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 지침서

산업 전기 기사와 HVAC
기술자에게 전문가급 레이저
레벨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상업용 전기 시스템이나 HVAC 시스템을 새롭게 배치하든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을 보강하든 공정 과정은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공구 가방에 레이저 레벨을 채워 넣어 보십시오. 더 빠르고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레이저 레벨은 일반적인
작업 과정 중에 쉽게 파손되고 교정이 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성능이 좀처럼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Fluke는 자사의 자랑인 견고함과 정확도, 안정성을
전문가급 레이저 레벨 라인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Fluke
레이저 레벨은 1미터 높이에서의 낙하 테스트를 통과하여 그
견고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이 간편하고 전기 및 HVAC
레이아웃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만큼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금부터 Fluke 전문가급 레이저 레벨이 필요한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확도. 정확도. 정확도.

개폐기, 배관, 케이블 트레이, 조명, 콘센트 또는 스
위치를 설치할 때는 성능이나 미적 측면을 고려
하여 일직선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쵸크
라인과 기준선은 약해지고 희미해지다가 결국에
는 사라집니다. Fluke 라인 레이저 레벨은 정밀하
고 판독 가능한 참조점을 10미터에서 3mm의 정확
도로 투영합니다. 또한 빠르게 설정되는 자체 수평
확인 짐벌 덕분에 결과를 즉시 표시합니다.

2

거칠게 다루어도 안전합니다.

레이저 레벨을 사용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레이저 레벨은 떨어뜨
렸을 경우 쉽게 파손되거나 교정이 느려지는 경향
이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물건이 떨
어져 손상된 경우, 항상 레이저 레벨을 교체할 수
는 없습니다. Fluke의 레이저 레벨에는 보호용 고
무 하우징이 추가되어 1미터 높이 낙하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교정 값을 항상 유지합니다.

3

시간이 곧 경쟁력입니다.

진부할 수 있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전기 기사는
작업 시간 중 최대 25%를 작업 측정과 배치에 사용
하고 있습니다. 버블 레벨이나 다림추, 쵸크 등 전
통적인 도구는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
다. Fluke 레이저 레벨을 사용하면 한 사람이 바닥
의 그리드 패턴을 측정하고 해당 지점을 천장으로
전송하여 장비를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
다리나 리프트 위에서 발을 헛딛을 염려도 사라져
시간을 절약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몇 시
간이 걸리던 일을 이제 몇 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4

레이저는 희미하게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먼지 가득한 어두운
환경에서 쵸크선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습기
가 많거나 젖은 환경에서는 쵸크선이 사라질 가능
성이 더 높습니다. Fluke 라인 레이저 레벨은 눈에
잘 보이는 아주 밝고 끊기지 않은 선을 만들어 냅
니다. Fluke 포인트 레이저 레벨은 선명하게 잘 보
이는 3개의 점을 투영합니다. 두 유형 모두 빨간색
이나 녹색 레이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변 조명이 밝은 조건에서도 Fluke 레이저 라인 감
지기는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레이저 라인을 빠르
고 효율적으로 찾도록 도와줍니다.

5

여러분은 다기능 도구가
필요합니다.

산업 전기 기사와 HVAC 기술자는 다양한 환경에
서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설치합니다. Fluke 레이
저 레벨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설치 작업을
빠르고 단순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예:
• 배관 및 케이블 트레이. 포인트 레이저를 통해
바닥의 참조점을 천장으로 전송하여 배관 및 케
이블 트레이를 빠르게 설치합니다. 라인 레이저
를 사용하여 모든 것이 일직선으로 배치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개폐기 및 기계 장비. 쵸크선이 아닌 레이저 라
인을 투영하여 바닥에 개폐기 또는 기계 장비
를 위한 모든 마운팅 구멍을 쉽고 정확하게 뚫
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도가 향상되
고 쵸크가 희미해질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
거운 장비를 한 번만 움직이면 됩니다.
• 도관 및 견고한 케이블. 이러한 설치 작업을 적
절하게 수행하려면 바닥과 천장에(또는 반대편
벽에) 구멍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인 레이저를 사용하여 여러 구멍의 중심점을
한 번에 쉽게 정렬할 수 있고 포인트 레이저를
사용하여 단일 지점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긴 조명 장비 가동. 포인트 레이저를 사용하여
긴 장비 가동을 위한 참조점을 결정하고 라인
레이저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배치
합니다. 따라서 사다리나 가위형 리프트 위에서
발을 헛딛을 염려가 사라지고 정확도를 향상시
킬 수 있습니다.
• 콘센트 및 스위치. 라인 레이저 레벨을 사용하
여 콘센트 및 스위치의 전체 벽면을 한 번에 쉽
게 정렬합니다. 쵸크선이나 줄자를 사용하지 않
아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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