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용 설 명 서

용도
이 측정기는 거리, 길이, 높이, 공간을 측정하고 면적 및 체적을
계산하는 용도이다. 이 제품은 실내 및 실외 건축에 적합하다.

HD 150 레이저 거리측정기
제품구성
제품사양
디지털 레이저 거리측정기
주문번호

HD150

측정범위(일반표면)

0.3 ⋯ 150M(1⋯ 500ft)

측정정확도
일반(0.3⋯30m/1⋯100ft)
최대
측정시간
일반
최대

±2mm(±3/32in)
±3mm(±1/8in)
<0.5초
4초

최소표시단위

1mm; 1/16in; 0.005ft

작동온도

-10℃ ⋯ +50℃
(+14℉ ⋯ +122℉)

보관온도

-20℃ ⋯ +70℃
(-4℉ ⋯ +158℉)

레이저 타입

635nm, <1mW

레이저등급

2

레이저 빔 직경 (25℃/77℉에서) 약
10M (33ft) 거리
50M (164ft) 거리
100M (328ft) 거리
150M (492ft) 거리

6mm (1/4in)
30mm (1.2in)
60mm (2.4in)
90mm (3.5in)

밧데리
충전밧데리

4 x 1.5V LR6 (AA)
4 x 1.2V KR6 (AA)

밧데리수명

30,000회 측정

전원자동오프
레이저
측정기(미작동시)
무게(밧데리포함)

20초
5분
430g (15.2oz)

방진, 생활방수

IP54 (방진, 생활방수)

좀 더 양질의 레이저 빛은 목표물체의 표면으로부터 반사하지 않
고 산란하며, 좀 더 밝거나 먼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저 포인트는
주위의 밝기(실내, 해질녘, 해뜨기 전)와 관련이 있다.
나쁜환경(강한 햇빛의 야외)에서의 측정시는 타겟판을 사용할 수
있다.
강한 햇빛의 야외 30M(100ft)이상의 나쁜환경에서의 측정시는
0.1mm/m(1/32 in per 26ft)를 측정치에 더한다.
이 제품의 시리얼 번호 21는 케이스 뒷면 아래부분의 명판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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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가 있는 접힌 페이지를 펴고 아래의 작동지시를 읽는 동안
펼쳐놓는다.
1 연속측정버튼/최대-최소측정
2 거리측정버튼
3 기포수평
4 시준선
5 면적측정버튼
6 전원(“on/off”)버튼
7 측정버튼(조준 및 측정의 2단계버튼)
8 화면
9 조명버튼
10 단위(“m/ft”)변환 및 연속 포인터 모드 버튼
11 체적 측정 버튼
12 지움 버튼
13 간접거리 측정 버튼
14 저장 재생 버튼
15 저장 빼기 버튼
16 저장 더하기 버튼
17 컴펙트 엔드피스*
18 유니버설 엔드피스*
19 엔드피스 고정부
20 1/4”나사
21 시리얼 번호
22 레이저 빔 입구
23 레이저 빔 출구
24 그립
25 플랩
26 플랩 잠금 버튼
27 포지셔너
28 레이저 보안경**
29 타겟판**
30 휴대가방*
* 액세서리(포함)
** 옵션 액세서리(미포함)
화면 구성
a 레이저 켜짐
b 측정기능
연속/최대-최소측정
거리 측정
면적 측정
체적 측정
간접거리 측정
c 최대-최소값
d 개별측정값(길이 측정기능 제외)
e 측정단위: ft/in/sq.ft/cu.ft, m/m2/m3
f 측정값/결과
g 이전 측정결과 표시
h 에러표시
j 측정값에서의 저장/더하기/빼기
k 온도표시
l 밧데리표시
m 끝에서부터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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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기

▪ 레이저 빔을 응시하지 마시오

전원(on/off)스위치

▪ 레이저 빔을 사람이나 동물에 조준하지 마시오

전원 켜기:
“on/off”버튼 6을 누르거나 측정버튼 7을 완전히 누른다.
전원 끄기.:
“on/off”버튼 6을 누른다.
밧데리 보호를 위하여 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이 자동으
로 꺼진다. 전원 자동 차단시 표시된 측정단위는 이미 저장측정
값에 저장된다. 스위치를 다시 켜면 제품은 전원자동차단 직전의
같은 기능 및 화면상태로 돌아간다.
측정단위변환
측정기의 스위치를 켜면, 가장 나중에 측정된 측정값이 표시된다.
“m/ft”버튼 10을 반복해서 누르면 측정값
을 단위를 변환하며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예외: 연속레이저 빔이 켜져 있다면(연속포
인터모드 참조) 측정단위는 변환할 수 없
다.
면적이나 체적 입력시는 m 또는 ft단위만 가능하다.
측정절차
측정기는 각각의 측정버튼(측정 기능부 참조)을 눌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측정기능을 갖고 있다. 전원스위치를 켜면 측정기는
거리측정기능에 있다.
측정기능을 변환하기 위해 원하는 기능버튼을 누른다. 측정기능
을 선택한 후 모두 다음 단계는 측정버튼 7을 누른다.
원하는 측정위치(예. 벽에 부착)에 측정기의 밑면(엔드피스)을 위
치시킨다. 측정기의 밑면이 측정의 시작점이다.
- 레이저 빔 스위치를 켜기 위하여 측정버튼 7을 중앙이나 가에
서 가볍게 누른다.
- 타겟에 조준한다.
▪ 레이저 빔을 사람이나 동물에 조준하지 않는다.
- 측정을 위하여 측정버튼 7을 완전히 누른다.
측정값이 0.5에서 4초 사이에 나타난다. 측정이 되면 발신음이
난다. 측정 시간은 거리, 측정할 표면의 밝기나 반사 특성에 따라
다르다. 모든 측정 절차가 끝난 뒤에 레이저 스위치는 자동으로
꺼진다.
연속 포인터 모드
원하면 측정기의 레이저 빔(연속 포인터 모드)이 지속적으로 켜
지게 할 수 있다. 먼저 측정 버튼 7을 중앙이나 옆을 가볍게 눌
러서 레이저 빔을 켠다. 그 다음 연속 포인터 모드 버튼 10을 누
른다. 이 모드에서 레이저 빔은 측정 사이에도 켜져 있게 된다.
측정을 하려면 측정버튼(7)을 한번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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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레이저 빔이 켜져 있을 때에도 측정값은 바뀌지 않는다.
연속레이저 빔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연속 포인터 모드 버튼 10을
누르거나 제품의 전원을 끈다. 스위치가 다시 켜지면 제품은 다
시 일반모드가 된다(레이저 빔은 측정버튼 7을 눌렀을 때만 켜진
다.)

작동지침
측정기는 케이스 밑면 끝에서부터 측정한다.
- 측정 중에 레이저 빔의 출구 및 입구는 가려져서는 안 된다.
- 측정 중에 측정기를 움직이지 않는다.(예외: 연속측정 및 최
대-최소측정) 가능하면 측정기를 바닥이나 벽에 기대어 측정
포인터를 조준한다.
- 측정은 레이저 포인트의 중간지점에서 일어나며 타겟 표면에
경사지게 조사된다.
- 측정범위는 측정할 면의 밝기 및 반사특성에 달려있다.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 측정할 때는 레이저 포인터를 잘 보이게 하거나
목표물을 그늘지게하기 위하여 레이저 보안경 28이나 타겟판
29을 사용한다.
- 투명한(예: 유리, 물) 표면이나 반사되는 표면을 측정할 때는
에러가 날 수 있다. 흡수성구조 표면이나 온도차나 간접적 반
사작용이 있는 공기 층은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물리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측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 어두운 곳에서는 조명버튼
9을 누른다. 그러면 화면에 조명
이켜진다. 조명을 끄기 위해서는 조명버튼
9을 다시 누른다.
- 먼 거리 조준시는 위와 옆의 조준선 4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때는 위와 옆의 조준선을 따라서 조준한다. 레이저 빔이 조
준선과 평행하게 정렬한다.(그림A참조)
- 측정기 전원이 꺼졌을 때는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측정값이 유
지되지만, 엔드피스가 해체되었을 때는(밧데리나 엔드피스를 교
체하기 위하여) 메모리가 지워진다.
엔드피스 교체
측정기는 2개의 다른 엔드피스를 제공한다.
컴팩트 엔드피스 17는 측정기의 크기를 작게 한다. 측정기의 밑
면이 평탄면에 있을 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유니버설 엔드피스 18는 코너측정(방의 대각선 결정)시 적합하다.
- 유니버설 엔드피스 18에 포지셔너 27를 이용하면 측정기를 끝
단에 위치시킬 수 있다.(그림B참조) 그립 24을 잡고 플랩 25을
당기면 포지셔너 27를 펼 수 있다.
- 측정기의 끝단면을 평탄면에 위치시키려면 포지셔너 27를 접
는다.
- 코너 측정시는 포지셔너 27를 접고 해제버튼 26을 눌러 플랩
25을 접는다.
엔드피스를 교체하기 위하여 양쪽 옆의 라쳇 19을 눌러 빼내고
새로운 엔드피스를 끼운다.
측정기는 측정시 자동으로 길이가 다른 엔드피스의 길이를 보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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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수평
기포수평은 측정기를 쉽게 수평정렬 하는데 사용한다. 기포수평 3
은 본체의 화면 8 좌우에 부착할 수 있다. 홀더의 아래 부분부터
기포수평을 끼운다.
삼각대 부착 측정
삼각대 측정은 특히 먼 거리 측정할 때 필요하다. 본체의 아래쪽
에 있는 1/4”나사 홀 20에 카메라 삼각대를 고정시킬 수 있다.
☞ 삼각대 사용시에도 마찬가지로 나사 홀의 중간부터가 아닌 측
정기 끝단면부터 측정된다.
150m(492ft)를 두 번 분할 측정하면 300m(984ft)까지 측정 할 수
있다.

측정기능
거리 측정
거리측정을 위하여 길이측정 버튼
가 화면의 위쪽에 나타난다.

2을 누른다. 길이측정 기호

측정을 위하여 측정버튼 7을 완전히 누른
다.
측정값이 화면의 아래쪽에 표시된다.

면적 측정
면적측정을 위하여 면적측정 버튼
가 화면의 위쪽에 나타난다.

5을 누른다. 면적측정 기호

그 다음 길이와 폭에 대한 거리측정을 실
시한다. 두 번째의 측정이 끝나면 그 결
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된다.
개별측정값은 화면의 위쪽 우측에 표시되
고 결과는 아래쪽에 표시된다.

체적측정
체적측정을 위하여 체적측정 버튼
호가 화면의 위쪽에 나타난다.

연속 측정(그림C참조)
연속측정은 예를 들어 건축계획 등 치수 이동시 사용한다. 연속
측정은 목표물로 이동하면서 측정값이 약 5초 간격으로 변환하여
보여준다. 예를 들어 측정자가 벽에서부터 원하는 거리로 갈 때
까지 실제거리를 계속 읽으면서 이동할 수 있다.
연속측정을 위하여 연속측정 버튼
1을 누른다. 연속측정 기
호
가 화면에 나타난다.
측정과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측정버튼 7
을 완전히 누른다.
원하는 측정값이 화면에 보여질 때까지
측정기를 이동한다.
측정버튼 7을 누르면 연속측정이 해제된
다. 현재 측정값이 화면에 보여진다. 다
시 측정버튼 7을 누르면 연속측정이 다
시 시작된다.
10분 뒤에 연속측정스위치는 자동으로 꺼진다. 화면에는 가장 나
중에 측정된 값이 표시된다.
연속측정을 끝내려면 어느 하나의 측정버튼을 눌러 측정기능을
바꾼다.
최대-최소 측정(그림D+E참조)
최대-최소측정은 고정된 점으로부터의 최대-최소 거리를 결정하
도록 한다. 수직/수평의 최소값이나 대각선의 최대값을 측정할 때
도움을 준다.
최대-최소측정 모드로 하려면 최대-최소측정 버튼
1을 누른
다. 최대-최소 기호
가 화면에 나타난다.
측정과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측정버튼 7
을 완전히 누른다.
측정기의 끝단이 고정 위치에 있도록 하여
레이저 포이터를 원하는 목표(예 방의 코
너)의 앞 뒤로 이동한다.
화면의 위쪽 우측에 최대-최소값이 표시
된다.
측정버튼 7을 누르면 최대-최소측정이 해제된다. 현재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측정버튼 7을 다시 누르면 최대-최소측정이 다
시 시작된다.

11을 누른다. 체적측정 기

그 다음 길이, 폭, 높이에 대한 거리측정
을 실시한다. 세 번째의 측정이 끝나면
그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된다.
개별측정값은 화면의 위쪽 우측에 표시되
고 결과는 아래쪽에 표시된다.
참고: 9,999,999cu.ft 이상의 수치는 표시
할 수 없다. 그 이상의 수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
m/ft”버튼 10을 눌러 단위를
m3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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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거리 측정(그림F참조)
간접거리측정 기능은 장애물이 레이저 빔을 방해하거나 반사판으
로 사용할 수 없는 표면일 경우에 거리측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레이저 빔이 측정거리에 직각(피타고라스 정리)을 이루어야 가장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예시(그림7)에서 “C”
가 결정되려면 “
A”
와 ”B”
가 반드시 측정되
어야 한다.
간접거리측정을 하려면 간접거리측정 버튼
거리측정 기호
가 화면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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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을 누른다. 간접

길이측정을 위하여 ‘
A”
거리를 측정한다.
레이저 빔과 “C”가 직각이 되도록 각도를
잘 조절한 다음 거리”B”를 측정한다.
측정하는 동안 측정기의 끝단면은 고정위
치에 있어야 한다.

화면의 측정값은 더하기버튼
입력할 수 있다.

삭제버튼
12을 반복하여 누르면
개의 각각의 측정값이 측정된 역순으로
나씩 삭제된다.
최대-최소측정 기능에서 삭제버튼
을 누르면 최대-최소측정값이 동시에
제된다.

저장/측정값 더하기

어느 측정값이 이미 메모리에 있다면 새로
운 측정값이 메모리 값에 더해진다. 그러
나 측정단위가 같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면적 값이 메모리에 있고 현재측정값이 체적 값이라면
입력이 되지 않는다. 화면에 “ERROR”메시지가 잠시 깜박거린다.
측정값 빼기
빼기버튼
15을 누르면 저장된 값에서 화면 아래쪽에 있는 값
이 빠진다. 화면에는 “M-“이 잠시 표시되고 ”M”으로 바뀐다.
어느 측정값이 이미 메모리에 있다면 새로운 측정값이 메모리 값
에서 빼어진다. 그러나 측정단위가 같아야만 한다.(저장/측정값
더하기 참조)

저장값 표시/최근의 측정값 20개 표시
14을 누르면 메모리에
저장재생 버튼
저장된 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화면에 메
모리기호”M=”가 표시된다.
저장내용”M=”
이 화면에 표시되면 더하기
버튼
16을 눌러 두 배로 또는 빼기버
튼
15을 눌러 0(zero)으로 할 수 있다.

추가로, 측정기는 자동으로 최근의 20개
측정값이 저장 된다. 저장재생 버튼
14를 반복하여 누르면 측정값이 역순
(가장 최근의 값부터)으로 화면에 표시된
다. 화면에 저장기호 가 표시된다. 저장
기호
우측의 번호는 표시 값의 해당 번
호이다.

7

15을 눌러

측정값의 삭제/저장
삭제버튼
12을 눌러 면적, 체적, 연속/최대-최소, 간접거리측
정기능에서 결정한 각각의 측정값의 교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 측정이 끝나면 거리”C”의 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화면
의 아래쪽에 표시된다. 각각의 값은 위쪽 우측에 표시된다.

16을 누르면 현재 화면
더하기 버튼
의 아래에 표시된 값은–현재 측정 기능에
따른 거리, 면적, 체적 값-이 메모리에 저
장된다. 화면에서 “M+”
가 잠시 표시되고
“M”으로 바뀐다

16이나 빼기버튼

몇
하
12
삭

저장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화면에 “M=”
이 표시될 때까지 저장
재생버튼
14을 누른다. 그 다음 삭제버튼
12을 누른다;
화면에서는 “M”이 사라진다.
20개의 측정값 리스트는 처음 저장재생 버튼
14을 저장기호
및 측정번호가 나타날 때까지 눌렀을 때 삭제된다. 그 다음
삭제버튼
12을 누른다; 화면에서는 저장기호 가 사라진다.

측정 정확도 체크
측정기의 정확도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정확히 알 수 있는 전체 길이(문이나 방의 폭 등)가 약 1-10m
(3.3-33ft) 정도의 변하지 않는 거리를 선택하여
- 이 거리를 차례로 10회 측정한다.
이 측정기의 최대오차는 ±3mm(±1/8in)이다. 다음 측정값과 정
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측정값을 기록한다.

관리
측정기를 물에 적시지 않는다
습기와 오물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는다, 약품이나 솔벤트로 닦지
않는다.
측정기 관리는 특히 레이저 빔 입구 22는 카메라나 안경과 같이
취급한다.
철저하게 생산되고 Test 되었음에도 고장이 있다면 수리는 인가
된 Trimble 서비스센타에서 수행해야 한다.
수리시 측정기는 휴대가방 30에 넣어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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