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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품 확인  

   먼저 제품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구입처나 A/S 로 문의하십시오.  

   본체, 리드봉어셈블리, 바나나플러그,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2.시험기 사용 안전 규칙  

   “본 시험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십시오”.  

 

 

 

 

 

 안전점검  

1. 사용 전에 본체의 외관이나 악세사리의 전선피복, 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2. 본 시험기는 시험하기 전에 항상 감도전류선택 스위치를 시험전압과 전류에 설정하십시오.  

3. 감도전류선택스위치에 표기된 전압이상 인가하지 맙시다.  

4. 시험하기 전에 손에 물기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 묻어 있으면 깨끗이 씻고 건조 후 시험하십시오.  

5. 결선 후 시험시간을 30 초 이상 초과하지 맙시다.  

6. 시험 후 항상 전원으로부터 분리 보관하십시오.  

 

접촉금지  

1. 비절연 노출된 전선 또는 통전중인 도체에 피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의심스러우면 접촉하기 전에 전압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고전압 주의  

1. 시험 전에 공급전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본체의 플러그나, 리드봉어셈블리, 바나나 플러그를 결선시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3. 시험 중 시험기나 시험단자에 직접 피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4. 시험 후 악세사리를 분리 할 때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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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품 특성  

1. 주문형 IC 를 이용한 전류제어회로, 결선확인회로, 필터회로, 보호회로가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는  

   60 ㎜×100 ㎜×45 ㎜의 소형이고 단상과 3 상 110V, 220V, 380V, 440V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체는 내충격성 플라스틱 제품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 누전차단기 시험, 콘센트의 배선상태 확인, 다중콘센트 스위치 OFF 시 전압선차단상태 확인, 누전 및  

   전압 인가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누전차단기 시험은 접지선이 연결된 콘센트나 누전차단기가 부착되어있는 장소에서 직접 시험 가능하며  

   감  도전류선택 스위치는 4 가지의 전압별 4 단계의 감도전류로 구분되어있고 총 12 단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콘센트에 접지선이 연결되지 않은 장소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장소에서 리드봉어셈블리를 이용하여  

   시험 할 수 있습니다.  

 4. 배선확인램프의 발광 여부로 콘센트의 배선결선상태를 7 자지조건을 판단하며, 누전확인, 전압 인가된  

    상태 확인, 다중콘센트의 스위치 OFF 시 전압선의 차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각 부위별 명칭 및 설명  

 

 

 

 



20151211_6_MSN300_사용설명서_v6 - 5 -

 

1. 감도전류선택스위치 : 누전차단기를 시험 할 때 전압과 감도전류를 선택하는 스위치이며 4 가지의 
           전압 별 4 단계의 감도전류로 12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도전류선택스위치 전압과 전류) 

 1 단 2 단 3 단 4 단 5 단6 단7 단8 단9 단10 단11 단12 단 

전압 110V / 220V 380V 440V 

전류㎃5/10 15/3035/7050/100 10 30 100 200 10 30 100 200 

 
2. 본체 :  인체 공학적인 설계와 내 충격플라스틱(ABS)을 사용하여 견고합니다.  
3. 시험표시 램프 :  누전차단기를 자동으로 시험될 때 황색(녹색)을 잠시 발광 합니다.  
4. 배선확인 램프 :  콘센트의 배선상태확인, 다중콘센트의 스위치 OFF 시 전압선 차단확인, 누전확인, 
      전압인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적색램프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  
5. 배선확인 설명 판 :  배선확인 램프의 조건이 7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배선 확인램프 조건설명 

배선 확인램프
설명 

1 번 2 번 3 번 

켜짐 꺼짐 켜짐 시험 누전차단기 시험 가능 
켜짐 켜짐 켜짐 시험 (단상 3 선식) 누전차단기 시험 가능 
꺼짐 꺼짐 꺼짐 전압선 단선 누전차단기 시험 불가능
켜짐 꺼짐 꺼짐 접지선 단선 누전차단기 시험 불가능
꺼짐 꺼짐 켜짐 중성선 단선 누전차단기 시험 불가능
켜짐 켜짐 꺼짐 전압선과 중성선 바뀜누전차단기 시험 불가능
꺼짐 켜짐 켜짐 전압선과 접지선 바귐누전차단기 시험 불가능

 
6. 220V 플러그 :  220V 형 콘센트에서 누전 차단기를 시험하고자 할 때와 콘센트의 결선 상태를 확인 할 
                  때 사용합니다.  
7. 리드봉어셈블리 :  220V 형 콘센트에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와 110V 용 콘센트 사용시, 
                     누전차단기에서 직접시험시, 누전시험시, 전압인가(충전) 확인에 사용합니다. 

        

(누전차단기에서 직접 누전차단기를 시험할 경우) 

 단상일경우, 단상 3 선식 경우 3 상일 경우 

적색리드봉 누전차단기 출력의 전압선에 연결누전차단기 출력의 R 상에 연결 

흑색리드봉 누전차단기 출력의 중성선에 연결누전차단기 출력의 T 상에 연결 

악어클립 누전차단기 입력의 중성선에 연결누전차단기 입력의 T 상에 연결 

             

(단상 누전차단기 출력쪽에서 누전차단기를 시험할 경우) 

 단상일 경우 단상 3 선식 경우    (감도전류는 1/2(반)으로 읽음) 

적색리드봉 전압선에 연결 R 상 전압선에 연결 

흑색리드봉 중성선에 연결 S 상이나 T 상 전압선에 연결(두상중 1 상임) 

악어클립 접지선에 연결 접지선에 연결 

 

8. 바나나플러그 :  110V 용 콘센트 사용시 콘센트에서 접지선을 악어클립에 단순히 연결해주는 플러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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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용 전 주의사항  

 

◈ 본 제품은 440V 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류감도선택 스위치가 설정되어있는 위치의 전압 이상을 인가 할 수 없습니다. 

  ◈ 손이나 인체주의에 도전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합니다(물기, 기름때, 전선, 등).  

  ◈ 누전차단기 시험 전에 항상 전압구간과 감도전류를 전류감도선택스위치로 설정합니다.  

  ◈ 시험할 때 전압이 110V, 220V, 380V, 440V 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6.누전차단기 시험방법  

 

● 단상 및 단상삼선식 220V 용 콘센트에서 시험 

    사용전압은 220V  콘센트에 접지선이 결선 되어 있어야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림 2 참조).  

 

                                   

 

1. 시험할 누전차단기의 사용 전압과 감도전류를 확인하여 누전차단기시험기의 감도전류선택  

    스위치를 전압 구간에 감도전류를 설정합니다. (누전차단기에 인가된 전압이 사용전압임).  

2. 본체의 플러그를 그림 2 와 같이 콘센트에 삽입합니다.  

3. 배선확인램프가 “시험”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시험”상태 일 경우만 누전차단기 시험가능)  

  ○ 단상일 경우: 램프가 전압선 중성선 바뀜 표시일 때는 플러그를 반대로(돌려) 꼽아 시험.  

  ○ 단상 3 선일 경우: 3 개의 램프가 모두 발광하며 감도전류 선택스위치의 감도전류를 1/2(절반)로 판단, 

     다음 쪽에 나오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곳에서 직접시험 하는 방법에서는 감도전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4. 약 3～5 초 후 시험표시램프가 잠시 발광되면서 자동으로 시험되고 “정상인” 누전차단기는 차단(OFF)됨  

 

   (예) 사용전압이 220V 이고 30mA 감도전류인 제품은 10mA 시험에는 차단(OFF) 말아야 하며 

30mA 이상에서는 반드시 차단(OFF)되어야 정상인 제품입니다.  

 

(주의) 부동작 전류이하에서 차단(OFF)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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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상 누전차단기 부착 된 곳에서 직접 시험  

    사용전압은 110V, 220V, 380V, 440V   (정확한 시험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 

접지형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지가 불량 할 경우, 단상 3 선식, 등 

시험할 경우.  

 

                                  

 

1. 본체의 프러그에 리드봉어셈블리의 켄넥터를 결합합니다.  

2. 시험할 누전차단기의 사용 전압과 감도전류를 확인하여 누전차단기시험기의 감도전류선택 스위치를  

   전압 구간에 감도전류를 설정합니다. (누전차단기에 인가된 전압이 사용전압임).  

3. 누전차단기의 스위치를 차단(OFF) 합니다.  

4. 그림 3 과 같이 배선합니다  

   ◎ 적색리드봉: 누전차단기 출력의 전압선에 연결  

   ◎ 흑색리드봉: 누전차단기 출력의 중성선에 연결  

   ◎ 악어클립  : 흑색리드봉 “상(Line)” 누전차단기 입력의 중성선에 연결. 

                  (주의) 악어클립을 연결 시 감전에 주의합시다.  

5. 누전차단기의 스위치를 연결(ON) 합니다.  

4) 배선확인램프가 “시험”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시험” 상태 일 경우만 누전차단기 시험가능, 리드봉이 바뀌면 배선확인램프에 시험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5. 약 3～5 초 후 시험표시램프가 잠시 발광되면서 자동으로 시험되고 “정상인” 누전차단기는 OFF 됨  

 

(예) 사용전압이 220V 이고 30mA 감도전류인 제품은 10mA 시험에는 차단(OFF)되지 말아야 

    하며 30mA 이상에서는 반드시 차단(OFF)되어야 정상인 제품입니다.  

 

(주의) 부동작전류 이하에서 차단(OFF)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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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가 부착 된 곳에서 직접 시험에서 단상 3 선식도 시험기의 전류감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단상 및 단상 3 선식 110V 용 콘센트에서 누전차단기 시험  

    사용전압은 110V  

  1. 본체의 플러그에 리드봉어셈블리의 컨넥터를 결합합니다.  

  2. 시험할 누전차단기의 사용전압과 감도전류를 확인하여 누전차단기시험기의 감도전류선택 스위치를 

     전압 구간에 감도전류를 설정합니다, (누전차단기에 인가된 전압이 사용전압임).  

  3. 바나나플러그를 접지구멍에 삽입.  

        (주의)  금속 면이나 고리에 피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4. 그림 4 와 같이 배선합니다.  

 

    ◎ 적색리드봉: 콘센트의 전압선 단자구멍에 삽입  

    ◎ 흑색리드봉: 콘센트의 중성선 단자구멍에 삽입  

    ◎ 악어클립  : 콘센트의 접지 구멍에 연결된  바나나 플러그의 단자에 연결  

       (주의) 악어클립을 연결 시 감전에 주의합시다.  

 

  5. 배선확인램프 정상 확인.  

     램프가 전압선 중성선 바뀜 표시일 때는 적색리드봉과 흑색리드봉을 바꾸어 콘센트 구멍에 삽입  

     (“시험” 상태 일 경우만 누전차단기 시험가능).  

     ○ 단상 3 선일 경우: 3 개의 램프가 모두 발광하며 감도전류 선택스위치의 감도전류를 1/2(절반)로 판단, 

  6. 약 3～5 초 후 시험표시램프가 잠시 발광되면서 자동으로 시험되고 “정상인” 누전차단기는 OFF 됨  

 

 

                                  

 

(예) 사용전압이 110V 이고 30mA 감도전류인 제품은 5mA 시험에는 차단(OFF)되지 말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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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mA 이상에서는 반드시 차단(OFF)되어야 정상인 제품입니다.  

(주의) 부동작전류 이하에서 차단(OFF)되지 말아야 합니다.  

 

●  3 상 누전차단기 시험  

 

                                  

 

1. 본체의 프러그에 리드봉어셈블리의 켄넥터를 결합합니다.  

2. 시험할 누전차단기의 사용 전압과 감도전류를 확인하여 누전차단기시험기의 감도전류선택 스위치를  

   전압 구간에 감도전류를 설정합니다. (누전차단기에 인가된 전압이 사용전압임).  

3. 누전차단기의 스위치를 차단(OFF) 합니다.  

4. 그림 5 과 같이 배선합니다  

 

    ◎ 적색리드봉: 누전차단기 출력의 R 상에 연결. 

   ◎ 흑색리드봉: 누전차단기 출력의 T 상이나, S 상에 연결. 

   ◎ 악어 클립 : 흑색리드봉 “상(Line)” 누전차단기 입력의 T 상이나, S 상에 연결. 

                      (주의) 악어클립을 연결 시 감전에 주의합시다.  

 

5. 누전차단기의 스위치를 연결(ON) 합니다.  

4. 배선확인램프가 “시험”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시험” 상태 일 경우만 누전차단기 시험가능, 리드봉이 바뀌면 배선확인램프에 시험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5. 약 3～5 초 후 시험표시램프가 잠시 발광되면서 자동으로 시험되고 “정상인” 누전차단기는 OFF 됨  

 

(예) 사용전압이 380V 이고 100mA 감도전류인 제품은 30mA 시험에는 차단(OFF)되지 말아야 

    하며 100mA 이상에서는 반드시 차단(OFF)되어야 정상인 제품입니다.  

(주의) 부동작전류 이하에서 차단(OFF)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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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센트의 결선확인  

     총 7 가지 조건을 판별합니다.  

 

          

 

 

배선 확인램프 조건설명 

배선 확인램프
설명 

1 번 2 번 3 번 

켜짐 꺼짐 켜짐 시험 누전차단기 시험 가능 

켜짐 켜짐 켜짐 시험 (단상 3 선식) 누전차단기 시험 가능 

꺼짐 꺼짐 꺼짐 전압선 단선 누전차단기 시험 불가능

켜짐 꺼짐 꺼짐 접지선 단선 누전차단기 시험 불가능

꺼짐 꺼짐 켜짐 중성선 단선 누전차단기 시험 불가능

켜짐 켜짐 꺼짐 전압선과 중성선 바뀜누전차단기 시험 불가능

꺼짐 켜짐 켜짐 전압선과 접지선 바귐누전차단기 시험 불가능

 

220V 콘센트  

    그림 6 처럼 플러그를 콘센트에 삽입과 동시에 배선확인램프가 발광합니다. 이때 본체의 전면에 배선확인  

   설명판을 참조합니다, (램프가 전압선 중성선 바뀜 표시 일 때는 플러그를 반대로(돌려) 꼽아 확인).  

 

110V 콘센트  

     그림 7 처럼 플러그에 리드봉어셈블리 코넥터를 결합한 후 콘센트에 결선하면 배선확인램프가 발광합니다.  

    이때 본체의 전면에 배선확인 설명판을 참조합니다(램프가 전압선, 중성선 바뀜 표시일 때는 적색리드  

    봉과 흑색리드봉을 바꾸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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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중콘센트의 전원 OFF 시 전압선 차단 확인  

  다중콘센트의 전원 스위치가 1 회로인 제품 일 경우  전압선이 스위치에 배선되지 않으면 OFF 하여도 전압이 

인가(충전)되어있어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와 화재위험 그리고 전기 기기 파손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220V 접지형 다중콘센트 OFF 시 전압선 차단 확인  

 

                                 

   1. 다중콘센트의 전원 스위치를 OFF 합니다.  
   2. 그림 8 처럼 플러그를 콘센트에 삽입.  
   3. 콘센트에 시험기 플러그를 꼽아 “필히 반대로(돌려) 꼽아서 확인” 배선확인 램프에 1 개 이상 램프가  
      발광되면 전압선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중콘센트 입력 플러그를 반대로(돌려) 꼽습니다  
      (단상 3 선식 일 경우 다중콘센트의 스위치가 1 회로인 제품은 전압선 한쪽만 차단되므로 램프가  

      발광됩니다).  

 

110V 접지형 다중콘센트 OFF 시 전압선 차단 확인  
   1. 다중콘센트의 전원 스위치를 OFF 합니다.  
   2. 그림 7 처럼 본체의 플러그에 리드봉어셈블리의 컨넥터와 결합하여 콘센트에 결선합니다..  
   3. 적색리드봉과 흑색리드봉을 “필히 바꾸어 꼽아서도 확인” 배선확인 램프에 1 개 이상 램프가 
      발광되면 전압선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중콘센트 입력 플러그를 반대로(돌려) 꼽습니다.  
      (단상 3 선식 일 경우 다중콘센트의 스위치가 1 회로인 제품은 전압선 한쪽만 차단되므로 램프가 발광됩니다).  

 

220V “비”접지형  OFF 시 전압선 차단 확인  
    본 시험기에서는 권장하지 않으며 필히 시험을 할 경우 본체에 부착된 220V 플러그의 접지단자를 
    접지선에 연결하고 확인방법은 220V 접지형 다중콘센트 내용과 같습니다. (접지선은 외부로부터 인입된 접지임)  

 

110V “비”접지형 OFF 시 전압선 차단 확인  

  본 시험기에서는 권장하지 않으며 필히 시험을 할 경우 본체에 부착된 220V 플러그에 리드봉어셈블리의 코넥터와 

결합하여 악어클립을 접지선에 연결한후 적색리드봉을 콘센트의 두개단자를 각각 꼽아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은 

110V 접지형 다중콘센트 내용과 같습다, (접지선은 외부로부터 인입된 접지임).  

또한 접지선이 없을 경우 악어클립의 금속을 손의 피부에 접촉되도록 잡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계를 

이용하므로 주의환경 시험자의 절연상태에(신발, 땀, 등) 따라 측정(확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의) 악어클립의 금속을 손의 피부에 접촉되도록 잡고 확인하는 방법은 필히 110V, 220V 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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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누전확인  

    사용전압이 440V 까지 시험합니다. (440V 이상은 절대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1. 그림 9 와 같이 본체의 플러그에 리드봉어셈블리 컨넥터와 결합합니다.  
        2. 악어클립을 접지선에 연결합니다. (접지선은 외부로부터 인입된 접지임), 접지선이 없을 경우 악어클립의 
           금속을 손의 피부에 접촉되도록 잡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계를 이용하므로 주의환경 시험자의 
           절연상태에(신발, 땀, 등) 따라 측정(확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440V 이상은 절대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3. 전기기기의 누전이 예상되는 외함, 조작반, 스위치, 기타 도체에 적색리드봉을 접촉하면  
           배선확인램프에 1 개 이상 발광되면 누전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 전압인가 확인  

   사용전압이 440V 까지 시험합니다. (440V 이상은 절대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1. 그림 10 와 같이 본체의 플러그에 리드봉어셈블리 컨넥터와 결합합니다.  
        2. 악어클립을 접지선 또는 중성선 에 연결합니다. (접지선은 외부로부터 인입된 접지임)  
        3. 전선의 도체나 단자에 적색리드봉을 접촉하면 배선확인 램프에 1 개 이상 발광되면  
           전압 인가된 것 입니다. 

 

-끝-                     **************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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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규 격  

 

     내    용 특      성 

콘센트 결선내용 
시험, 시험(단상 3 선식), 전압선단선, 접지선단선, 

중성선단선, 
전압선 중성선 바뀜, 전압선 접지선 바뀜 

전압 110V / 220V 380V 440V 
정 확 도 1% 5% 1% 5% 1% 5% 

시험감도 전류 ㎃ 5/10 15/30 35/70 50/100 10 30100 200 10 30 100 200
시험 시간 0.3 SEC(고정) 
시험 방식 자동 
시험 전압 110～440VAC 50/60 ㎐(자동) 
사용 온도 -5～60℃ 
보관 온도 -15～80℃ 
외장 재질 내충격 ABS 
습     도 20%～85%RH 
본체 치수 60 ㎜×100 ㎜×45 ㎜ 
포장 치수 165 ㎜×115 ㎜×50 ㎜ 
무     게 총     무     계      450g 

 본체 200g,  리드봉어셈블리 40g,  바나나플러그 10g
 사용설명서 20g,  보관용가방 200g 

 

 

 

               

Origin (주) 오리진 
------------------------ 

전  화 : 032)514 - 5107 
F A X : 032)623 - 5568 
http://www.origin.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