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크게이지 

사용설명서 

1. 경고 
2. 주의 
3. 사용상주의 
4. 명칭 
5. 눈금 읽는 법 
6. 사용방법 
7. 메모리포인터 사용방법 
8. 옵션 
9. 사양 

 

-본 제품을 토크측정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손잡이부분에 기름이나 구리스
가 묻지 않도록 잘 보관하
십시오 

-파열, 손상, 녹슨 현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높은 곳에서 체결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목차 

경고 



-토크범위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토크게이지에 이상이 있을 경

우 사용하지 마시고 대리
점으로 연락주십시오 

 
-제품을 개조하지 마십시오  
 
-떨어트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정부품

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사용상 주의 
-토크단위를 확인하여 사용하

십시오 
-물가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성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물에 떨어
트린 경우, 반드시 점검
이나 수리를 받아야 합니
다. 

-정기점검을 반드시 받으십시
오 

-사용 후, 청결한 장소에 보관
하십시오. 

-파괴 시험을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최대 토크의 
절반 값으로 측정하십시
오. 

 

명칭 

눈금 읽는 법 

-토크게이지를 고정해서 측정 시 
 1) 오른쪽으로 돌릴 시, 측면, 정면의 눈

금이 모두 빨간색 숫자를 읽습니
다. 측면눈금은 B눈금의 빨간색숫
자를 읽습니다. 

 2) 왼쪽으로 돌릴 시, 측면, 정면의 눈금 
모두 녹색 숫자를 읽습니다. 측면
눈금은 B눈금의 녹색숫자를 읽습
니다. 

-토크게이지를 돌리면서 측정 시 
 1) 오른쪽으로 돌릴 시, 측면, 정면 모두 

빨간색 숫자를 읽습니다. 측면눈금
은 A눈금의 빨간색 숫자를 읽습니
다. 

 2) 왼쪽으로 돌릴 시, 측면, 정면의 눈금 
모두 녹색 숫자를 읽습니다. 측면
눈금의 경우 A눈금의 녹색숫자를 
읽습니다. 

 
주의)  
 
교정의 경우 반드시 측면눈금을 사용하도

록 합니다.  
 
 



토크게이지를 고정해서 측정하는 경우 
 
1) 고정용 홈을 이용해서, 토크게이지

를 지그에 고정시킵니다. 
2)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로 케이스

를 돌려 조우척을 열고, 측정 대상
을 삽입합니다. 

3) 조우척을 측정대상이 중심에 오도
록 하고,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로 
케이스를 돌려 척을 체결합니다. 

4) 측정 대상을 돌리면서 측정을 실
시합니다 

 

사용방법 

주의) 
 
측정대상이 중심 척에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토크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습니다. 

잠금 버튼을 누른 후에 케이스를 돌리지 
않으면 케이스가 파손될 수 있습
니다. 

 

토크게이지를 돌려서 측정하는 경우 
1)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로 케이스

를 돌려 척을 연 다음, 측정 대상을 
삽입합니다. 

2) 조우척을 측정대상이 중심에 오도
록 놓고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로 
케이스를 돌려 척을 체결합니다. 

3) 토크게이지를 설정방향으로 돌리
면서 토크 측정을 실시합니다. 

 

사용방법 

-측정 시, 잠금 버튼을 누르면 홀더와 케
이스가 고정되어, 체크가 용이해집
니다. 

-측정대상의 굵기가 큰 경우에는 드릴척
을 분리해서 특수 아답타를 사용
하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면 메모리 포인터의 경우 
 오른쪽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메모리 포

인터의 빨간 점이 측면 눈금의 0의 
위치에 오도록 맞춘후에 사용합니
다. 왼쪽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메
모리 포인터의 녹색 점이 측면 눈
금의 0에 오도록 맞춘 후에 사용합
니다. 

-정면 메모리 포인터의 경우 
 메모리 중심부에 있는 손잡이를 사용하

여 측정 반대방향부터 0에 맞춥니
다. 

*측면 메모리포인터는 표준장비입니다. 
(ATG045CN, 45ATG이외) 정면 메모리포

인터는 –S 형식에만 사용합니다. 

메모리 포인터 사용방법 

옵션 

-ATG 척은 금속제와 플라스틱제가 있습니
다.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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