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각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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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각도기 SDM60-AS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SDM60-AS는 디지탈 각도값 외 기포 수평계, 2m줄자, 레이저포인터, 멀티포트 등 사용자 편리성을 

최적화 하여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다기능 제품 입니다. 

 

1. 제품의 각부 명칭  

 

                        1. 전면 

 

 

 

       

 

 

 

                        2. 뒷면 

 

 

 

 

 

 

                        3. 윗면 

 

 

 

              4. 좌측면                         5. 우측면 

 

 

 

 

 

 

 

2m(2,000mm) 

줄자 손잡이 

레이저 포인터(LP) 스위치 

기포 수평계 

멀티포트 

레이저 포인터 

상태표시 창(LCD) 

파워 스위치 

홀드 스위치 

제로 스위치 
직각 포지션 

제품 라벨 

수평조절 나사 



2. 제품의 상태표시 창(LCD)  

 

 

 

 

 

 

 

 

 

 

 

3. 사용시 참조 및 주의 사항  
3-1) 제품 수령 후 다음 물건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① 제품 본체, ② 고리, ③ 제품 설명서 

3-2) 제품 사용 전 제품 설명서를 반듯이 숙지 하십시오. 

3-3) 제품 본체에 들어 있는 건전지는 6F22 / 9V 입니다. 

3-4) 제품의 건전지 잔량이 “BAT LOW” 상태 라면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건전지를 교환 하십시오. 

3-5) 건전지 교체 시 뒷면의 볼트를 푸신 다음에 내부에 

    들어 있는 정격용 건전지 6F22 / 9V로 교체 하여야 합니다. 

3-6) 건전지 수명은 사용 시간과  배터리 제조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7) 초기 조정 값은 0도 기준 ±60도로 세트 되어 있습니다. 

3-8) 본제품의 멀티포트에는 외부와의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UART 통신 단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9) 외부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통신KIT(유무선 겸용)가 반듯이 필요 합니다.  

3-10) 통신용 보드, 통신용 인터페이스용 케이블 (주문제작) 

3-11) 물기에 주의 하십시오 

3-12)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3-13)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3-14) 레이저포인터의 빛은 눈에 절대로 비추지 마십시오. 

 

4.  사 양  
▶ 측정범위: ±60도 / 0~120도 

▶ 측정 오차: ± 0.1도 

▶ 사용온도: -20~70도 

▶ 전원: 9V 건전지(6F22) 

▶ 크기: 81.0*76.3*28.0(W*L*H)(단위:mm) 

▶ 내장용 줄자: 2M(2,000mm) 

▶ 기포 수평계: 0.15도=0.50mm/m 

▶ 멀티포트: UART통신, OD(Open Drain)출력 

 

메모리 표시 
홀드 표시 

알람 표시 

각도 표시  

제로표시  

오버 표시  

건전지 잔량 표시 

배터리 최저 표시  



5. 특 징  
▶ 지시점 각도 지정용 Laser Pointer (LP) 내장. 

▶ 길이 측정용 2M(2,000mm) 줄자 내장. 

▶ 간편한 수평 측정을 위한 기포 수평 계 내장. 

▶ 직각 측정용 Body. 

▶ 외부 통신을 위한 UART통신 포트 내장. 

▶ 설정 각 알람기능을 위한 Open Drain(OD) 출력. 

▶ 인체 공학적 제품 디자인. 

 

6. 각부 명칭 설명 및 배치  
6-1) POWER 스위치: 전원 ON/OFF (제품 전면 배치) 

 

6-2) HOLD 스위치: 현재 각 Hold On/Off(제품 전면 배치) 

 

6-3) ZERO 스위치: 현재 각 제로(0) On/Off (제품 전면 배치) 

 

6-4) Laser Pointer 스위치: Laser Pointer On/Off (제품 뒷면 배치) 

 

6-5) Bubble Level: 기포 수평계(제품 윗면 배치) 

 

6-6) 내장용 줄자: 2M 측정용 줄자(제품 우측면 배치) 

 

6-7) 멀티포트: UART통신, OD(Open Drain)출력 포트(제품 좌측면 배치) 

 

6-8) 수평조절 나사: 기포 수평계 의 수평조절 시 사용하는 조절나사. 

 

7. 스위치 기능 및 사용법  
7-1) POWER : 전원 스위치 

☞ ON : 전원OFF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ON 되면서 현재 기울기 값이 표시 됩니다. 

☞ OFF: 전원ON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OFF 되면서 대기 모드로 전환 됩니다. 

 

7-2) HOLD : 홀드 스위치. (POWER OFF시 자동 해제) 

☞ ON : 한번 누르면 현재 측정값이 정지되면서 "HOLD"표시가 깜박 입니다. 

       홀드된 각도값은 M1~M5사이의 메모리에 저장되며 저장되는 값의 순서는  

       M1->M2->M3->M4->M5 까지 연속 순환 식으로 기억되며 최대 5개까지만 기억되며, 

       이전 측정된 각도값을 현재 측정된 값과 비교하여 각도의 계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편리성 을 위하여 준비된 기능입니다. 

 

☞ OFF: "HOLD"표시가 깜박인 상태에서 HOLD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눌러 주면 해제 됩니다. 

 

 

 

 



7-3) ZERO : 제로(0) 스위치. (POWER OFF시 자동 해제) 

☞ ON : 한번 누르면 현재 측정된 기울기 값이 0 으로 초기화 되면서 "ZERO"표시가 깜박 입니다. 

☞ OFF: ZERO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누르면 초기상태로 복귀 됩니다. 

 

 

 

 

 

7-3-1) ZERO 포지션 설정 시 측정범위 및 숙지 사항 

▶ 기본 측정범위 값은 0도 기준 ±60도입니다. 

▶ 측정범위 초과시 "OVER"표시가 깜박 입니다. 

▶ POWER OFF시 설정된 값은 자동 해제되어 기본 측정범위로 설정 됩니다. 

▶ ZERO 설정 시 ±합산측정 값은 항상 절대값 120도입니다. 

▶ -60도 또는 +60도 에서 ZERO 설정 시 0-120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7-4) LP S/W: 레이저 포인터 ON / OFF 스위치.(POWER OFF시 자동 해제) 

  현 위치에서 원거리 지시 점 각도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ON : 한번 누르면 레이져 포인터 동작. 

☞ OFF: 레이져 포인터 동작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누르면 OFF 됩니다. 

 

<사용법 예시> 

 

 

 

 

 

 
 
 

7-5) BUBBLE  LEVEL: 기포 수평 계.  

    대략의 눈대중 수평을 빨리 측정 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측정각도: 0.15도=0.5mm/m 

 

 

 

수평조절나사 

 

7-6) 내장용 줄자: 2m 측정용 미니줄자. 

    제품 내부에 장착 되어 있으며 2m이내의 길이를 쉽게 측정 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측정길이:2m(2,000mm) 

    측정 단위=mm 

 

 

측정각 

원거리 

측정위치 

레이져 빔 동작 스위치 

기포 수평 계 



7-7) 멀티포트: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는 UART 통신 단자 및 OD 출력 단자.  

     ▶ 통신 인터페이스: UART 단 방향 송신( TX )  

     ▶ 통신속도: 9,600bps(별도 속도 조절-Option) 

     ▶ 데이터 포멧: 7byte ASCII data[각도data(5)+CR(1)+ LF(1)] 

 Data(1) : 각도의 부호 “ - “ 또는 “ + “ (+각도 값 일 때 는 space를 보냄) 

 Data(2) : 각도의 10의 자릿수 “0”~”9” 

 Data(3) : 각도의  1의 자릿수 “0”~”9” 

 Data(4) : 각도의 소수점 “ . ” 

 Data(5) : 각도의 소수 자릿수 “0”~”9” 

 Data(6) : CR 

 Data(7) : LF 

▶ 데이터 출력주기: 100ms 

    ▶ OD(Open Drain)출력: 외부 디바이스의 ON / OFF 기능 제공, 필요에 따라 Full-Up 사용 가능 

        (제품의 멀티포트 4번 PIN을 이용 할 수 있으며 ON / OFF 신호용이나, 릴레이 구동 코일의 

        단자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세부 기능 설명  
8-1)메모리 표시 기능: 이 기능은 메모리에 기억된 홀드 된 값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 입니다. 

  ☞ ON : HOLD S/W를 길게(2초 이상)누르고 있으면  "HOLD" 표시가 되면서 M1에 메모리 된  

         첫 번째 메모리 값이 표시된다, 이때 HOLD S/W를 누를 때마다 M1->M2---->M5까지  

         UP 카운트 되며 순환 식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 OFF: 설정 상태에서 HOLD S/W 2초 이상 누름 없거나 

        2초 이상 길게 누르고 있을 때  "HOLD" 표시 없어지면서 해제 됩니다. 

 

8-2)현재 각도 값 알람: 이 기능은 원하는 각도 값을 설정하여 두고 현재 각도 값과 설정된 각도 값이  

                      일치되면 알람표시(     )가 깜박 거리면서 멀티포트의 4번pin OD 단자로  

                      ACTIVE "L"가 출력 됩니다. (POWER OFF시 자동 해제) 

     

 

 

 

 ☞ ON : LP S/W 길게(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알람표시(      )가 깜박 거리면서 설정 됩니다. 

 ☞ OFF: 설정 상태에서 다시 2초 이상 길게 누르고 있을 때 알람표시 (     )가 없어지면서 해제 됩니다. 

         

 

8-3) Auto power Off: 각도 변화 없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OFF되는 시간설정 30초단위로~5분까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POWER OFF시 설정값 유지) 

☞ ON : ZERO S/W 길게(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설정된 값이 표시 되면서 깜박 거립니다. 

ZERO S/W 를 누를 때마다 시간 설정은 30초 단위로  



3.0->6.0->9.0->12.0->15.0->18.0->21.0->24.0->27.0->30.0->33.0->36.0(Power On) 

까지 순환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OFF: 설정 상태에서 2초 이상 누르지 않거나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설정된 값이 저장되고  

          빠져 나옵니다. 

 (주의) Auto power Off 기능에서 “36.0(Power On) 설정 시 Auto Power Off 모드 가 

 아닌 항상 Power On 모드 입니다. 

   이 모드는 본 제품을 상시 전원 On 이나 통신포트 사용시 설정하는 모드이며  

   멀티포트의 1번 핀에 외부 전원(+6~12V)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8-4) OVER 표시:  ±60도 또는 0~120도가 "OVER" 표시 깜박 거립니다. 

▶ 기본 측정범위 값은 0도 기준 ±60도입니다. 

▶ 측정범위 초과시 "OVER"표시가 깜박 입니다, 

 

 

 

 

 

9. 건전지 교체시기 및 잔량 표시  
1) 건전지 교체시기---"BAT LOW" 깜박거림(Level 1일 때) 

2) 건전지 잔량 표시 

▶ 9.0V~ 이상 ---레벨3 

▶ 8.0V~8.99V--- 레벨2 

▶ 7.0V~7.99V--- 레벨1 

▶ 6.9V~미만 --- BAT LOW 

(주의: BAT LOW 상태에서는 측정 데이터가 부정확 합니다.) 

 

10. 멀티 포트 단자 설명 
▶ VDD : 외부 전원 +6~+12V 입력 단자. 

▶ +5V : +5V 출력 단자(출력 전류 100mA), (주의: 100mA이상 전류는 사용 할수 없음 ) 
▶ TX  : UART 단자로 각도 데이터가 출력됨, 7-7) 참조 
▶ OD : Open Drain 출력 단자, 8-2) 참조  
▶ GND: 전원의 GND 단자 

 

11. 일반사항  
▶제조사: (주)세라 (URL: http://www.sera.kr ) , (쇼핑몰: http://www.partmall.kr) 

▶제품인증: ISO-9001 2008 / CE(EMC, ROHS ) 

▶제품 문의: 031-716-0347 팩스: 031-718-0347  

▶문의시간: 평일 10:00~18:00 (토, 일요일 쉽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A-1513 

▶지정택배: 현대 로지스틱스 전국 대표 번호: 1588-2121  

 



12. 품질 보증 
▶ 본 제품은 ISO2008 과 CE(EMC ,ROHS)의 엄격한 품질관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 본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이며 (주)세라 에서 보증해 드립니다. 

▶제품모델 및 제품번호(Serial Number)는 제품 본체 뒷면 및 제품 박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13. 교환 및 반품 안내 
▶ 교환 및 반품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가능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후 15일 이내라도 파손, 개봉, 임의조정 등에 해당 하는 제품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 합니다.  

 

14. A/S 안내 
▶ 소비자의 정상 적인 사용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 했을 경우 1년 동안 무상 수리해 드립니다.  

▶ 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 과실로 인한 유상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을 받습니다  
▶ A/S 문의: 031-716-0347 / 팩스: 031-718-0347(토, 일요일 쉽니다)  

 

 

 

품질 보증서 

품          명           SDM60-AS 

구 입 년 월 일           년       월        일 

보  증  기  간           구입일로부터 1년 

구 입 자 주 소  

성          명  전 화  

판    매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