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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InatIon measurIng Instruments 기울기 측정 기기

The BlueLEVEL, in combination with BlueMETER SIGMA, is 
extremely suitable for precision measurements of small an-
gles. This includes flatness measurements on surface plates 
in particular, and the measuring of geometrical features on 
machines of all kinds. A BlueSYSTEM SIGMA, also called 
Engineer Set, normally consists of two BlueLEVEL measuring 
instruments and an indicating unit BlueMETER SIGMA. 

The BlueLEVEL BASIC, in combination with BlueMETER 
BASIC, is a less expensive version and extremely suitable for pre-
cision measurements of small angles. This includes flatness mea-
surements on surface plates in particular, and the measuring of  
geometrical features on machines of all kinds. A BlueSYSTEM 
BASIC, also called Engineer Set, normally consists of two 
BlueLEVEL BASIC measuring instruments and a display unit 
BlueMETER BASIC. 

BlueMETER SIGMA와 결합된 BlueLEVEL은 미세한 각도를 정
밀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로 평면도는 
물론 기계의 기하학적 파트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BlueSY-
STEM SIGMA는 Engineer Set이라고도 부르며, 기본적으로 두 
대의 BlueLEVEL (측정기)와 한대의 BlueMETER SIGMA (디스
플레이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lueMETER BASIC 과 결합된 BlueLEVEL BASIC은 저렴한 가
격에 공급되고 있으며, 미세한 각도를 정밀 측정하는데 매우 유
용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로 평면도는 물론 기계의 기하학적 파
트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BlueSYSTEM BASIC은 Engineer 
Set이라고도 부르며, 기본적으로 두 대의 BlueLEVEL Basic (측
정기)와 한대의 BlueMETER Basic (디스플레이 유닛)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The BlueLEVEL-2D is a high precision and compact inclination 
measuring instrument for 2 axes. In spite of its small outer 
dimensions the instrument contains 2 inclination sensors 
one in X- and one in Y-direction together with a fully graphical 
and color 2D-display. Thanks to its precision and its size 
the BlueLEVEL-2D is perfectly suited for the alignment of 
machines and machine parts. 

BlueLEVEL-2D는 두 축의 기울기를 동시에 측정이 가능한 
고정밀의 Compact한 사이즈의 기기입니다.  작은 외관에도 
불구하고 2개의 기울기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X축과 Y축의 
기울기 변화를 2D 컬러 디스플레이로 시연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정밀함과 작은 사이즈 덕분에 BlueLEVEL-2D
는 공작기계 혹은 공작기계의 파트 조정시에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0.001 ±20

0.005 ±100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0.001 ±20

0.005 ±100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0.001 ±10

0.005 ±50

MINILEVEL NT

MINILEVEL NT is specially designed for precision measure-
ments of small angles. Such measurements are particularly 
flatness measurements on surface plates or the measuring 
of geometrical features on machines of all kind. The sealed 
and nitrogen filled sensor cell allows perfect applications even 
under extremely difficult environmental conditions with high 
air humidity or in the rough environment of a workshop. The 
instrument MINILEVEL NT was replaced by the BlueLEVEL and 
will only be used in special cases.

MINILEVEL NT는 미세한 각도의 정밀 측정을 위해 특별히 개
발된 제품입니다. 평면도뿐만 아니라 기계의 기하학적 파트들
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기 내부가 질소 충전되어 있어 열악
한 환경에서도 센서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MINILEVEL NT
는 BlueLEVEL로 대체 되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
습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0.001 / 0.010 ±2 / ±20

0.005 / 0.050 ±10 / ±100

with or without radio transmission BlueSYSTEM SIGMA 무선 또는 유선 타입 가능

with or without radio transmission BlueLEVEL-2D 무선 또는 유선 타입 가능

with or without radio transmission BlueSYSTEM BASIC 무선 또는 유선 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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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velSWISS (Niveltronic) 

Battery powered electronic inclinometer with analog display 
on a built-in galvanometer. The remarkable stability of the 
zero-point makes this instrument particularly suitable for long-
term measuring tasks and for adjustment or alignment works 
on large guideways. The nivelSWISS is mounted in a rugged 
body of carefully treated cast iron. 

nivelSWISS is available in two versions: 
• nivelSWISS 50-H HORIZONTAL VERSION  
• nivelSWISS 50-W ANGULAR VERSION 

nivelSWISS-D (Niveltronic) 

Battery powered electronic inclinometer with digital display, 
which can be inclined to allow optimal readability from 
above. nivelSWISS-D can be simply  integrated into WYLER 
measuring systems and connected to a PC/laptop with a USB 
cable. nivelSWISS-D is the consequent further development 
of the classic nivelSWISS: 

nivelSWISS-D is available in two versions: 
• nivelSWISS-D HORIZONTAL VERSION  
• nivelSWISS-D ANGULAR VERSION

nivelSWISS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자레벨로 검류계를 
탑재한 아날로그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기의 뛰어난 안정성 덕분에 장기간의 측정 업무나 대형 
가이드웨이의 조정 작업 시 매우 유용합니다. nivelSWISS는 
주철(Cast iron)로 제작된 단단한 외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nivelSWISS는 2가지 버전을 제공 합니다. 
• nivelSWISS 50-H / HORIZONTAL VERSION
• nivelSWISS 50-W / ANGULAR VERSION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자레벨이며, 가독성이 뛰어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nivelSWISS-D는 WYLER
의 측정 시스템과의 손쉬운 통합이 가능하며, USB케이블을 
통해서 PC/노트북과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ivelSWISS-D는 nivelSWISS 모델의 개량형 버전입니다. 

nivelSWISS-D는 2가지 버전을 제공 합니다. 
• nivelSWISS-D / HORIZONTAL VERSION
• nivelSWISS-D / ANGULAR VERSION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0.010 / 0.050 ±0.150 / ±0.750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0.001 / 0.005 ±0.150 / ±0.750

BlueCLINO High Precision is based on the successful 
standard BlueCLINO which has a measuring range of 
±60°. This huge measuring range has opened new and 
interesting applications for the standard BlueCLINO as 
e.g. the construction of antennas or road and railroad 
construction.  But, when it comes to the precise alignment 
of parts of a machine tool, the standard BlueCLINO 
quickly reaches its limits. This is exactly where the new  
BlueCLINO High Precision comes into the picture: with a 
measuring range of ±1° and scraped bases (left and below), 
this instrument provides the necessary precision for small 
inclinations which is required in precision machine tool 
building.

BlueCLINO High Precision은 표준 모델인 BlueCLINO를 베이
스로 개발한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의 ±60°의 광범위한 측정 
범위는 다양한 곳에서 응용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테
나 건설이나 도로, 철로 건설 시 이용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작기계 파트의 정밀 조정시에 BlueCLINO는 금새 한계에 다
다르게 되어 사용이 불편했습니다. 신모델인 BlueCLINO High 
Precision은 이러한 점을 개선한 모델입니다. 측정범위가 ±1°
에 스크래핑 된 베이스(좌측 및 하단)를 가진 이 기기는 공작기
계 제작에 필요한 고정밀의 기울기 측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Limits of error (within 6 months)
오차의 한계(6개월 이내)

[arcsec]

Range
측정범위
[mm/m]

1 (approx. 0.005 mm/m) DIN 2276 ±20

The CLINO 2000 is a precision handheld inclination measuring 
instrument fulfilling the highest standards. The CLINO 2000 is 
designed as a standalone unit, but it can also be used together 
with a second instrument for measurements where a reference 
is required. Furthermore, it can be connected to a PC / laptop 
via a built-in RS232 interface. The measured primary values are 
compared to a stored reference curve in the CLINO 2000. This 
allows a very accurate calculation of the inclination.

CLINO 2000은 가장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고정밀의 소형 
전자레벨 입니다. CLINO 2000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 시 Reference기기를 추가로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기는 RS232 포트를 통해서 
PC/노트북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측정된 초기 값을 기기 안에 
저장된 Reference curve와 비교하여 더욱더 정밀한 기울기 
계산이 가능합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Limits of error (within 6 months)
오차의 한계(6개월 이내)

[arcsec]

Range
측정범위

[°]

5 5 + 0.03% Mw
±10

5 10 + 0.03% Mw
±45

Mw = measured value Mw =  측정 값

CLINO 2000

with or without radio transmission BlueCLINO High Precision 무선 또는 유선 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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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notronic PLUS provides a measuring capacity of ±45 
degrees. Four precisely machined exterior reference surfaces 
assure accuracy and repeatability of measurements in any 
quadrant. Selected by push-button, any units suitable for 
inclination measurement may be applied to the display. Even 
slope indication based on a relative base of selectable length 
is possible. Simple push-button operation automatically sets 
absolute as well as relative zero. The RS485 interface allows 
the connection to other WYLER instruments or directly to a PC 
using a special cable. 

Clinotronic PLUS는 ±45° 의 측정범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가공된 4면의 표면은 높은 정밀도와 반복성을 
제공합니다.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상에서 어떤 측정 단위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의 베이스 길이를 직접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버튼 클릭으로 Absolute
와 Relative Zero 세팅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RS485 를 
통해서 다른 WYLER 제품들과 연결하거나 PC에 스페셜 
케이블을 사용하여 직접 연결도 가능합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Limits of error
오차의 한계

[arcmin]

Range
측정범위

[°]

0.020 1...2 + 1 digit ±45

The BlueCLINO is based on the well-proven CLINO2000 and 
has the following features:

• Large and very easy-to-read color display 
• Various color profiles can be chosen 
• Various display methods such as bar graphs or spirit 

levels can be chosen
• All current units can be indicated
• High precision over the entire measuring range of ±60° 

with integrated temperature compensation

BlueCLINO는 CLINO2000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기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크고 읽기 쉬운 컬러 디스플레이
• 다양한 컬러 프로파일 선택 가능
• 다양한 디스플레이 방식 선택 가능 (바 그래프, 수포레벨 

방식)
• 현존하는 모든 단위 표시 가능 
• ±60°의 광범위한 측정 범위를 지닌 고정밀의 기기로 온도 

보정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arcsec]

Limits of error (within 6 months)
오차의 한계(6개월 이내)

[arcsec]

Range
측정범위

[°]

5 (approx. 0.025 mm/m) 12 + 0.027% MW
±60

Mw = measured value Mw =  측정 값

with or without radio transmission BlueCLINO 무선 또는 유선 타입 가능

Clinotronic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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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s 센서

ZEROTRONIC

ZEROTRONIC sensor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in the 
market as the benchmark when it comes to high-precision 
inclination measurement in demanding applications. The 
ZERTRONIC family of sensors feature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High resolution and high precision
• Excellent temperature stability
• Digital output:  

RS 485 / asynchr. , 7 DataBits, 2 StopBits, no parity
• Measuring ranges of ±0.5 to ±60 degrees
• Synchronized registration of measuring values for 

several sensors
• High immunity to shock
• High immunity to electromagnetic fields

Zerotronic sensor는 고정밀의 측정이 절실한 분야의 요구에 부
응하여 개발된 품목입니다. Zerotronic sensor family의 주요 특
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은 분해능 및 정밀도
• 온도 변화에 높은 안정성을 지님
• 디지털 아웃풋:  

RS485/asynchr. , 7 DataBits, 2 StopBits, no parity
• 측정 범위 ± 0.5 to ± 60 degree
• 다른 센서들과 동시에 측정값 등록 가능
• 충격에 매우 강함
• 전자기 지역에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

ZEROMATIC

The two-dimensional inclination measurement sensors  
ZEROMATIC 2/1 and 2/2 are perfectly suited for any appli-
cation where monitoring of the smallest changes in absolute 
inclinations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is required. The extre-
mely high accuracy is achieved by measuring and compensa-
ting for any drift of the absolute „zero“ by applying an automa-
tic reversal measurement at defined intervals. The ZEROMATIC 
2/1 has one inclination sensor. Each reversal measurement will 
provide one set of precise and absolute inclination values in 
the X and Y axes. The ZEROMATIC 2/2 has two inclination 
sensors.  It can therefore provide continuous values for the 
inclination in X and Y axes. At defined intervals it will perform a 
reversal measurement and compensate for any offset.

ZEROMATIC 2/1 과 2/2는 두 축(X/Y)의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
는 기기로 작은 각도의 변화를 장기간 동안 모니터링 해야 하
는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기기에 탑재된 자동 Reversal mea-
surement 기능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정밀 측정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Zeromatic 2/2는 두 개의 기울기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X/Y축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값을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Reversal measurement가 자동으로 작동하
여 어떤 상황에서도 측정값의 오류를 보완해 냅니다. 
Zeromatic 2/1은 한 개의 기울기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러므로 X/Y축 중 한 축으로만 지속적으로 

Type
모델 타입

Resolution
분해능

[arcsec]

Range
측정범위

[°]

ZEROTRONIC Type 3 0.1...0.7 ±0.5

ZEROTRONIC Type 3 0.2...0.9 ±1

ZEROTRONIC Type 3 0.7...7.2 ±10

ZEROTRONIC Type 3 3.2...21.6 ±30

Limits of error
오차의 한계

[arcsec]

Linearity
선형도

Range
측정범위

[°]

1 0.5% MW
±1

Mw = measured value Mw =  측정 값

Type
모델 타입

Resolution
분해능

[arcsec]

Range
측정범위

[°]

ZEROTRONIC C 2.9...18 ±10

ZEROTRONIC C 3.2...23.8 ±30

ZEROTRONIC C 3.2...29.2 ±45

ZEROTRONIC C 4.3...5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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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VELMATIC sensor is an analog sensor with an analog 
voltage / current output signal. This sensor has specifically 
been developed to be mounted on machines. Since the sensor 
is mounted in a tight, weatherproof, and shock-resistant 
housing, inclination measurements are possible even under 
difficult conditions. The sensor is easy to use, and requires 
little in terms of instruction. 

LEVELMATIC Sensor는 analog voltage / current output 
signal을 이용하는 아날로그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기계에 장
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센서가 단단하게 고
정되어 있으며, 비바람에 잘 견디고, 충격을 방지하는 외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친 환경에서도 기울기 측정이 가능합니
다. 이 센서는 사용하기 쉽고 그만큼 필요한 설명이나 지시사
항도 적습니다.LEVELMATIC 31

LEVELMATIC C

Type
모델 타입

Resolution
분해능

[µRad/mV]

Range
측정범위
[mRad]

LEVELMATIC 31 1 ±2

LEVELMATIC 31 2.5 ±5

LEVELMATIC 31 5 ±10

LEVELMATIC 31 10 ±20

Type
모델 타입

Resolution
분해능
[°/mV]

Output voltage / 
출력 전압 

[V] at/an 100 kΩ

Output current
출력 전류

[mA]

Range
측정범위

[°]

LEVELMATIC C 0.015 1 4 … 20 ±15

LEVELMATIC C 0.006 2.5 4 … 20 ±15

LEVELMATIC C 0.003 5 4 … 20 ±15

Type
모델 타입

Resolution
분해능
[°/mV]

Output voltage / 
출력 전압  

[V] at/an 100 kΩ

Output current
출력 전류

[mA]

Range
측정범위

[°]

LEVELMATIC C 0.030 1 4 … 20 ±30

LEVELMATIC C 0.012 2.5 4 … 20 ±30

LEVELMATIC C 0.006 5 4 … 20 ±30

WYLER AG is offering several solutions to monitor (temporarily 
or permanently) buildings, bridges, landslides, dams or tun-
nels. 

In order to visualize changes of such objects, measuring data 
have not only to be acquired, but also to be transmitted, to be 
analyzed and to be presented.

WYLER AG는 빌딩, 다리, 지층의 기울기, 댐, 터널 등의 모니터링
(일시적 또는 영구적)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정물의 변화를 시각화 하기 위해서 측정 데이터는 
단순히 수집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송 및 분석 되며, 사용자가 
결과값을 보기 쉽도록 표시됩니다.   

DataLogger:   
Easy to use due to its simple parameterization.

DataLogger:  
단순한 입력 설정 덕분에 사용하기 쉽습니다.

DataTaker

DataTaker:  
Flexible datalogger; freely programmable.

Data Taker: 
유연한 datalogger; 자유롭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Geo-Monitoring Systems / 기하학적 구조의 모니터링 시스템

Geo-Monitoring Systems: 
For more complex applications.

기하학적 구조의 모니터링 시스템:
더욱 복잡한 상황에 접목 가능

ANALOG INCLINATION MEASURING SENSOR LEVELMATIC 아날로그 기울기 측정 센서

Long-Term moniToring of Dams,  
BriDges or BuiLDings

Monitoring                              모니터링 댐, 교량 또는 건축물의 장기 모니터링

DaTaLogger specificaLLy aDapTeD To WyLer insTrumenTs DataLogger
DataLogger는 WYLER의 기기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

록 특별히 고안된 장치입니다. 



WYLER AG, Winterthur / Switzerland                             ©WYLER AG
7

external dIsplays 외부 디스플레이

BlueMETER SIGMA

BlueMETER SIGMA is a further enhancement of the well 
known BlueMETER, and has been developed as an intelligent 
display unit for the electronic inclination measuring instru-
ments
• BlueLEVEL
• BlueCLINO and BlueCLINO High Precision
• MINILEVEL NT (by means of cables only)
• CLINOTRONIC PLUS
• ZEROMATIC
• ZEROTRONIC-sensors 

BlueMETER SIGMA는 BlueMETER를 개량한 모델로 전자레벨
기기와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고성능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
였습니다.
• BlueLEVEL
• BlueCLINO and BlueCLINO High Precision
• MINILEVEL NT (by means of cables only)
• CLINOTRONIC PLUS
• ZEROMATIC 
• ZEROTRONIC-sensors

BlueMETER BASIC

The BlueMETER BASIC is an intelligent digital display unit 
developed by WYLER AG for the inclination measuring system 
BlueSYSTEM BASIC. 

BlueMETER BASIC은 Wyler AG에서 개발한 BlueSYSTEM BA-
SIC 전용 고성능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LEVELMETER 2000

The LEVELMETER 2000 has been developed as an in-
telligent Hand Terminal together with the digital  
sensors of the ZEROTRONIC-family and as a display unit for 
the electronic inclinometers MINILEVEL NT and LEVELTRONIC 
NT. 

LEVELMETER 2000은 디지털 센서인 ZEROTRONIC-Family와 
MINILEVEL NT, LEVELTRONIC NT를 위해 개발 된 모델입니다.

The LED-CROSS is very suitable for providing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inclination of a platform.  

Typical applications are: 
• Supervision of a crane for goods that are sensitive to 

inclinations
• Optical aid for manual hydraulic levelling of objects or 

platforms
• Supervision of working platforms: preventing the 

platform from tilting with the help of programmable 
alarms

LED-CROSS는 플랫폼의 기울기를 보기 쉽게 표시해주는 보
조 장치 입니다. 

응용분야:
• 기울기에 민감한 물체에 사용되는 크레인의 관리/통제

에 사용
• 물체나 플랫폼의 수동 유압 레벨을 측정하는 광학 보조

기구에 사용  
• 구대의 관리/통제: 프로그램으로 작동이 가능한 알림 기

능을 통해 플랫폼의 기울어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
습니다. 

LED-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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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Transceiver/Converter)

The transceiver/converter TC is a bus component for deman-
ding solutions with ZEROTRONIC sensors:

• Allows baud rates up to 57’600 baud
• Conditions excitation 5V DC for ZEROTRONIC sensors 

from unregulated input of 12 to 48V DC
• Conditions the RS485 signal and drives the RS485 bus 

for long distance data transport (1000 meter total length 
of bus cable).

• Provides conversion from RS485 to RS232 for the con-
nection to a COM port of a computer

• Data ports feature galvanic isolation from each other 

Transceiver / Converter TC는 ZEROTRONIC Sensor에 필요한 컨
버터로서 외부 기기와 연결 시에 사용됩니다. 

• 데이터 전송 속도는 57‘600 Baud까지 지원합니다. 
• 규정되지 않은 12에서 48V DC를 Zerotronic sensors가 사

용할 수 있도록 5V DC로 변환 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RS485를 통해서 최대 1000미터까지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COM 포트에 연결하기 위해 RS485에서 RS232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데이터 포트들은 서로 galvanic isolation의 특징을 가지

고 있습니다.

BlueTC (Transceiver/Converter)

For applications with inclination measuring instruments:
The BlueTC with or without radio transmission was developed 
as an alternative interface to the BlueMETER and BlueMETER 
BASIC for using the BlueLEVEL and BlueLEVEL BASIC 
inclination measuring instruments.

Applications with sensors ZEROTRONIC:
The BlueTC is used as an interface for data transmission 
through a cable or wireless connection. To each BlueTC up to 
eight sensors may be connected.

It is possible to send measured data via an RS232/485 port to 
a printer, a PC/laptop or the WYLER LEVELSOFT PRO and MT-
SOFT software or to other software such as LabEXCEL. 

기울기 측청 장비의 활용을 위한 품목: 
BlueTC는 BlueMETER와 BlueLEVEL BASIC의 인터페이스를 대체
하기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ZEROTRONIC Sensor의 활용을 위한 품목: 
BlueTC는 케이블이나 무선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각각의 BlueTC에는 최대 8개의 센서를 연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S232/RS485 포트를 통해서 Printer와 PC/노트북 또는 LEVEL-
SOFT PRO 와 MT-SOFT, LabEXCEL 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측정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MultiTC (Transceiver/Converter)

The MultiTC is a system component and an interface to 
connect WYLER-sensors (ZEROTRONIC or ZEROMATIC) with 
a laptop. 

• MultiTC provides an easy way to power the sensors, 
either through the USB port of a laptop or via a separate 
24V power supply. 

• The measuring values are transferred from the sensors 
via the MultiTC to an RS232- or a USB port of the laptop, 
where the values can be evaluated with one of the 
WYLER measuring software like LEVELSOFT PRO, MT-
SOFT or LabEXCEL.

MultiTC는 시스템 컴포넌트이며, WYLER의 센서 (ZEROTRONIC, 
ZEROMATIC) 와 노트북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 MultiTC는 노트북의 USB 포트 또는 24V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Sensor에 전원을 공급하는 손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 측정값들은 노브북의 USB포트 또는 RS232와 연결된 
MultiTC를 통해 센서로부터 전송됩니다. 측정값들은 
WYLER의 소프트웨어인 LEVELSOFT PRO, MT-SOFT, 
LabEXCEL 중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될 수 있습니다. 

network components 네트워크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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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ler-software, overvIew

The following software-packages are available: 

LEVELSOFT PRO
The software LEVELSOFT PRO is our standard software for measuring 
lines, flatness of surfaces and geometry measurements, and is based 
on ISO 1101.

MT-SOFT  
MT-SOFT is the expanded version of LEVELSOFT PRO: MT-SOFT is an 
ideal tool for measuring and quality inspection on machine tools and 
their components.

LabEXCEL
The software LabEXCEL is an easy-to-use software package for 
displaying the measuring values of WYLER inclination measuring 
instruments and sensors. The measurement results are automatically 
read in a csv file and can then be further processed with EXCEL.

DYNAM II
The software DYNAM II offers a wide range of solutions adaptable to 
all measuring tasks. With only a few clicks simple measuring tasks can 
be started. Thanks to its great flexibility also complex measuring tasks 
can be solved.

WYLER SOFTWARE DEVELOPMENT KIT
For customers intending to develop their own analyzing software for 
WYLER instruments, WYLER AG provides several software examp-
les that explain how to interact with WYLER instruments or WYLER 
sensors either direct or via a software interface developed by WYLER.  
These examples should allow an experienced programmer to  
successfully develop their own application software. 

LEVELSOFT PRO 
LEVELSOFT PRO는 진직도, 평면도 등 기하학적 측정을 위한 표준 프로
그램으로 ISO 1101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MT-SOFT
MT-SOFT는 LEVELSOFT PRO의 확장 버전으로 공작기계 및 파트의 조정
과 품질 검사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LabEXCEL 
LabEXCEL은 WYLER의 전자레벨과 센서의 측정 값을 분석하는데 사용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측정 결과는 자동으로 CSV파일로 전환되며 이를 
EXCEL 프로그램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DYNAM II
DYNAM II는 모든 측정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 만으로도 간단한 측정 업무를 시
작할 수 있으며, 복잡한 측정 업무도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WYLER SOFTWARE DEVELOPMENT KIT
고객들 스스로 분석 툴을 개발하고자 하는 상황을 위해 제공되는 KIT입
니다. WYLER AG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WYLER의 기기 들과 연동되는
지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숙련된 프
로그래머들에게 자신만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
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wyler-소프트웨어, 개요
다음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asurIng software 측정 소프트웨어

precIsIon spIrIt levels 정밀 수포 레벨

평면 혹은 샤프트의 수평을 측정,
핸들부분을 절연 처리하여 온도변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으며 
수포 유리관이 쉽게 깨지지 않도록 제작하였습니다.

For measurements on horizontal surfaces and cylinders, with insula-
ting handle and vial protection, with wooden box.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smallest 
최소                                  

                 
[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biggest 
최대

 
[mm]

0.02 ± 0.06

100 x 32 x 35 500 x 60 x 57

0.04 ± 0.12

0.05 ± 0.15

0.10 ± 0.30

0.30 ± 0.90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면(평면, 샤프트)도 측정 가능하며 수직면 측정 시
에는 마그네틱 부착을 통해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핸들부분을 
절연 처리하여 온도변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습니다. 

For horizontal and vertical measurements with strong magnetic adhe-
sion on vertical surfaces, whether plane or cylindrical, with insulating 
handle, with wooden box.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0.02 ± 0.06

150 x 40 x 150

0.04 ± 0.12

0.05 ± 0.15

0.10 ± 0.30

0.30 ± 0.90

Horizontal Spirit Level 55 SPIRIT 수평식 수포레벨

Magnetic Spirit Level 48 SPIRIT 마그네틱 수포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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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base(상단, 우측)와 Prismatic base(하단, 좌측)를 장착하여 수평면
과 수직면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핸들부분을 절연 처리하여 온도변화
에 민감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으며 수포 유리관이 쉽게 깨지지 않도록 
제작하였습니다.

With two flat bases (upper and right hand) and two prismatic bases 
(bottom and left hand) for checking on horizontal and vertical surfaces, 
plane or cylindrical, with insulating handles and vial protection, with 
wooden box.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smallest 
최소                                        
[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biggest 
최대
[mm]

0.02 ± 0.06

100 x 32 x 100 300 x 50 x 300

0.04 ± 0.12

0.05 ± 0.15

0.10 ± 0.30

0.30 ± 0.90

평면과 샤프트의 측정이 가능한 Prismatic base를 장착하였습니다. 핸
들부분을 절연 처리하여 온도변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으며 
수포 유리관이 쉽게 깨지지 않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샤프트: Ø 19~120mm 측정 가능

With prismatic base for measurements on flat faces or cylinders, with 
insulating handle and vial protection, with wooden box.

Shaft: Ø 19 ... 120 mm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smallest 
최소                                        
[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biggest 
최대
[mm]

0.02 ± 0.06

100 x 45 x 35 200 x 45 x 35
0.04 ± 0.12

0.05 ± 0.15

0.10 ± 0.30

Absolutely horizontal이 아닌 평면이나 샤프트의 기울기 측정이 가능 
합니다. (조정 시스템 이용) 

샤프트: Ø 19~108mm 측정 가능

For checking plane and cylindrical surfaces being not absolutely  
horizontal, with adjusting system, with wooden box.

Shaft: Ø 19 ... 108 mm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0.02 0 ... 50 /± 0.06

200 x 40 x 410.05 0 ... 50 /± 0.15

0.10 0 ... 50 /± 0.30

평면도, 기울기, 테이퍼, 코니시티 측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틸로 
된 Prismatic base를 장착하였으며 핸들부분을 절연 처리하여 온도변
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습니다.

Used for measuring the flatness of surfaces, inclinations, taper or  
conicity, with prismatic measuring base of steel, hardened and 
ground, with insulating handles, with wooden box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0.02 -20 ... +4 150 x 45 x 45 (80)

Precision Frame Spirit Level 58 SPIRIT 프레임 수포레벨

Inspection Spirit Level 61 검사 수포레벨

Adjustable Spirit Level 52 조정 가능 수포레벨

Adjustable Micrometer Spirit Level 68 조정가능 마이크로미터 수포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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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평면의 측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 범위는 ±5mm입
니다.

For measuring irregularities of plane surfaces, measuring range  
±5 mm, with wooden box.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0.02 ± 50

120 x 25 x 28 (50)0.05 ± 50

0.10 ± 50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smallest 
최소                                        
[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biggest 
최대
[mm]

0.05 ± 0.10

60 x 42 x 32 120 x 42 x 320.10 ± 0.20

0.30 ± 0.60

제품 사이드에서도 측정값을 볼 수 있도록 슬롯 창들이 설치 되어 있
습니다. 표준 모델은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지 않은 Prismatic base를 
장착하였습니다.

Horizontal spirit level with slot windows which enable the 
view on the vial from the side. Standard version with prismatic  
measuring base, not recessed in the middle part, with wooden case.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smallest 
최소                                        
[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biggest 
최대
[mm]

0.05 ± 0.15

100 x 30 x 35 200 x 30 x 35
0.10 ± 0.30

0.30 ± 0.90

1.00 ± 3.00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smallest 
최소                                        
[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biggest 
최대
[mm]

0.05 ± 0.15  ---------

200 x 11 / Ø22
0.10 ± 0.30

80 x 9 / Ø160.30 ± 0.90

1.00 ± 3.00

제품 베이스에 두 개의 Prismatic groove가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어 Ø 
19~108mm 의 샤프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With two prismatic grooves perpendicular to each other. 
The prismatic grooves are suitable for shaft diameters  
Ø 19 … 108 mm, depending on the dimensions.

Flat base 채택
옵션 No. 59A :
길이가 80mm 혹은 150mm 인 모델(나사로 고정 시킬 수 있는 2개의 
홀이 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th flat measuring base
Option No. 59 A:
Length 80  and 150 mm are also available with 
2 holes to screw-on

Micrometric Spirit Level 53 측미법 수포레벨

Crankpin Spirit Level 56 크랭크 핀 수포레벨

Shaft Spirit Level 63 샤프트 측정용 수포레벨

Tubular Spirit Level 59 튜브형 수포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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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achines, apparatus and other technical applications. 기계나, 장치 또는 다른 기술적인 응용분야에 적용 가능 합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smallest 
최소                                        
[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biggest 
최대
[mm]

0.10 ± 0.20 80 x 15 x 18

150 x 18 x 22
0.30 ± 0.30 60 x 12 x 14

1.00 ± 2.00 50 x 10 x 12

2.00 ± 4.00 80 x 15 x 18

2 ... 5 -------- 30 x 10 x 10 60 x 12 x 14

Available with flat or prismatic base. Flat 또는 Prismatic base로 이용 가능합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smallest 
최소                                        
[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biggest 
최대
[mm]

0.30 ± 0.90
100 x 30 x 35 300 x 30 x 35

1.00 ± 3.00

수직면 측정을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강한 자석을 장착하여 평면 혹
은 샤프트에서도 안정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수포 유리관
이 쉽게 깨지지 않도록 제작하였습니다.

For vertical measurements, with strong magnetic adhesion to plane 
and cylindrical surfaces, with plastic vial protection, with wooden box.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0.30 ± 0.90 100 x 30 x 100

떼었다 붙이는 것이 가능하며 수직면을 측정할 수 있는 150 x 40mm의 
Prismatic base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150 x 10mm의 튜브 형태 레벨은 
수평면을 측정 할 수 있는 Flat한 측정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 removable tubular level, prismatic measuring base  
150 x 40 mm for vertical measurements, flat face of the tubular level 
150 x 10 mm for horizontal measurements, with wooden box.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0.50 ± 1.50 160 x 40 x 150

To screw-on, for machines, apparatus, etc. 기계나 장치에 나사로 고정시킬 수 있는 레벨입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mm/m]

178-080-123-xxx                   

    [mm]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178-150-123-xxx

[mm]

0.02 ± 0.06 ---------

148 x 147 x 30

0.04 ± 0.12 ---------

0.05 ± 0.15 ---------

0.10 ± 0.30
78 x 65 x 17

0.30 ± 0.90

Screw-on Spirit Level 66 기계장착용 수포레벨

Horizontal Spirit Level 69 수평식 수포레벨

Magnetic Angle Spirit Level 47 마그네틱 각도 수포레벨

Universal Angle Spirit Level 64 유니버셜 각도 수포레벨

Cross Spirit Level 78 십자 수포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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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 72

MOD. 73

MOD. 74

To screw-on, for machines, apparatus, etc. 기계나 장치에 나사로 고정시킬 수 있는 레벨입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Range
측정범위

Dimensions – diameter x height
치수 – 외경 x 높이

[mm/m] [mm/m]

smallest 
최소                                        
[mm]

biggest 
최대
[mm]

0.30 ± 0.60 60 x 13

80 x 181.00 ± 2.00 50 x 12

2 ... 5 --------- 40 x 11

For fitting on to machines, apparatus, etc. 기계나 장치에 적합한 레벨입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Dimensions – diameter x height
치수 – 외경 x 높이

[arcmin]

smallest 
최소                                        
[mm]

biggest 
최대
[mm]

8 ... 12 60 x 17 ---------

10 ... 20 16 x 10 30 x 14.5

12 ... 18 40 x 12 50 x 15

20 ... 30 20 x 9 30 x 11

Cross Spirit Level 76 다축 수포레벨

Circular Spirit Level 72 / 73 / 74 원형 수포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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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ometers 경사계

The CLINORAPID 45 is suitable for measuring any inclination in de-
grees and minutes, on flat surfaces and shafts. Measuring range 
±180 degrees. As this instrument does not measure using a glass 
vial, it is nearly independent from the environmental temperature and 
can therefore very well be used for outdoor measurements.

CLINORAPID 45는 도, 분 범위 안에서의 기울기 측정, 그리고 평면이나 
샤프트 위에서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범위는 ±180도 이며 유리로 
된 Vial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는 외부환경에도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arcmin]

Range
측정범위

[°]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10 ±180 200 x 30 x 130

For checking any inclination, division of 2 x 180 deg. 
without vernier, prismatic cast iron base.

어떤 기울기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180도씩 2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버니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철로 제작된 Prismatic base를 장
착하였습니다.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2 ... 5 ±180 180 x 22 x 80

각도 편차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180도씩 2파트로 나
누어진 원형의 눈금자가 있습니다. 스틸로 미세하게 제작된 Prismatic 
base로 평면은 물론 샤프트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미터 1 눈
금 = 1분)

Instrument for measuring angular deviation accurately, with circular 
scale 2 x 180 deg., with finely ground prismatic base of hardened steel 
for measuring on shafts and flat surfaces, with micrometer graduated 
1 Div. = 1 arcmin, with wooden box.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0.30 ± 180 150 x 35 x 116

미세 조정이 가능한 장비로, 두 개의 Flat base와 2개의 Prismatic Base
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제작된 눈금자가 있으며 180도씩 2파트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소단위는 3 초 입니다.

With fine setting device, two flat bases and two prismatic  
bases, with circular scale, division of 2 x 180 deg., vernier for reading 
at 3 arcmin, with wooden box.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0.30 ± 180
150 x 40 x 150

1.00 ± 180

미세 조정이 가능한 장비로 2개의 Prismatic base를 장착하고 있습니
다. 90도 각도 까지 손쉽게 측정이 가능하며 단위는 도, 분은 물론 10초 
단위로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With fine setting device, with 2 prismatic bases, allows easy  
checking of angles up to 90 deg. in degrees and minutes, vernier for 
reading at 10 arcmin, with wooden box.

Sensitivity
측정감도
[mm/m]

Range
측정범위

[°]

Dimensions – length x width x height
치수 – 길이 x 너비 x 높이

[mm]

0.30 90
150 x 40 x 150

1.00 90

Clinometer 80 클리노미터

Frame Angle Spirit Level 79 프레임 각도 수포레벨

Inclination Spirit Level 57 기울기 수포레벨

CLINORAPID 45 CLINORAPID

Protractor spirit level 62 각도기 수포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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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Products
• Measuring and Setting Plates for Laboratories
• Measuring and Setting Straight edges

기타 품목
• 측정에 필요한 정반 
• 측정에 필요한 직선자

Calibration Laboratory SCS WYLER 
High precision inclination measuring instruments have 
to be tested and recalibrated on a regular base. Our air-
conditioned calibration lab is equipped with special high 
precision measuring and calibration equipment certified by 
METAS Switzerland. The calibration range for instruments and 
sensors reaches from very small angles (0.2 arcsec) to the full 
circle (360°). Our laboratory is equipped to test and calibrate 
WYLER as well as non-WYLER products.

WYLER의 검 교정 연구실 SCS
고정밀의 기울기 측정 장비들은 표준 베이스 상에서 시험과 
재교정를 거쳐야 합니다. WYLER의 검 교정 연구실은 스위스의 
METAS에서 인증한 고정밀의 검 교정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정 범위는 0.2 초의 미세한 각도부터 360도까지 가능합니다. 
WYLER에서 제작한 장비뿐만 아니라 타 제품들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BASICS and Product Training 
• Basics on inclination measurement 
• Product Training for customers

기초 이론 및 제품 사용 훈련
• 기울기 측정의 기본이론
•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 교육

varIous 기타

Basing on the law of communicating pipes, for measuring  
two or more distant points not being in direct interconnection to each 
other, with wooden box. Depth micrometer feeler with needle availa-
ble as accessory.

파이프 연결 법칙에 기초하여 서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둘 또는 더 먼 
지점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깊이 마이크로미터 feeler를 액
세서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한 액세서리

Dimensions / 치수 H (total) = 250 mm  /  Ø of base = 100 mm

Communicating Water Level 77 워터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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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Channel WYLER AG 
www.facebook.com/wylerSWISS

Further information on WYLER products can be found on our Website www.
wylerag.com or obtained from one of our world wide distribution partners.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products.

WYLER의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wylerag.com 에 방문해 
주십시오. 또는 전세계에 있는 저희 직영 대리점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TAECHANG TRADING CORP 태창트레이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1-4 서흥테크노밸리 532호
Telephone: +82-31-508-9561 / FAX: +82-31-508-9562
Website: www.tc-trading.com / e-mail: sales@tc-trad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