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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mar | 하이트 게이지

Digimar 817 CLT: 직관적인 터치 제어를 사용한 간편한 측정

데이터 안전을 위한 최상의 연결 기능

데이터를 무선으로 또는 USB 케이블로 
MarConnect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측정값을 신속히 인쇄해야 
합니까? 이러한 용도로 Bluetooth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 형식의 전체 측정 
기록을 선택하거나, 측정 기록을 TXT 파일로 
저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 인디케이터용 인터페이스 

이 슬라이드에 통합된 인터페이스에서는 새로운 
Millimess 2000/2001W 다이얼 컴퍼레이터를 사용해 오류 
없이 정확히 직각도와 진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측정 기능

인체공학은 다른 요소가 아닌 인간을 위해 설계된 방법, 프로세스 및 배열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Digimar 817 CLT가 정확히 대표하는 특성입니다: 터치스크린의 단순 이동과 스크롤 기능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처럼 작동합니다. 디스플레이의 키들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특히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미 배열되어 있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직접, 화살표 키가 
통합되어 있는 휠 또는 퀵 모드를 사용해서 측정 슬라이드에서 측정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어 베어링을 작동하기 위한 2개의 푸시 버튼이 핸들에 통합되어 있어 왼손잡이 및 오른손잡이 
작업자가 장치를 안전하고 민감하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작업자의 자세(앉기 또는 서기)와 
무관: 터치 디스플레이가 항상 시선 위치에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전하거나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측정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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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터치 측정

크고 명확하게 정의된 키를 통한 직관적인 조작 
덕분에 측정, 기능의 설정과 계산,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한 측정 프로그램 생성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회전 가능한 디스플레이

회전/틸트 조인트가 있는 10인치 터치 패널 덕분에 
작업 위치, 작업자의 신장, 조명 조건에 맞게 
개별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상의 인체공학적 설계

양쪽의 인체공학적 핸들에는 에어 베어링을 위한 조작 키가 통합되어 
있어 측정 플레이트에서 장비를 손쉽게 정확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쉬운 처리

휠을 사용해 측정 슬라이드를 빠르고 쉽게 이동해서 
측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측정 기능 키가 
표면과 구멍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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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 게이지

주문 번호. 4429600 4429601 4429602
제품 타입  817 CLT
측정 범위 mm 0 – 350 0 – 600 0 – 1000
응용 범위(시작) mm 170
응용 범위(끝) mm 520 770 1170
분해능 mm 0.01, 0.005, 0.001, 0.0005, 0.0001
분해능 inch 0.001”, 0.0005”, 0.0001”, 0.00005”, 0.00001”
오차 한계 µm (1.8 + L/600) L (mm)
반복도 (지름) µm 1
반복도 (길이) µm 0.5
직각도 오류 (µm) µm 5 6 10
최대 작동 시간 h 14
측정력 N 1.0 +/– 0.2 N
상대 습도 
비응결

% 65

작업 온도 °C 20
작동 온도 °C 10 –  40
제품 무게 kg 22 26 29
데이터 인터페이스  USB, 무선
표준  공장 표준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6910271 프린터 세트(Bluetooth USB 어댑터 포함) DP-B1
4102220 MarConnect Wireless용 USB 어댑터 i-stick
4221525 화강암 재질의 석정반, 1000 x 630 mm 107 G
5450105 프린터 용지, 12롤
4221573 스탠드, 1000 x 630 mm 107 Ug
4221526 화강암 재질의 석정반, 1200 x 800 mm 107 G
4221574 스탠드, 1200 x 800 mm 107 Ug

기술 데이터

특성

작동 및 표시 장치
• 백라이트가 있는 크고 선명한 터

치 디스플레이
• 자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아이콘

을 통한 사용자 안내
• 다중 언어 지원 사용자 설명서
• 측정물에서 추가 영점 설정 옵션
• MarConnect USB 포트를 통해 

추가 측정기기 연결 가능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미

래의 필요를 충족
• 자동 대기 모드 활성화
• 자동 끄기 기능 선택 가능, 측정

값 손실 없음

기능
• 상단 또는 하단 접촉
• 여러 홈 사이의 웹 폭이나 거리, 

웹이나 홈 중앙 포함
• 홀이나 샤프트 지름, 홀이나 샤

프트 중앙 포함
• 홀 공역점(위/아래)
• 샤프트 공역점(위/아래)
• 거리 또는 대칭도 계산
• 동적 측정 기능
• 직각도 측정
• 진직도 측정
• 2D 모드에서 측정
• 측정 프로그램
• 측정 데이터 처리

측정 시스템
• 우수한 측정 정확도 및 신뢰도를 

위한 인크리멘탈 광학 측정 시
스템 

• 높은 정밀도의 반복도 구현이 가
능한 동적 프로브 시스템 

• 가볍고 원활하게 움직이는 에어 
베어링 시스템 

• 자동 측정 슬라이드로 측정 실행 
단순화 

• 장비를 끈 후에도 프로브 상수 
유지 

• 일체형 충전 배터리로 장시간 사
용 가능한 주 전원 독립 장치 

• 내부 온도 센서를 통한 온도 보
정 

구성 
• 하이트 게이지(작동 및 표시 요

소 포함)
• 캐리어 817 h1
• 측정 앤빌 K6/51
• 세팅 게이지 817 eb
• USB 케이블
• 사용 매뉴얼
• 충전 유닛
• 보호 커버
• 교정 인증서

소프트웨어
• MarCom Professional 은  

www.mahr.com/marcom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Mahr 데이터 케이블과 USB 및 
RS-232 인터페이스가 있는 무
선 시스템만 해당).

Digimar 817 CLT 

액세서리

107 G + 107 Ugi-Stick DP-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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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 세트

주문 번호. 제품 타입
  
4429019 817 ts1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4429219 프로브용 캐리어, 장착 구멍 6 mm, a = 100.5 mm,  

b = 119.5 mm, c = 84 mm
817 h2

4429226 디스크 프로브 ø 15 mm S 15/31.2
4429227 원통형 프로브 ø 10 mm Z 10/31.2
4429228 테이퍼 프로브 MKe 30
4429221 홀더를 포함한 깊이 측정 프로브 TMT 120
4429256 3가지 스타일러스 위치(0°/10°/90°)에 대한 프로브(M2 나

사산 포함), 스타일러스 800 ts 포함 ø 2.0 mm
KM 2

4429220 프로브 817 CLM용 캐리어, 장착 구멍 8 mm 817 h4
7023813 프로브(마운트 포함), ø 4.0 mm K 4/30
7023816 프로브(마운트 포함), ø 6 mm K 6/40
7023810 프로브(마운트 포함), ø 10.0 mm K 10/60
7023615 프로브(마운트 포함), ø 10.0 mm K 10/100

기술 데이터

특성

• 대량 액세서리 키트
• 실용적인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
• 구성: 

깊이 측정 프로브 
확장 홀더가 있는 캐리어 
 홈 등을 위한 디스크 측정 프
로브 
원뿔형 측정 프로브 
원통형 측정 프로브 M2 나사산
이 있는 테스트 인디케이터 스타
일러스용 홀더 
샤프트 지름이 8 mm인 4개 구형 
프로브를 포함한 캐리어 

• 패키지 보관용: 케이스

Digimar 817 ts1

세트에 포함된 구성품

K 10/100

S 15/31,2Z 10/31,2

817 h2

KM 2

K 6/40K 4/30

817 h4

MKe 30

K 10/60

TMT 120



Digimar | 하이트 게이지8

프로브 세트

S 15/31,2Z 10/31,2

817 h2

KM 2MKe 30

TMT 120

주문 번호. 제품 타입
  
4429018 817 ts2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4429219 프로브 캐리어, 장착 구멍 6 mm, a = 100.5 mm,  

b = 119.5 mm, c = 84 mm
817 h2

4429226 디스크 프로브 ø 15 mm S 15/31.2
4429227 원통형 프로브 ø 10 mm Z 10/31.2
4429228 테이퍼 프로브 MKe 30
4429221 홀더를 포함한 깊이 프로브 TMT 120
4429256 스타일러스 800 ts를 포함한 프로브 ø 2.0 mm KM 2

기술 데이터

특성

• 소량 액세서리 키트
• 실용적인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
• 구성: 

깊이 측정용 프로브 
확장 홀더가 있는 캐리어 
홈 등을 위한 디스크 측정 프
로브 
원뿔형 측정 프로브 
원통형 측정 프로브 
M2 나사산이 있는 테스트 인디
케이터 스타일러스용 홀더

• 패키지 보관용 케이스

Digimar 817 ts2

세트에 포함된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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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번호. 제품 타입
  
7034000 817 ts3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3015917 프로브 캐리어 GK/8
3015918 측정 편자, d = 0.5 mm, l = 78 mm TS 0.5/78
3015919 프로브 핀/팁, d = 1.2 mm, l = 75 mm, ls = 15.5 mm T 1.2/75
3015920 테이퍼 프로브 MKe 8
3022000 구형 프로브, dk = 3.0 mm, l = 24 mm K 3/24
3022001 구형 프로브, dk = 2.0 mm, l = 24 mm K 2/24
3022002 구형 프로브, dk = 1.0 mm, l = 24 mm K 1/24
3015888 연장부 M3 - M2.5, d = 4 mm, l = 20 mm V/M 2.5
3015921 연장부 M3 – M3, d = 4 mm, l = 20 mm V/M 3

기술 데이터

특성

• 작은 부품, 미세 홈, 구석 및 
홀을 위한 액세서리 키트

• 실용적인 목재 케이스 포장
• 8 mm 장착 홀이 있는 817 h4 

캐리어에 적합

• 구성: 
8 mm 고정 샤프트가 있는 베
이스 
깊이 프로브 
홈 및 구석용 프로브 슈 
구형 측정 프로브 
원뿔형 측정 프로브 
연장부 
M2.5 측정 앤빌용 어댑터

• 패키지 보관용 케이스

Digimar 817 ts3

세트에 포함된 구성품

K 1…K3/24V/M2…M 3

TS 0,5/78T 1,2/75

Mke 8

G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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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 캐리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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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 15/31,2Z 10/31,2 800 a6MKe 30

K 6/51K 5/51 KM 2

주문 번호. 제품 타입
  
4429154 817 h1
4429219 817 h2
4429454 817 h5

주문 번호. a b c 장착 구멍
 mm mm mm  
4429154 27,5 46,5 84 6 mm
4429219 100,5 119,5 84 6 mm
4429454 35 54 86 6 mm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4301865 장착 샤프트 ø 6 mm 800 a6
4429158 구형 프로브, ø 5.0 mm K 5/51
4429226 디스크 프로브 ø 15 mm S 15/31.2
4429227 원통형 프로브 ø 10 mm Z10/31.2
4429228 테이퍼 프로브 MKe 30
4429254 817 CLM용 구형 프로브, ø 6 mm K 6/51
4429256 스타일러스 800 ts를 포함한 프로브 ø 2.0 mm KM 2

기술 데이터

특성

• 6 mm 고정 샤프트가 있는 
프로브용 캐리어

• 증가한 측정 깊이 측정에 사용
(817 h2) 

• 예를 들면, 원통 측정력 정렬을 
위한 회전축(817 h5)

Digimar 817 h1 / 817 h2 / 817 h5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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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 캐리어 817 CLM

78

0,
5

주문 번호. 제품 타입 장착 구멍
  
4429220 817 h4 8 mm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3015888 연장부 M3 - M2.5, d = 4 mm, l = 20 mm V/M 2.5
3015917 프로브 캐리어 GK/8
3015918 측정 편자, d = 0.5 mm, l = 78 mm TS 0.5/78
3015919 프로브 핀/팁, d = 1.2 mm, l = 75 mm, ls = 15.5 mm T 1.2/75
3015920 테이퍼 프로브 MKe 8
3015921 연장부 M3 - M3, d = 4 mm, l = 20 mm V/M 3
3022000 구형 프로브, dk = 3.0 mm, l = 24 mm K 3/24
3022001 구형 프로브, dk = 2.0 mm, l = 24 mm K 2/24
3022002 구형 프로브, dk = 1.0 mm, l = 24 mm K 1/24
7023615 프로브(마운트 포함), ø 10.0 mm K 10/100
7023810 프로브(마운트 포함), ø 10.0 mm K 10/60
7023813 프로브(마운트 포함), ø 4.0 mm K 4/30
7023816 프로브(마운트 포함), ø 6 mm K 6/40

기술 데이터

특성

• 8 mm 고정 샤프트를 가진 102 g 
무게의 측정 앤빌용  캐리어

• CXt2 범용 측정 프로브 세트에 
사용하기 적합

• 102 g 무게의 Digimar CX1 및 
CX2 프로브와 호환

Digimar 817 h4

액세서리

K 10/100K 6/40K 4/30 K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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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더를 포함한 깊이 프로브

d

l

M
2

R 1,5

6
5

M 2,5

ø4,2

800 ts 901 911 H2

TMT 120 TMT 120 S

주문 번호. 제품 타입
  
4429221 TMT 120
4429421 TMT 120 S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4305870 스타일러스 ø 1.0 mm, 카바이드, l = 14.5 mm 800 ts
4305850 스타일러스 ø 2.0 mm, 카바이드, l = 14.5 mm 800 ts
4305871 스타일러스 ø 3.0 mm, 카바이드, l = 14.5 mm 800 ts
4309051 스타일러스 ø 2.0 mm, 루비, l = 14.5 mm 800 tsr
4360001 표준 접촉 팁, 강철, r = 1.5 mm 901
4360002 표준 접촉 팁, 카바이드, r = 1.5 mm 901 H
4360003 표준 접촉 팁, 루비, r = 1.5 mm 901 R
4360241 핀 타입 접촉 팁, 카바이드, l = 11 mm, 측정 표면 ø 1.5 mm 911 H2

기술 데이터

 

특성

• 수직 홀과 홈에서 측정을 위한 
깊이 프로브 및 캐리어

• 교체 가능한 깊이 프로브
• 측정 앤빌용 M2 및 M2.5 연결 

나사산
• M2.5 구형 접점 901 H
• 회전축 (TMT 120 S만 해당)
• 홈 측정을 위한 프로브 편자 

포함한 이차 깊이 프로브 (TMT 
120 S만 해당)

• 2 mm 볼이 있는 M2 스타일러스 
800 ts 포함(TMT 120 S만 해당)

Digimar TMT 120 / TMT 120 S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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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도 검사용 캐리어

ø1
2

110

62
82

ø8
ø8

4

10 286

42

주문 번호. 제품 타입
  
4429206 817 h3

주문 번호. 장착 구멍
  
4429206 8 mm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4429610 데이터 연결 케이블 RS232C(2 m) DK-M1
4346700 디지털 인디케이터 0.0001mm/±2mm 2000 W
4346800 디지털 인디케이터 0.0001mm/±2mm 2001 W

기술 데이터

특성

• 직각도 측정용 캐리어
• 아날로그 및 디지털 다이얼 

인디케이터에 적합
• P1514H 측정 프로브와 함께 

사용하기 적합(817 CLM만 
해당)

Digimar 817 h3

액세서리

2001 W 2000 W DK-M1



Millimess | 디지털 및 다이얼 컴퍼레이터14

HOLD

Millimess | Feinzeiger

Millimess 2001 Wi: 모든 것을 안전하게 통제!
디지털 다이얼 컴퍼레이터디지털 다이얼 컴퍼레이터 – 인덕티브 측정 시스템 사용으로 최고의 정밀도 구현– 인덕티브 측정 시스템 사용으로 최고의 정밀도 구현

무선 데이터 통신 
- 무선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 
- 측정 데이터와 다양한 파라미터 전송/수신  MarCom Professional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원격으로 구성 및 제어 가능

개별 키 및 기능 잠금
MarCom Professional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원격 
제어 설정을 손쉽게 구성 가능

터치 조작 기능이 있는 최초의 다이얼 인디케이터

탁월한 이점:
- 최소한의 터치만으로 키가 반응 
- 이러한 기능으로 측정장비의 조정이나 변형을 방지  
➜ 최대의 측정 신뢰성

전면 강화  유리

- 긁힘 방지 및 내충격성 표면
- 긁힘과 액체 침투로부터 뛰어난 보호 효과
- 최소한의 터치만으로 반응하는 내마모성 키

보호 등급 IP 64

어떤 방향에서든 튀어 오는 물과 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언제나 작업장의 최적 
호환성을 보장

고정밀 볼 베어링 가이드 

최대의 측정 시스템 민감도, 긴 
서비스 수명, 높은 적재 용량

MarCom

독자적인 터치 조작 –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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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Millimess | Feinzeiger

Millimess 2001 Wi: 모든 것을 안전하게 통제!
디지털 다이얼 컴퍼레이터디지털 다이얼 컴퍼레이터 – 인덕티브 측정 시스템 사용으로 최고의 정밀도 구현– 인덕티브 측정 시스템 사용으로 최고의 정밀도 구현

USB 를 통한 양방향 데이터 인터페이스 
- 측정 데이터와 다양한 파라미터 전송/수신
- 데이터 케이블을 통한 영구 전원 공급
- 장치 ID 검색 가능

Digimatic 을 통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 측정 데이터를 전송

편리한 공차 기능
- 명확한 공차 기호
- 컬러 LED 신호(레드, 그린, 옐로우)로 측정값을 분류
 • NG/Go/경고 한계
 • NG/Go/재작업

고정밀 인덕티브 측정 시스템 

선형화를 통해 측정 편차 최소화

절대 측정 시스템
장치가 꺼졌을 때 전기적 0점의 기준이 손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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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티브 다이얼 컴퍼레이터

기술 데이터

Millimess 2000 W / 2000 Wi

응용 분야:
정적 측정 작업용

주문 번호. 4346700 4346701
타입  2000 W 2000 Wi
측정 범위 mm ± 1
분해능 mm 0.0001, 0.0002, 0.0005, 0.001, 0.002, 0.005, 0.01
분해능 inch 0.000005”, 0.00001”, 0.00002”, 0.00005”, 0.0001”, 0.0002”, 0.0005”
오차 한계 µm ± (0.2 + 0.5 x L) L (mm)
측정값 히스테리시스 fu µm 0.3
반복성 fw µm 0.1
표준  공장 표준
자유 왕복운동 mm 2.5
측정력 N 0.9 ± 0.1(인덕티브 측정 시스템의 절대 0점 참조)
IP 보호 범주 IP 64
공급 전압  100– 240 V

기능

• ON/OFF
• mm/inch
• RESET(표시를 0으로 설정)
• PRESET(숫자 값 입력)
• ABS(전기적 0점 기준)
• 선택 가능한 분해능
• TOL(공차 및 경고 한계 입력)
• 인수(조절 가능)
• 역방향 카운팅
• HOLD(측정값 보관)
• 잠금 기능(키 잠금)
• DATA(데이터 전송)
• 양방향 데이터 인터페이스(특성 

값의 외부 출력과 입력 옵션, 
MarCom 소프트웨어의 개별 잠
금 기능 설정) 

특성

• 엄청난 장점을 갖춘 터치 제어 
패널을 포함한 전면 강화 유리: 
- 긁힘 및 충격 방지 표면 
- 먼지, 냉각수 및 윤활제에 대한 
우수한 보호 기능 - 내마모성 터
치 조작 키 
- 키를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
로 측정 스탠드에서 측정값의 안
전성 개선 - 키 입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측정 장비의 조정이나 
변형이 없음

• 명확하고 쉬운 판독을 위한 고대
비 LCD 디스플레이

• 측정값 분류를 위한 명확한 공차 
기호 및 컬러 LED 신호(레드, 그
린, 옐로우) 
- 경고 한계 입력 포함: No Go / 
Go / 경고 한계 
- 경고 한계 입력 불포함: No Go 
/ Go / 재작업

• 작동 및 표시 장치(베젤)는 280°
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 마운트 생크 및 측정 스핀들 모
두 경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
작됩니다.

• 측정 스핀들은 최소한의 히스테
리시스를 위해 고정밀 볼 가이드
에 장착됩니다.

• 선형화 인덕티브 절대 측정 시
스템

• 측정력 스프링은 교체 가능합
니다.

• 하단 정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
다.

• 소프트웨어: MarCom  
Professional 무료 다운로드: 
www.mahr.com/marcom (Mahr 
데이터 케이블과 USB 및 RS-232 
인터페이스가 있는 무선 시스템
만 해당)

• 글자 높이: 11.5 mm
• 데이터 인터페이스: USB, 

Digimatic
• 전원 공급: 통합 충전식 축압기(

최대 4주) 또는 USB 데이터 케
이블을 통해 전원 공급

• 배터리 타입: 리튬 폴리머 배터
리 3.7 V

• 패키지 내용: 사용 매뉴얼, USB 
데이터 및 충전 케이블 타입 DK-

U1, USB용 플러그인 전원 공급
장치(4개 교체형 어댑터 포함), 
고무 벨로즈, 사전 왕복운동 조
절용 드라이버(육각 소켓 0.9 
mm),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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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티브 다이얼 컴퍼레이터

Millimess 2000 W / 2000 Wi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4102603 데이터 케이블 USB 양방향(2 m) DK-U1
4102606 데이터 케이블 Digimatic을 사용한 인터페이스 어댑터(2 m) DK-D1
4310103 어댑터 부싱(0.375” / 8 mm) 940
4346010 케이블 릴리스를 포함한 수동 리프터 2000 h
4346011 공압 리프터 2000 p
4346012 측정력 조절장치 2000 m
4337421 러그백 1086 b
4346050 측정력 스프링 0.25 N
4346051 측정력 스프링 0.50 N
4882284 측정력 스프링 0.75 N
4346052 측정력 스프링 1.00 N
4346053 측정력 스프링 1.50 N
4346054 측정력 스프링 2.00 N
4346055 측정력 스프링 2.50 N
4337900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 반사 방지 반투명, 추가로 튼튼한 하이브리드 유리로 제작, 

긁힘과 반사로부터 보호
1086 sf

4346606 Millimess 2000 W (i) / 2001 W (i)용으로 하드 고무 소재의 충격 방지 링 1086 sr
4102220 무선 데이터 통신 기능이 있는 측정기의 수신기 i-stick

액세서리

2000 p 2000 h 2000 m

1086 sf 1086 sr i-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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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티브 다이얼 컴퍼레이터

기술 데이터

기능

• ON/OFF
• mm/inch
• RESET(표시를 0으로 설정)
• PRESET(숫자 값 입력)
• ABS(기준 - 전기적 0점)
• 선택 가능한 분해능
• TOL(공차 및 경고 한계 입력)
• RANGE (측정 범위 및 분해능 

전환)
• 공역점 검색을 위한 MAX/MIN 

메모리
• (최대-최소) 평탄도 및 동심도 테

스트용
• 0(아날로그 스케일 디스플레이

를 0으로 설정)
• 인수(조절 가능)
• 역방향 카운팅
• HOLD(측정값 보관)
• 잠금 기능(키 잠금)
• DATA(데이터 전송)
• 양방향 데이터 인터페이스(특성 

값의 외부 출력과 입력 옵션, 
MarCom 소프트웨어의 개별 잠
금 기능 설정) 

특성

• 엄청난 장점을 갖춘 터치 제어 
패널을 포함한 전면 강화유리: 
- 긁힘 및 충격 방지 표면 
- 먼지, 냉각수 및 윤활제에 대한 
우수한 보호 기능 
- 마모 없는 터치 조작 키 
- 키를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
로 측정 스탠드에서 측정값의 안
전성 개선 
- 키 입력이 필요하지 않으므
로 측정 장비의 조정이나 변형
이 없음

• 측정값 분류를 위한 스케일 디스
플레이의 명확한 공차 한계 및 
컬러 LED 신호(레드, 그린, 옐
로우) 
- 경고 한계 입력 포함: 
No Go / Go / 경고 한계 
- 경고 한계 입력 불포함: 
No Go / Go / 재작업

• 모드의 컬러 LED 신호(레드, 그
린, 옐로우): 
- 축압기로 구동: 점멸 신호(1초) 
- 데이터 케이블 DK-U1로 구동: 
영구적

• 명확하고 쉬운 판독을 위한 고대
비 LCD 디스플레이

• 동심도 또는 평탄도 확인과 같은 
동적 측정 작업 중 측정 움직임
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보어 측
정 중 역방향 지점 검색을 위한 
아날로그 스케일 디스플레이

• 작동 및 표시 장치(베젤)는 280°
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 마운트 생크 및 측정 스핀들 모
두 경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
작됩니다.

• 측정 스핀들은 최소한의 히스테
리시스를 위해 고정밀 볼 가이드
에 장착됩니다.

• 선형화 인덕티브 절대 측정 시
스템

Millimess 2001 W / 2001 Wi

응용 분야:
정적 및 동적 측정 작업용

• 측정력 스프링은 교체 가능합
니다.

• 하단 정지를 조정할 수 있습
니다.

• 소프트웨어: MarCom  
Professional 무료 다운로드: 
www.mahr.com/marcom (Mahr 
데이터 케이블과 USB 및 RS-232 
인터페이스가 있는 무선 시스
템만 해당)

• 글자 높이: 9 mm
• 데이터 인터페이스: USB, 

Digimatic
• 전원 공급: 통합 충전식 축압기(

최대 4주) 또는 USB 데이터 케
이블을 통해 전원 공급

• 배터리 타입: 리튬 폴리머 배터
리 3.7 V

주문 번호. 4346800 4346801
제품 타입  2001 W 2001 Wi
측정 범위 µm mm ± 1
분해능 mm 0.0001, 0.0002, 0.0005, 0.001, 0.002, 0.005, 0.01
분해능e inch 0.000005”, 0.00001”, 0.00002”, 0.00005”, 0.0001”, 0.0002”, 0.0005”
오차 한계 µm ± (0.2 + 0.5 x L) L (mm)
측정값 히스테리시스 fu µm 0.3
반복도 fw µm 0.1
표준  공장 표준
자유 왕복운동 mm 2.5
측정력 N 0.9 ± 0.1(인덕티브 측정 시스템의 절대 0점 참조)
아날로그 표시 범위 mm ± 0.002, ± 0.004, ± 0.01, ± 0.02, ± 0.04, ± 0.1, ± 0.2
IP 보호 범주 IP 64
공급 전압  100– 240 V

• 패키지 내용: 사용 매뉴얼, USB 
데이터 및 충전 케이블 타입 
DK-U1, USB용 플러그인 전원 
공급장치(4개 교체형 어댑터 포
함), 고무 벨로즈, 사전 왕복운
동 조절용 드라이버(육각 소켓 
0.9 mm),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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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티브 다이얼 컴퍼레이터

Millimess 2001 W / 2001 Wi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4102603 데이터 케이블 USB 양방향(2 m) DK-U1
4102606 데이터 케이블 Digimatic을 사용한 인터페이스 어댑터(2 m) DK-D1
4310103 어댑터 부싱(0.375” / 8 mm) 940
4346010 케이블 릴리스를 포함한 수동 리프터 2000 h
4346011 공압 리프터 2000 p
4346012 측정력 조절장치 2000 m
4337421 러그백 1086 b
4346050 측정력 스프링 0.25 N
4346051 측정력 스프링 0.50 N
4882284 측정력 스프링 0.75 N
4346052 측정력 스프링 1.00 N
4346053 측정력 스프링 1.50 N
4346054 측정력 스프링 2.00 N
4346055 측정력 스프링 2.50 N
4337900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 반사 방지 반투명, 추가로 튼튼한 하이브리드 유리로 제작, 

긁힘과 반사로부터 보호
1086 sf

4346606 Millimess 2000 W (i) / 2001 W (i)용으로 하드 고무 소재의 충격 방지 링 1086 sr
4102220 무선 데이터 통신 기능이 있는 측정기의 수신기 i-stick

액세서리

2000 p 2000 h 2000 m

1086 sf 1086 sr i-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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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티브 다이얼 컴퍼레이터

기술 데이터

기능

• ON/OFF
• RESET(표시를 0으로 설정)
• PRESET(숫자 값 입력)
• ABS(기준 - 전기적 0점)
• 선택 가능한 분해능
• TOL(공차 및 경고 한계 입력)
• RANGE (측정 범위 및 분해능 

전환)
• 공역점 검색을 위한 MAX/MIN 

메모리
• (최대-최소) 평탄도 및 동심도 테

스트용
• 0(아날로그 스케일 디스플레이

를 0으로 설정)
• 인수(조절 가능)
• 역방향 카운팅
• HOLD(측정값 보관)
• 잠금 기능(키 잠금)
• DATA(데이터 전송) 
• 양방향 데이터 인터페이스(특성 

값의 외부 출력과 입력 옵션, 
MarCom 소프트웨어의 개별 잠
금 기능 설정) 

특성

• 미터법 전용 측정 단위(인치 없
음)

• 엄청난 장점을 갖춘 터치 컨트롤 
패널을 포함한 전면 강화유리: 
- 긁힘 및 충격 방지 표면 
- 먼지, 냉각수 및 윤활제에 대한 
우수한 보호 기능 - 내마모성 터
치 조작 키 - 키를 가볍게 터치하
는 것만으로 측정 스탠드에서 측
정값의 안전성 개선 
- 키 입력이 필요하지 않으므
로 측정 장비의 조정이나 변형
이 없음

• 측정값 분류를 위한 스케일 디스
플레이의 명확한 공차 한도 및 
컬러 LED 신호(레드, 그린, 옐
로우) 
- 경고 한계 입력 포함: 
No Go / Go / 경고 한계 
- 경고 한계 입력 불포함: 
No Go / Go / 재작업

• 모드의 컬러 LED 신호(레드, 그
린, 옐로우): 
- 축압기로 구동: 점멸 신호(1초) 
- 데이터 케이블 DK-U1로 구동: 
영구적

• 명확하고 쉬운 판독을 위한 고대
비 LCD 디스플레이

• 액세서리
• 작동 및 표시 장치(베젤)는 280°

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 마운트 생크 및 측정 스핀들 모

두 경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
작됩니다.

• 측정 스핀들은 최소한의 히스테
리시스를 위해 고정밀 볼 가이드
에 장착됩니다.

• 선형화 인덕티브 절대 측정 시
스템

• 측정력 스프링은 교체 가능합
니다.

• 하단 정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
다.

• 소프트웨어: MarCom  

Millimess 2001 Wi

응용 분야:
정적 및 동적 측정 작업용
버전: 미터법 전용 측정 단위(인치 사용 안 함)

Professional 무료 다운로드: 
www.mahr.com/marcom (Mahr 
데이터 케이블과 USB 및 RS-232 
인터페이스가 있는 무선 시스
템만 해당)

• 글자 높이: 9 mm
• 데이터 인터페이스: 무선 데이

터 전송, USB, Digimatic
• 전원 공급: 통합 충전식 축압기(

최대 4주) 또는 USB 데이터 케
이블을 통해 전원 공급

• 배터리 타입: 리튬 폴리머 배터
리 3.7 V

• 패키지 내용: 사용 매뉴얼, USB 
데이터 및 충전 케이블 타입 
DK-U1, USB용 플러그인 전원 

주문 번호. 4346811
제품 타입  2001 Wi
측정 범위 µm mm ± 1
분해능 mm 0.0001, 0.0002, 0.0005, 0.001, 0.002, 0.005, 0.01
오차 한계 µm ± (0.2 + 0.5 x L) L (mm)
측정값 히스테리시스 fu µm 0.3
반복도 fw µm 0.1
표준  공장 표준
자유 왕복운동 mm 2.5
측정력 N 0.9 ± 0.1(인덕티브 측정 시스템의 절대 0점 참조)
아날로그 표시 범위 mm ± 0.002, ± 0.004, ± 0.01, ± 0.02, ± 0.04, ± 0.1, ± 0.2
IP 보호 범주 IP 64
공급 전압  100– 240 V

공급장치(4개 교체형 어댑터 포
함), 고무 벨로즈, 사전 왕복운
동 조절용 드라이버(육각 소켓 
0.9 mm),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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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티브 다이얼 컴퍼레이터

Millimess 2001 Wi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4102603 데이터 케이블 USB 양방향(2 m) DK-U1
4102606 데이터 케이블 Digimatic을 사용한 인터페이스 어댑터(2 m) DK-D1
4310103 어댑터 부싱(0.375” / 8 mm) 940
4346010 케이블 릴리스를 포함한 수동 리프터 2000 h
4346011 공압 리프터 2000 p
4346012 측정력 조절장치 2000 m
4337421 러그백 1086 b
4346050 측정력 스프링 0.25 N
4346051 측정력 스프링 0.50 N
4882284 측정력 스프링 0.75 N
4346052 측정력 스프링 1.00 N
4346053 측정력 스프링 1.50 N
4346054 측정력 스프링 2.00 N
4346055 측정력 스프링 2.50 N
4337900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 반사 방지 반투명, 추가로 튼튼한 하이브리드 유리로 제작, 

긁힘과 반사로부터 보호
1086 sf

4346606 Millimess 2000 W (i) / 2001 W (i)용으로 하드 고무 소재의 충격 방지 링 1086 sr
4102220 무선 데이터 통신 기능이 있는 측정기의 수신기 i-stick

액세서리

2000 p 2000 h 2000 m

1086 sf 1086 sr i-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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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4D | 원통형 좌표 측정기

Mar4D PLQ 4200: 생산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측정 실시
Mar4D PLQ 4200 제품 라인의 원통형 좌표 측정기는 전보다 훨씬 더 향상된 유연성과 편리한 기능을 
바탕으로 회전 대칭 측정물을 측정합니다. 최고 속도와 정밀도로 작동하여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Mar4D PLQ 4200. Mahr는 고객에게 복잡한 회전 대칭 측정물을 위한 고성능 측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멀티 센서 시스템은 특히 광범위한 치수 측정 작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측정기는 특히 견고한 설계로 
제작되어 생산 현장에서 직접 3D 측정을 완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리 시간을 단축하면서 높은 처리량과 
뛰어난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이점

• 측정 기술을 결합을 바탕으로 미래의 필요를 충족: 광학 및 접촉식 솔루션을 하나의 측정기에 통합
• 다목적 기능: 한 번의 측정 실행 중에 길이, 지름, 형상, 위치, 윤곽선, 진원도, 거칠기 또는 대칭과 같은 3D 형상 등 여러 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속도와 정밀함: 특별히 개발된 제어 아키텍처 덕분에 공차 범위가 좁은 경우에도 고유의 속도와 최적의 축 정밀도를 구현
• 최대 200 mm 지름, 최대 1000 mm 길이, 최대 50 kg 무게를 가진 측정물을 측정할 수 있는 유연성
• 인체공학적 조작 및 고유한 안전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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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정렬

체결력 모니터와 함께 모터 구동식 
심압대가 작업자의 개입 없이 측정물을 
완벽하게 고정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

정교한 측정기 설계는 쉽고 
안전한 조작을 보장합니다.

측정 중 프로세스 신뢰성

측정기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온도, 
진동, 위치와 같은 외부적인 영향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보정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명확히 구조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덕분에 MarWin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매우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 학습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범용 적용 가능 

Mar4D PLQ 4200의 멀티 센서 기술 덕분에 
생산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회전 대칭 측정물
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etrology.mahr.com/en/mar4d-p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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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좌표 측정기

Mar4D PLQ 4200

기술 데이터

특성

생산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측
정
 

• 쉬운 조작
• 측정 중 프로세스 신뢰성
• 인체공학적 설계
•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범용 적용 가능
• 텔레센트릭 정밀 렌즈

주문 번호. 5554200 5554201 5554202
타입 PLQ 4200-T2 Z = 450 PLQ 4200-T2 Z = 730 PLQ 4200-T2 Z = 1000
치수 W/H/D mm 800 / 2200 / 1800 800 / 2500 / 1800 800 / 2200 / 1800
측정물 무게 kg 최대 20(선택적으로 50)
측정물 치수 mm 450 730 1000
최대 지름 mm 200
측정 분해능 프로그램에서 선택 가능
길이/지름 mm 0.001...0.0001
길이/지름 inch 0.001...0.0001
각도 0.01...0.0001도(소수점) 또는 도, 분, 초
오차 한계  
지름만, EBXZ, MPE*

µm ≤ (1 + L/150) L (mm)

오차 한계  
평행 길이 Z만, EBXZ, MPE*

µm ≤ (2 + L/200) L (mm)

이동 속도 Z 최대 200 mm/s
이동 속도 X1 최대 200 mm/s
이동 속도 X2 최대 50 mm/s
이동 속도 C 최대 2.0 1/s
이동 속도 Y 최대 50 mm/s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20 +-2°C에서 경화된 측정물, 매끄러운 표면(Rz <1 µm) DIN EN ISO 10360-7

SP25를 사용한 접촉 측정 T7W를 사용한 접촉 측정

제어판광학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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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좌표 측정기

Mar4D PLQ 4200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5361112 센터링 팁 60°, Ø 2 – 15 mm, 높이 35 mm
5361223 센터링 팁 60°, Ø 2 – 44 mm, 높이 46 mm
5361105 센터링 팁 60°, Ø 3 – 15 mm, 높이 25 mm
5361106 센터링 팁 60°, Ø 2 – 19 mm, 높이 44 mm
9056631 센터링 팁 60°, Ø 2 – 35 mm, 높이 46 mm
5361104 할로우 팁 90°. Ø 6 – 20 mm, 높이 56 mm
3026166 USB 키보드 - 독일어
3026167 USB 키보드 - 영어
5550400 모터 구동식 접촉 프로브 T7W
5400211 프로브 세트 T7W
5550250 Renishaw 접촉 프로브 SP25M
5550251 SP25용 프로브 세트 1
5550252 SP25용 프로브 세트 2
5550083 MarControl 수동 제어판
5550085 보조 모니터 + 홀더
5550080 하우징 + 패키지
5550084 산업용 PC
5550086 측정 스테이션 범위에 포함된 패널 PC
5550091 수동, 조절식 방진 시스템
5550100 MarWin 전체 패키지 Mar4D
5550460 PLQ 4200용 선택적 거칠기 측정 T7W
5480638 AdvancedForm용 선택적 거칠기 소프트웨어
5360581 3D 형상 시편(교정 인증서 불포함)
9964316 형상 시편용 Mahr 교정 인증서 
6980110 형상 시편용 DAkkS / DKD 교정 인증서

액세서리

센터링 팁 60°
Ø 2 – 15 mm

센터링 팁 60°
Ø 2 – 44 mm

센터링 팁 60°
Ø 3 – 15 mm

할로우 팁 90°
Ø 6 – 20 mm

센터링 팁 60°
Ø 2 – 35 mm

센터링 팁 60°
Ø 2 – 1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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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urf | 형상 측정기

MarSurf CD 140 AG 11: 지능적인 프로브 
시스템을 갖춘 다목적 솔루션시스템을 갖춘 다목적 솔루션
Mahr는 새로운 형상 측정기인 MarSurf CD 140 AG 11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브 
시스템은 최대 70 mm까지 측정 범위를 제공하며, 시스템을 재교정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공구 없이 스타일러스 팁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상 측정기 MarSurf CD 140 AG 11을 통해 사용자는 빠르고 정밀한 측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측정물 홀더는 특히 취급이 간편할 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능적인 프로브 시스템과 자석 
스타일러스 팁 홀더 덕분에 공구 없이 스타일러스 팁을 교체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 중 가장 직관적인 솔루션으로 꼽힙니다. 또한 작업자는 종합적인 클램프 및 측정물 
홀더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MarSurf CD 140 AG 11은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하거나 측정물 위치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

• 종합적인 형상 측정 기능 – 빠른 속도와 간단한 조작
• 조작이 간단한 핸들을 사용한 빠른 Z축 조정
• 공구 없이 스타일러스 팁 교체
• X축으로 최대 200 mm/s의 이동 속도 
• MarWin을 사용한 간단한 프로그램 생성 또는 단일 측정
• 자동 평가, 최상의 형상 조정, CAD 형상 비교 등 다양한 기능 지원
• KMG 측정물 홀더를 위한 50 mm 구멍 격자를 갖춘 유연한 지지 플레이트
• 거칠기 측정 옵션을 사용해 선택적으로 확장 가능(Rz >2 µm)
• 이중 스타일러스를 사용한 측정

+

플러그인 가이드 정지 및 다양한 종류의 표준화 체결 장비를 비롯한 측정물 홀더를 이용해 측정물의 위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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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수동 조정 

미세 조정 기능이 Z축에 위치해 있고 X축을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최대 측정 범위를 갖춘 X축 

고속 X축은 140 mm의 넓은 측정 
범위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인체공학적 휴대 핸들

측면의 핸들 덕분에 기기를 
손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구성품을 위한 지지 플레이트

50 mm의 구멍 행렬로 구성된 
390 mm x 450 mm의 대형 플레이트는 대
량 측정물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유연한 체결 옵션을 제
공합니다. 

광범위한 측정 경로

60 mm의 측정 경로에서 Y
축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고유의 프로브 
시스템

350 mm의 프로브 암을 
갖춘 프로브 시스템은 
특별한 공구나 재교정 
없이 스타일러스 팁의 
빠른 교체를 가능케 
합니다. 
자동 측정력 선택을 
통해 여러 스타일러스 
팁을 교체할 때 올바른 
측정력을 선택했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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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mahr.com)를 방문해 주십시오.

형상 측정 스테이션

MarSurf CD 140 AG 11

기술 데이터

특성

• 빠르고 정확한 측정 
• 쉬운 조작 
• 정적 위치에서 사용하거나 측정

물 위치에서 직접 사용
• Z축에서 드라이브 유닛의 수동 

미세 조정
• 공구 없이 스타일러스 팁 사용 

가능
• 50 mm의 구멍 행렬로 구성된 

390 mm x 450 mm의 지지 플
레이트

• 고속 측정 X축(140 mm)
• 간단한 운반을 위한 휴대 핸들
• Z축의 빠른 조정
• 고유의 조정 잠금 기능으로 조정

된 측정 설정을 유지
• 350 mm의 측정 경로
• 특별한 공구나 재교정 없이 스타

일러스 팁의 빠른 교체 가능  
 

프로브 시스템
• 여러 스타일러스 팁을 전환할 때 

올바른 측정력의 자동 측정력 
선택

• 넓은 측정 범위 – 70 mm
• 프로브 암 길이 – 350 mm
• 프로브 암의 자동 교정 루틴
• 단순 시편 교정 및 이중 프로브 

암 가능
• 50 mm 격자를 사용한 단순 및 

반복 가능한 교정 패턴 위치 이
동

• 자석 프로브 암 홀더 덕분에 공
구 없이 프로브 암 교체 가능

• 정의된 시작 위치
• 축 정렬 덕분에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 

소프트웨어
• 간단하고 직관적인 형상 측정 

및 평가. 
• 측정 도우미가 측정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반지름, 호 길이, 거리, 각도 등 

계산과 같이 다양한 측정 
작업이 이미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은 특허 
취득한 “접선 요소”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개입 
없이 반지름과 직선 사이의 
접선 변환을 손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응용 분야

기계식 엔지니어링
• 베어링, 나사산, 나사형 막대, 볼 스핀들, 샤프트, 랙

생산 현장 가까이에서 측정
• 반자동 형상 측정

자동차 산업
• 스티어링, 브레이크 시스템, 변속기, 크랭프샤프트, 

캠샤프트, 실린더 헤드

의료 기술
• 엉덩이와 무릎 내측보철을 위한 형상, 의료용 나사를 

위한 형상, 치과 임플란트를 위한 형상

주문 번호. 6269033
제품 타입 CD 140 AG 11
위치 이동 속도 0.1 - 200 mm/s(X 방향으로) 
측정 거리(X 방향으로) 140 mm 
측정 속도 0.1 - 10 mm/s 
가이드 편차 1 µm / 140 mm
프로브 암 길이 350 mm
분해능 19 nm
Z 방향의 측정 범위 70 mm
측정력(N) 4 mN ~ 30 mN, Z+ 및 Z- 방향,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절 가능 
치수(T x B x H) 572 x 905 x 82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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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측정 스테이션

주문 번호. 제품 이름 제품 타입

6820020 체결 요소를 포함한 DK 액세서리 상자
6820022 빠른 클램프 회전 유닛 +90° / -55°
6820023 정밀 3-jaw 척 50 mm 
6820001 V자 블록 세트 AF 25
6820002 델타 블록 세트 AF 25
6820004 나사 잭 세트 
9059081 정밀 클램프 UZS 15
6820000 형상 시편 – 50 mm 구멍 치수로 제작된 지지 플레이트를 위한 형상 B 시편 
6820010 범용 표준 홀더 
6820125 형상 시편 KN 100
6980110 교정 인증서를 포함한 DAkkS/DKD 교정
9964316 교정 인증서를 포함한 Mahr 교정
6820003 리테이너 세트 AF 25
6820005 수동 척 세트, Alufix
6820021 DK 시스템용 베이스 플레이트
6820024 정밀 바이스 25 mm
6820025 V자 블록 90°
6820026 부착물을 포함한 스프링 고정 장치
6820027 45° 각도 요소를 포함한 퀵 클램프
6820011 50 mm용 어댑터 플레이트
9000250 최대 45 mm 범위의 중심 클램프
9000249 어댑터 플레이트를 포함한 범용 체결
9000248 최대 40 mm 범위의 평행 바이스
9026049 테이블 플레이트 740 x 430 세트

MarSurf CD 140 AG 11

액세서리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mahr.com)를 방문해 주십시오.

V자 블록 세트 AF 25 델타 블록 세트 AF 25 나사 잭 세트

정밀 클램프 UZS 15 형상 시편 KN 100 2개의 구를 가진 교정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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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스템 MFU 200: 측정기 –  
2개의 초정밀 솔루션2개의 초정밀 솔루션

검증된 Mahr MFU 측정 시스템은 다양한 응용 분야를 위해 두 가지 종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전 
대칭 측정물의 진원도와 위치 테스트를 위한 솔루션이고, 다른 하나는 광학 산업에서 구성품의 측정을 위한 
MFU 200-3D입니다. 

MFU는 수년 동안 정확도와 안정성을 대표해 왔습니다. 범용 기능과 초정밀도 덕분에 매우 정확한 기준 측정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측정 정밀도는 생산을 위한 공차 한계를 높이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궁극적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합니다.

  MFU 200의 장점

• 0.5 µm의 측정물 공차에 대한 나노미터 수준의 기기 정확도로 높은 정밀도 구현
• 단순한 조작으로 측정 결과에 대한 빠르고 간단한 액세스를 제공 – 몇 초만에 새로운 측정물에서 측정 결과 확보
• 진원도, 기어, 윤곽, 샤프트, 거칠기에 대해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MarWin – 한 번 학습하기만 하면 
반복해서 적용 가능.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미래의 필요를 충족: 리드, 거칠기, 윤곽선, 채터 마크, Capto, 정류자 
 

  MFU 200-3D의 추가적인 장점

• 광학 IPS 센서 및 MarOpto 클램프 세트를 탑재하고 있어 광학 산업에서 구형, 비구면, 자유형상 측정물에 사용 가능
• 구형 및 비구면 측정과 평가를 위해 명확하고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플랫폼 AsphericLib
• 명확히 설계된 Aspheric Lib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해 유연하게 자유형상 측정, Anyshape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평가 실시
• 최적의 성능: 형상 편차 <100 nm (PV), 2D 및 3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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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정밀도

MFU 200 개념 덕분에 나노미터 
범위의 정밀도가 구현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반복도

공간 내에서 0.001 mm의 절대 
위치 이동 정밀도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최고의 재현성과 
프로세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성능 점검

모터 구동식 T7W 측정 
프로브 및 별모양으로 배열된 
프로브 암과 IPS 센서와의 
접촉식 및 광학식 결합 덕분에 
유연한 스캔과 간편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측정 시간 단축

고속 C축은 측정 속도를 크게 
높여주어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사용자 개입이 없는 측정

모터 구동식 센터링 및 틸팅을 
갖춘 완전 자동식 측정 프로세스 
덕분에 사용자의 개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프로세스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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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Form MFU 200

설명

• 새로운 치수의 기준 진원도 측정 
스테이션

• 고정밀 측정 축에서 경쟁력 있는 
측정으로 이동하는 여정이 짧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MFU 200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여정입니다. 
MFU 200만이 기하학 편차의 실
시간 공간 보정의 통합 기준 요
소를 갖추고 고정밀로 모든 프로
파일을 3D 좌표로 기록하고 있
습니다.

• MarForm 측정기는 수십 년간 정
확성과 안전성으로 이름을 떨쳤
습니다. 신형 MFU 200은 1리터 
측정 볼륨에 든 제품 부품의 형
태와 위치 특성을 생산 현장  가
까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테스
트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오랜 경
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
습니다.

• MFU 200은 정밀 기준 진원도 
측정 센터로, 탁월하게 낮아진 
측정 불확도가 생산 공정의 공
차 여유를 높여 생산비를 줄여
줍니다. 
 
진원도 측정 센터는 다음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 원형 진원도 측정 축 (C)
• 모터 구동 센터링과 틸팅 테이블

(X, Y, A, B)
• 진원도 측정 축 원주방향(C- 고

속, 최대 200 rpm)
• 수직 진직도 측정 축 (Z)
• 수평 진직도 측정 축 (X)
• 접선 다기능 축 (Y)
• 모터 구동 길이 측정 프로브 

T7W
• 진원도 및 위치 특성을 위한 

MarWin 평가 소프트웨어
• 제어와 평가 기능을 일관되게 분

리하여 MFU 200은 미래에도 신
뢰할 수 있는 확장형 제품입니
다. 특수 평가 및 새로운 표준
이 발효되는 즉시 최신 언어 버
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FU 200은 광학 센서 기술인 
MarForm IPS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이미 준비되었으며, 높은 정
확도로 마이크로 표면 구조를 측
정할 수 있습니다.

• 즉: MFU 200은 검사실과 생산 
현장에서  새로운 차원의 진원도 
측정기를 제공합니다.

주문 번호. 5440580
타입 MFU 200
모니터 19" TFT 모니터(터치스크린 모니터)
제어판 MCP 12
모터 구동식 측정 프로브 T7W
프로브 암 60 mm ø 1.0, Rubin, M2, 60도, 광학 센서 IPS15 연결 가능
피치 오차 C-/Z-/X-축의 피치 오차 교정

응용 분야

• 제품 부품의 진원도 및 위치 특성 확인
• 진원도, 동심도 / 동축도, 원통도, 축방향 흔들림, 원주방향 흔들림, 전체 

흔들림, 진직도,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평탄도, 원뿔도, 직경, 테이퍼, 
푸리에 분석(파상도 분석), 선 프로파일, 영역 프로파일, 캠 형상

• 기하학 편차의 실시간 공간 보정과 더불어 모든 프로파일을 고정밀 3D 
좌표로 기록

• 표면 스캐닝, 거칠기 평가
• 진원도와 형상의 스캐닝 및 평가

기술 데이터

기준 진원도 측정기기준 진원도 측정기 |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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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진원도 측정 스테이션

MarForm MFU 200

액세서리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mahr.com)를 방문해 주십시오.

기준 진원도 측정기기준 진원도 측정기 | 측정 시스템

주문 번호 설명
  하드웨어(필수 항목):
9028023 Mahr 교정 인증서를 포함한 교정구 Ø 15 mm
9064901 MarWin PC, WINDOWS 10, 다국어 버전 설치
3026857 무선 키보드 K400 plus Logitec, 독일어
3026858 무선 키보드 K400 plus Logitec, 영어
6710620 3-jaw 척, 플랜지 포함, Ø 100 mm(새 버전!). 기본 홀더와 사용 불가
3017216 퀵 클램프/리트리버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본 홀더
9004831 3개 jaw가 있는 림 척, Ø 50, MFU 퀵 클램프용 컬럼과 플랜지 포함

소프트웨어(옵션/필수):
5480312 ProfessionalForm 소프트웨어
5480311 AdvancedForm 소프트웨어

MFU 200 plus용 광학 센서:
5400275 IPS15를 사용한 간섭 측정 컨트롤러, IPS 박스를 고정하기 위한 랙 포함

콜릿 척이 포함된 림 척

교정구컬럼을 포함한 3-jaw 척

림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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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비구면 및 자유형상을 위한 고정밀 3D 측정 스테이션

MarOpto MFU 200-3D

기술 데이터

설명

• MFU 200-3D는 구형, 비구면, 자
유형상 및 특수 렌즈의 자동 측
정을 위한 매우 정확한 범용 측
정기입니다. Mahr는 생산 현장
에서 광학 부품을 2D / 3D로 빠
르게 측정하기 위해 이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정밀도
• 100 nm PV 미만의 측정 불확도

를 갖춘 이 측정기는 프로세스 
최적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
해 설계되었습니다.

유연성
• MFU 200-3D는 표면의 광학 및 

접촉 측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
다. 광학 측정에는 간섭 점 센서
가 사용됩니다. 접촉 측정의 경
우, 다양한 프로브 암이 제공됩
니다. 
 최대 45°의 첨도, 비축 및 최
대 28°의 자유형상을 포함한 회
전 대칭 객체를 측정할 수 있습
니다.

주문 번호. 5440581
타입 MFU 200-3D
모니터 19" TFT 모니터(터치스크린 모니터)
제어판 MCP 12
모터 구동식 측정 프로브 T7W
광학 측정 프로브 IPS
프로브 암 60 mm ø 1.0, Rubin, M2, 60도, 광학 센서 IPS15 연결 가능
피치 오차 C-/Z-/X-축의 피치 오차 교정
교정 세트 및 
기본 클램프 세트

포함 항목 
90° 각형, 루비 볼 ø 3mm, 광학 센서를 위한 연결부 포함

MFU 200-3D Aspheric 소프트웨
어 패키지 

포함 항목

MFU 200-3D Anyshape 소프트
웨어 옵션

옵션

주문 번호. 제품 이름

5440468 퀵 클램프 시스템을 위한 유압 확장 척 ø 25 mm
5440471 퀵 클램프 시스템을 위한 3- jaw 척 
5440472 퀵 클램프 시스템을 위한 바이스 
5440473 퀵 클램프 시스템을 위한 인덱스 플레이트 
5440474 장착 플레이트 
3028108 유압 확장 척용 어댑터 25 mm – 12 mm 
9058047 200 mm 렌즈용 클램프

액세서리

클램프 세트

다양한 용도에 맞는 범용 설계 
– 광범위한 구성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필요한 기능을 
갖출 수 있습니다. 

5440472

5440474

5440470

5440471

5440473

5440468 

기준 진원도 측정기기준 진원도 측정기 |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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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 자동 틸팅 및 센터링 조정 - 사용자별 위치 이동, 측정물 중심 맞춤 및 정
렬 

• 자동 표면추적 – 알 수 없는 기하학의 자동 측정; 센서(광학 및 접촉식)가 
기기 컨트롤러를 통해 측정물 표면을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 프로브 조합 - 광학 센서와 접촉 프로브를 한 프로브 시스템에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360°). 

• 생산 공정(연삭/연마)에 폐쇄 루프 통합, 트랜스 미세 광학 제품에 완벽하
게 적용 (기울기/센터링 오차 지정)

측정 작업 및 소프트웨어
한 대의 기계로 다양한 측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진원도 
• 형상 
• 거칠기
• 렌즈의 축 옵셋 
• 원주방향 흔들림 오차 
• 광학장치의 기울기 및 센터링 오차

구형, 비구면 및 자유형상을 위한 고정밀 3D 측정 스테이션

MarOpto MFU 200-3D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에 맞는 특수 소프트웨어 패키지

• 구형 및 비구면 측정과 평가를 위한 AsphericLib 소프트웨어
• 미래를 대비한 SW 도구 분석 – 자유형상 측정 및 평가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mahr.com)를 방문해 주십시오.

기준 진원도 측정기기준 진원도 측정기 |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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