

※※옵옵션션의의  프프린린터터  케케이이블블과과  권권장장  

라라벨벨  프프린린터터를를  접접속속하하여여  주주십십시시오오..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시간이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설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점멸 중인 숫자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점멸하는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설정 모드가 종료됩니다.  

 

 

 

 

 

 

 

 

 

 

 

 

 

 

 

 

정격 전압 및 주파수 정격 전압：100~253V 
 정격 주파수：50/60Hz 
치수 261(L) x 104(W) x 68(D) mm 
무게 약 940g(배터리 포함) 
배터리 AA 사이즈 배터리(LR6) x 6 개 
휴즈 16A / 250V(F) 속단형 세라믹 휴즈 
 (Φ5 x 20mm) 
 

. 

3-21    92-2401 

 

대기 상태에서    마크가 표시되면,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접속에 오류가 있는 경우, 누전 차단기 키를 눌러도 시험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플플러러그그형형  누누전전  차차단단기기의의  시시험험 

버튼을 누릅니다. 

접속 확인 

누전 차단기 시험 

플러그형 누전 차단기의

전원을 복구합니다. 

감도 전류 시험 접접속속도도  

메메모모리리  기기능능

프프린린트트  기기능능  

시시간간  설설정정  방방법법  
년도 

월. 일

시. 분

어어깨깨걸걸이이  벨벨트트의의  설설치치  방방법법  

돌리면 노브가 

튀어나옵니다. 

어깨걸이 벨트의 버클을 장착하고,

벨트를 걸어 주십시오. 

버클 

사사양양

필요한 경우, 정격 감도 전류 

15mA/30mA 는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