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랩퀘스트 미니는 컴퓨터에 연결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버니어 인터페이스로 현재 50여 가지의 
버니어 센서와 연결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품 구성
    •  한글 랩퀘스트 미니 인터페이스
    •  컴퓨터 연결 USB 케이블
    •  한글 로거라이트 프로그램
    •  한글 사용설명서

✿ 제품 특징
    •  보급형 인터페이스
    •  사용자 환경에 맞춘 심플한 디자인
    •  간편한 작동법
    •  별도의 전원 없이 USB 연결만으로 사용 가능
    •  버니어 54종 센서와 사용 가능

✿ 사용 방법
1. 컴퓨터에서 분석 프로그램 ‘한글 로거라이트’ 또는 ‘로거 프로’를 설치하십시오.
2. USB 케이블을 이용해 랩퀘스트 미니와 컴퓨터를 연결하십시오.
3.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십시오.
4. 필요한 센서를 랩퀘스트 미니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십시오.

✿ 아날로그 채널 및 디지털 채널
버니어 랩퀘스트 미니에는 3개의 아날로그 채널과 2개의 디지털 채널이 있습니다. 버니어 센서는 크게 
운동센서, 포토케이트, 방울계수기 등의 디지털 센서와 온도센서, 자기장센서, 전류센서 등의 아날로그 
센서로 나뉩니다. 센서의 종류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 전원 장치
버니어 랩퀘스트 미니는 별도의 전원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USB를 이용해 랩퀘스트 미니를 컴퓨터에 
연결해 사용하면 됩니다.

Order Code LQ-MINI

한글 랩퀘스트 미니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센서 단자(3포트) - 디지털 센서 단자(2포트)



이 제품을 포함한 버니어의 모든 제품은 교육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 의료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주의

✿ 문제해결 방법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하십시오. 기타 문의는 하단에 있는 버니어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Q : 랩퀘스트 미니를 컴퓨터에 연결했는데 분석 프로그램 상의 데이터 수집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A : ① 데이터 수집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가 교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

니다. USB 케이블이 양쪽 모두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컴퓨터 USB 포트가 정상적으로 작
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② 로거프로 또는 로거라이트 구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하단에 있는 버니어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Q :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다.
A : 센서가 인터페이스에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은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랩퀘스트 미니

에는 3개의 아날로그 채널과 2개의 디지털 채널이 있기 때문에 센서에 맞는 채널에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 측정값에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
A : 랩퀘스트 미니는 다른 전기 제품으로부터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랩퀘스트 미니와 컴퓨터 등과의 

거리를 적어도 30cm 이상 유지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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