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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2060
INSTRUCTION MANUAL

TK-2060 클램프 접지저항계를 구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제품은 전력, 통신, 유전, 건설 및 전기 장비 접지저항 측정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으로
측정리드선과 보조접지봉이 필요없이 간편하게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으며, 휴대하기에
매우 간편한 계측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용하시기전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제품사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표시
안전표시는 국제표준 전기신호에 적용됩니다.
“주의”매우 중요한 안전지시로 신체적 손상이나 제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한 측정을 하십시오.
 이중절연
~ 교류 ( AC )
1-2. 안전한 사용을 위한 경고 지시 (경고)
① 최대 입력치를 초과해서 측정하지 마십시오.
② 계기가 부팅하는 동안에는 코아개폐손잡이(트리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③ 계측기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심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④ 부팅전, 코아개폐손잡이(트리거)를 여러번 작동하여 클램프코아가 잘 닫혀있는지
확인하십시오.
⑤ 측정은 초기화단계에서 자가 점검 후 LCD화면에 "OL"이 뜨고 난 후 실행하십시오.
⑥ 정확한 측정값을 위해서는 클램프코아의 맞물려지는 면을 항상 청결히 하십시오.
클램프코아의 청결은 측정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⑦ 측정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약간의 기계자체 소음은 정상적입니다.
⑧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밧데리를 제거하십시오.
⑨ 젖은 손이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⑩ 정확도와 안전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의 교정검사를 받으십시오.

2.. 일반사양
l 표 시: 4행 LCD 47X28.5㎜

l 사용 온도: 0~40℃

l 사용 습도: 10~90% RH

l 코아 사이즈(내경): 약33×33 ㎜

l 안 전: 이중 절연

l 측정시간: 1초

l 외부 자기장 영향: 40A/m이하

l 외부 전기장 영향: 1V/m이하

l 최대 측정 분해능: 0.001Ω

l 저항 측정 범위: 0.01~1000Ω

l 최초동작(부팅)시간: 약 15초

l 측정값 저장 개수: 99개

l 경보 저항 범위: 1~199Ω

l 전 원: 6VDC 알카라인 AA 1.5V x 4EA

l 크 기/무 게: 260㎜(L)x90㎜(W)x66㎜(H) / 1020g(밧데리 포함)
l 입력초과표시: 측정범위를 초과시에는“ OL ”로 표시
l 자동꺼짐시간: 동작후 약 5분 30초 후 자동꺼짐

3. 측정범위 및 정확도
범
위
0.010-0.99Ω

분 해 능
0.01Ω

정
도
±1%±0.01Ω

1.0-49.9Ω
50.0-99.5Ω

0.1Ω
0.5Ω

±1.5%±0.1Ω
±2%±0.5Ω

100-199Ω

1Ω

±3%±1Ω

200-395Ω

5Ω

±6%±5Ω

400-590Ω
600-1000Ω

10Ω
20Ω

±10%±10Ω
±20%±20Ω

4. 각부 명칭

③

④
②

⑤
⑥

① LCD
② 코아개폐손잡이(트리거)
③ 클램프코아
④ 전원버턴 : 켬/끄짐
⑤ 잠금버턴 : 잠금/해제/읽기

①

⑥ MEM MODE버턴 : 측정값 저장

4-1 LCD 표시
(1) 경 보 : 측정값이 설정값 이상일 경우 표시
(2) 밧데리 없음 표시

(3) 측정값 저장 표시

(4) 저장된 측정값 보기

(5) 저장된 측정값 순번

(6) 저항단위

(7) 데이터 홀드 표시

(8) 클램프코아 열림 표시
4-2 심볼 설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클램프코아 열림 표시: 클램프코아가 열린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경우
코아개폐손잡이(트리거)가 강제적으로 눌려지거나, 오염되었을
경우이며 측정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 측정할 수 없습니다.
밧데리 없음 표시: 밧데리 전원이 5.3V이하일 경우 표시되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밧데리(알카라인 AA 1.5V x 4EA)의 교체를 필요로 합니다.
"0L " 표시: 계기의 최대 측정 가능한 저항값을 넘었음을 표시합니다.
L0.01 표시: 계기의 최저 측정 가능한 저항값을 넘었음을 표시합니다.
표시: 측정값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표시: 저장된 측정값을 보여 줍니다.
NOISE 표시: 접지저항 측정시 노이즈전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 경우 접지저항값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5. 측정전 점검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전 아래 그림과 같이 반드시 동봉되어진 표준저항기를 측정하여
주십시오. 표준저항기의 값은 5.1Ω이며 5.0Ω이나 5.2Ω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허용오차이내 이므로 정상수치입니다.

6. 측 정
l 측정전 반드시 코아개폐손잡이(트리거)를 작동시켜 클램프코아가 잘 닫혀있는지 확인하십시오.
l 자체점검시간동안에는 코아개폐손잡이(트리거)를 누르거나 클램프코아를 오픈하지 마십시오.

6-1.
①
②
③

접지저항의 측정
POWER ON/OFF버턴을 누르십시오.
자가점검이 완전히 끝난 후 LCD화면“OL"이 표시됩니다. (15초정도 소요)
코아개폐손잡이(트리거)를 눌러 클램프코아를 열고 전선이나 저항에 걸고 클램프코아를
닫습니다.
④ 지시치를 읽습니다.
⑤ POWER ON/OFF버턴을 1초동안 누른후 떼시면 모든전원이 차단되어 기계가 꺼집니다.

※ 접지저항값이 0.01Ω 보다 낮을 때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시되며, 0.01Ω이하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 동작 후 5분뒤에 밧데리의 수명에 따라 LCD가 30초동안 점멸 후 기계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LCD가 점멸 할 때 POWER ON/OFF버턴을 누르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HOLD상태에서는 LCD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7. DATA HOLD 기능
DATA HOLD버턴을 한번 누르면 현재의 값이 HOLD표시가 되며, 측정값이 화면에 고정표시됩니다.
DATA HOLD버턴을 한번 더 누르면 HOLD표시는 사라지고 잠금이 해제되어 다른값을 측정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8. MEM MODE 기능 (측정값 잠금/해제/저장)
8-1 측정값 저장
측정상태에서 MEM MODE버턴을 한번 누르면 LCD우측상단에“
”이 표시되고 측정값이
NO.01번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MEM MODE버턴을 한번 더 누르면 측정모드로
변경됩니다. 또, 다음 측정값을 저장하고자 할 경우 측정상태에서 다시 한번 MEM MODE버턴을
한번 누르면 LCD우측상단에“

”이 표시되고 다음 순번으로 측정값이 저장됩니다.

8-2 저장된 측정값 보기
MEM MODE버턴을 3초이상 길게 누르면“
”이 표시되고 저장된 측정값을 보여줍니다.
MEM MODE버턴을 짧게 다시 한번 누르면 다음 저장된 측정값을 보여줍니다. 측정값
검토모드를 종료하려면 다시 MEM MODE버턴을 3초이상 길게 누르면 측정모드로 변경됩니다.
※ 측정값보기는 마지막 측정값을 표시한 후 자동으로 NO.01번으로 돌아갑니다.
8-3 저장된 측정값 삭제(RESET)
MEM MODE버턴을 3초이상 길게 누르면“
”이 표시되고 저장된 측정값을 보여줍니다.
“
”상태에서 DATA HOLD버턴을 한번 누르면 모든 측정값이 삭제되고, 측정모드 상태가
됩니다.

9. 경보값 설정 (

)

경보값 설정은 소비자가 임의의 값을 설정하면 그 이상의 값(측정치)이 나오면 LCD창에
부저마크( )가 나오는 기능입니다.
측정모드에서 DATA HOLD버턴을 3초이상 길게 누르면 경보값 설정모드가 됩니다. 초기설정은
000Ω입니다. 이때에는 경보값 설정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경보값 설정모드에서 첫번째
자리가 점멸합니다. MEM MODE버턴을 한번씩 누르면 점멸자리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DATA HOLD버턴을 짧게 한번 누르면 0~9까지 숫자가 변경됩니다. 경보값 설정이 끝난후
DATA HOLD버턴을 3초이상 길게 누르면 경보값이 설정되고 측정모드로 변경됩니다. 측정시
설정 경보값 이상일 경우“

”가 LCD화면에 나타납니다. ( ※경보음은 울리지 않습니다. )

10. 밧 데 리 교 체
 경 고
측정 중에 밧데리를 분리하면 전기적인 충격을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측정을 중지한 후
분리하십시오.
1. 후면의 밧데리 커버를 열어서 밧데리를 교환합니다.
2. 극성에 맞게 알카라인 AA 1.5V x 4EA 를 새 밧데리로 교환하십시오.

11. 유지 및 보수
 경 고
l 청소 할때는 솔벤트나 시너, 알코올 등 화공품으로 세척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마른 헝겊
등으로 청소해 주십시오.
l 고열의 장소나 습기가 많은 곳, 진동이 심한 곳은 피하여 보관하십시오.
앞선 기술로 신뢰받는

태광전자정밀산업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06-16
TEL:051-643-2299, 644-2289
FAX:051-647-3553
http://www.chekman.com e-mail:chekman@chekm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