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OLUTE ORIGIN (ZERO POINT)

Digital Caliper 디지털 캘리퍼스 사용설명서

DC150-2 사용설명서
(측정 범위 : 0~150mm, 0~200mm, 0~300mm)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규격과 기능 및
지침에 따라 본 장비를 사용해 주십시오.
● 배터리를 분해, 단락, 충전, 또는 가열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 이 캘리퍼의 바깥쪽과 안쪽 측정 턱에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습니다.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뤄주십시오.

중요
1. 캘리퍼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클리닝 오일을 묻힌 깨끗한 천으로
방청 오일을 캘리퍼에서 닦아내 주십시오.
2. 회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캘리퍼 부품에 전압을
가하지 마십시오 (예; 전기 펜으로 새김).
3. 사용 후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부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규격
분해능

0.01mm

반복성

0.01mm

전원

버튼 셀 (CR1632), 3.0V

배터리 수명
허용 오차

정상 운용 시 2.5년 이상
±0.03mm （범위 ≤200mm）
±0.04mm （200≤ 범위 ≤300mm）

반응 속도

무제한

보호 정격

IP40

작동 환경

온도 0~+40℃；상대 습도 <80%

보관 온도

-10~+60℃

자동 켜짐（슬라이더 이동），자동 꺼짐（5분 연속 미 사용 시 ）

각 부품의 명칭과 기능

작동
준비
(1) 눈금 스티커 표면을 말리고 (‘중요’ 참조) 모든 측정 면을 닦아줍니다.
(2) 조임 나사를 풀고 슬라이더를 움직여 LCD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모든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위조 방지 점검 (2012년 제품부터)
Switch-on（OFF/ ON를 눌러）전원을 켠 후 in/mm 스위치와
OFF/ ON을 함께 1분 이상 누르면 LCD에 “
”라고 뜹니다.
이것이 뜨지 않는 제품은 모조품입니다.

측정
(1) ON/OFF 키를 누르거나 슬라이더를 움직여 전원을 켭니다.
(2) mm/ inch를 눌러 원하는 단위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 슬라이더를 움직여 2개의 외부 측정 면이 살짝 닿도록 한 후
디스플레이를 관찰합니다.
a）평상시 모드에서 0.00mm가 표시되어야 정상적인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캘리퍼는 납품 전에 영점 설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b）표시계에 "……"가 뜰 경우 ORIGIN 스위치를 누르면
0.00mm이 표시됩니다. 그럼 영점 설정이 끝나고 정상적인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c） 디스플레이에 다른 숫자가 뜰 경우, ORIGIN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0.00mm이 표시됩니다. 그럼 영점 설정이 끝나고
정상적인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절대 측정 및 증분 측정 스위치. 정상 사용 시 캘리퍼는 절대
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ZERO/ABS 키를 누르면 LCD
디스플레이 좌측 모서리에 INC 표시계가 뜹니다.
동시에 제로 지우기가 끝나면 캘리퍼는 증분 측정에 들어갑니다.
증분 모드에서 ZERO/ABS 키를 길게 누르면 INC 표시계가
사라지고 현재 절대 값이 LCD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캘리퍼는 절대 모드로 복귀합니다.

배터리 설정 및 오리진(영점) 설정
"
"(배터리 잔량부족 알람)이 깜빡이면 배터리가 부족한것입니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항상 CR1632 배터리 사용 요망).
배터리 커버를 뒤로 밀어 배터리를 분리하고, 배터리 양극이
바깥을 향하도록 새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새 배터리설치가 끝나면 디스플레이에 "……" 표시계가 깜빡입니다.
그러면 영점 설정을 실시합니다. "……" 표시계가 깜빡이지 않으면
배터리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Steps: 배터리 설치가 끝나면 디스플레이에 " _ _ _ _ _ " 표시계가
깜빡입니다. 슬라이더를 움직여 턱을 오므리고 ORIGIN 스위치를
약 1초 간 눌러줍니다. 영점 설정이 완료됐음을 알리는 "0.00"이
뜹니다. 이 값이 뜨지 않으면 배터리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간단 정비
1. 스텝 측정 면
3. Mm/in 변환 키
5. LCD 디스플레이
7. 출력 커넥터 리드
9. 깊이 바
12. 디스플레이 모듈
14. ON/OFF 스위치
16. 외부 측정 면

2. 내부 측정 면
4. 잠금 나사
6. ORIGIN 스위치 (ORIGIN 설정에 사용)
8. 눈금 스티커
10. 배터리 칸 뚜껑
13. ZERO/ABS 스위치
15. 슬라이더
※ 출력 커넥터(별도)

문제

가능한 원인

해결책

숫자 깜빡임

전압 부족

배터리 교환

디스플레이 무반응

전압 부족
접촉 불량

숫자 고정

배터리 교환
배터리 시트를 조정하고 청소
배터리를 꺼내고 1분
소프트웨어 실행 오류
있다가 다시 삽입

기능 및 특성
1. 임의의 증분 측정 및 절대 측정을 위한 임의지점에서의 제로설정.
2. 임의 지점에서의 mm/in 스위치.
3. 최초 포인트 설정 지속 추적 가능.
4.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LCD는 언제든지 현재의 슬라이더
측정 위치를 표시합니다.
5. 절대 원 지점 채택, 제로 조절 반복 없음.
6. 적은 전력 소모와 긴 배터리 수명 （2.5년 이상）.
7. 반응 속도에 제한이 없고 과속 오차를 유발하지 않음.

(측정)
주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15 카스빌딩
www.cas.co.kr

고객지원센터 1577-5578

ABSOLUTE ORIGIN (ZERO POINT)

Digital Caliper Instruction manual

DC150-2 Instruction manual

OPERATIONS

To ensure operator safety, use this instrument in conformance with
the specifications, functions and directions given in this User's Manual.
● Do not disassemble, short-circuit, charge, or heat the battery.
Otherwise it will cause battery explosion and bring harm.
● If a battery is swallowed, immediately consult a doctor.
● The outside and inside measuring jaws of this caliper have a sharp edge.
Handle it with great care to avoid injury.

Anti-forgery checking (against products from 2012)

(MEASURING RANGE : 0~150mm, 0~200mm, 0~300mm)

(1) Dry the surface of the scale sticker (please see IMPORTANT) and clean
all measuring surfaces.
(2) Loosen the clamp screw and move the slider to check if LCD display and
all keys work properly.
Switch-on (by press OFF/ ON), then press in/mm switch and OFF/ ON together
for more than 1min, LCD display showing“
” this is our products,
otherwise it is counterfeit products.

Measurement

IMPORTANT
1. Before using this caliper for the first time, wipe the rust preventive oil from
the caliper with a soft cloth soaked with cleaning oil.
2. Never apply voltage (e.g. engraving with an electric engraver) on any part of
the caliper for fear of damaging the circuit.
3. After use, take corrosion prevention measures.
Corrosion will cause the trouble.

SPECIFICATIONS
Resolution

0.01mm

Repeatability

0.01mm

Power
Battery life

button cell (CR1632), 3.0V

Permissible error

Preparation

more than 2.5 years under normal operation
±0.03mm (range ≤200mm)
±0.04mm (200≤ range ≤300mm)

Unlimited
Response speed
IP40
Protection rating
Operating environment
temperature 0~+40℃, relative humidity <80%
-10~+60℃
Storage temperature
Auto switch-on(by moving the slider), auto switch-off(not use for consecutive five minutes)

NAME AND FUNCTION OF EACH PART

(1) Press ON/OFF key or move slider to switch on power.
(2) Press in/mm key to select desired unit system.
(3) Move the slider to make two outside measuring faces touch gently and
then observe the display.
a)The display should be 0.00mm at normal mode and then it can take normal
measurement ( because this caliper has been ORIGIN SET before sending).
b)If "……" indicator displays, then hold down ORIGIN switch and
the display is 0.00mm. Now ORIGIN set is finished and then take
normal measurement.
c)If the display are other digits, then press ORIGIN switch long and
the display is 0.00mm. Now ORIGIN set is finished and then take
normal measurement.
(4) Switch of absolute measurement and incremental measurement.
The caliper is at absolute mode under normal use; if it holds down
ZERO/ABS key now, INC indicator will appear at the left corner of
LCD display. And zero-clearing will be done at the same time, then the caliper
will enter into incremental measurement; presses ZERO/ABS key long at
incremental mode, INC indicator will disappear and current absolute value
will show on LCD display. The caliper returns to absolute mode.

Battery Installation and Origin (Zero Point) Setting
When "
"(low voltage alarm) blinks, it shows flat battery.
Now a battery should be replaced (please always use a CR1632 battery).
Removing an old battery by pushing backward a battery cover and install a new
battery to make sure the positive pole of the battery must face out.
Upon installation of new batteries, the "……"indicator will blink on the display.
Then perform origin setting. Reinstall the batteries if the "……" indicator does
not blink.
Steps: After installing the batteries, the "_ _ _ _ _ " indicator will blink on the
display. Move the slider and close the jaws and hold down the ORIGIN switch
for about one second. The "0.00"display appears, indicating origin (zero point)
setting is complete. Reinstall the batteries if the value does not appear.

BRIEF ON MAINTENANCE
1.Step measuring faces
3. in/mm switch
5. Clamp screw
7. Output connector lid
9. Depth bar
11. Battery compartment lid
13. ZERO/ABS switch
15. Slider
※ Output connector (separately)

2. Inside measuring faces
4. LCD display
6.ORIGIN switch (used for setting the origin)
8. Scale sticker
10. Main scale
12. Display module
14. ON/OFF switch
16. Outside measuring faces

Troubles
Flashing digits
No Display
Fixed digits

Possible
Causes

Solutions

Low voltage

Replace the battery

1. Low voltage
2. Poor contact
Wrong software
running

1. Replace the battery
2. Adjust and clean the battery seat
Take out the battery and put it back
after one minute

FUNCTIONS AND FEATURES
1. Zero-setting at any position for switch of incremental measurement
and absolute measurement.
2. mm/in switch at any position.
3. Can keep tracing origin point set.
4. No matter when it's switched on, LCD will all display current slider position
for measurement any time.
5. Adopt absolute origin point, No repeating adjusting zero.
6. Low consumption and long battery life (≥2.5 years).
7. No response speed limit and will not cause over-speed error.

Measurements
CAS BLDG., 1315, YANGJAE-DAERO, GANGDONG-GU, SEOUL, KOREA
www.cas.co.kr 1577-5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