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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를 수기로 체크 시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금을 읽는다 검사 성적서 작성을 위해

키보드 입력

체크 시트에 수기로 기록

판독 미스가 

발생한다.

기록 미스가 

발생한다.

타이핑 미스가

발생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25mm 마이크로미터

IT-016U

측정기를 디지털화하고 USB 인풋 툴을 사용하면

기록 작업이 효율적이고 데이터의 신뢰성도 향상됩니다.

MDE-25MJ

연결 케이블：
05CZA662

키보드에 숫자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는 것과 결과가 동일합니다.

스위치 하나로 PC에 입력

디지매틱 출력 단자가 있는 측정기

연결 케이블（옵션）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및 9-10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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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인풋 툴은 측정 데이터를
스위치 하나로 PC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기 설정이 필요없어 가격대가 합리적입니다！

USB 인풋 툴은 초기 설정이 필요 없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검사의 효율화・신뢰성 향상의 첫 스텝 「수기 기록으로부터의 탈피」 

「품질 기록의 전자화」에 적합한 툴입니다. 디지매틱 출력 단자 측정기를 갖고 있다면 USB 인풋 툴(기종에 따라 연결 케이블 
필요)을 구입하여 사용 중인 PC에 측정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USB 타입 인풋 툴은 2가지 시리즈가 있고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4페이지
상세 내용은 3-4페이지

상세 내용은

옵션 소프트웨어 USB-ITPAK V2.0 6-8페이지

IT-016U 3-4페이지

USB-ITN 3-4페이지

IT-007R  5페이지

인풋 툴 시리즈

연결 구성 / 사양

측정기 대응 일람표 9-10페이지

사용 중인 출력 단자 측정기에 이용 가능

커버를 열면 
출력 커넥터가
있습니다. 

디지매틱 
인디게이터

방수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

디지매틱 
하이트 게이지

경도계
(뒷면）

현장용 표면 조도 
측정기

출력 단자 측정기를 갖고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 단자의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측정기의 종류에 따라 커넥터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9-10 페이지의 「측정기 대응 
일람표」 에서 대응 기종을 확인해 주십시오.

별도 연결 케이블 필요

신 타입

구형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

PC의 USB 단자에 연결하면 자동 인식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이 고객 여러분이 사용하는 

엑셀, 워드, 메모장 등 키보드에서 수치 입력이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 어떠한 초기 설정도 없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식은 USB 숫자 
키패드와 동일합니다.

=
USB 인풋 툴을 연결하면 HID 키보드 장치 (Windows 표준 드라이버) 로 자동 
인식됩니다. ※ HID（Human Interface Device）

Windows 장치 관리자 화면

작업 표시줄 표시

USB 인풋 툴 IT-016U USB 인풋 툴 다이렉트 USB-ITN



3

USB 인풋 툴 연결 구성／사양
PC에 연결만 하면 엑셀, 메모장 등에 측정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2종류의 USB 인풋 툴 중에서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❷ USB 인풋 툴 다이렉트（7종） 

데이터 스위치, 풋 스위치 단자를 갖춘 박스 타입

슬림한 케이블 일체형

인터페이스 박스의 데이터 입력 스위치는 구형 타입과 

비교했을 때 크고 누르기 쉬워져 (ø4mm → ø18mm)

작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스위치의 내구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00만회→ 1000만회）

풋 스위치(옵션)를 연결하여, 입력이 간단해집니다.

(풋 스위치 단자 표준 장비）

인터페이스 박스를 없앤 슬림한 케이블 일체형입니다.

PC간의 연결과 케이블 구성이 단순하여 작업성이 
향상됩니다.

〈측정기와의 조합에 대해〉

USB-ITN-D・E・F・G 타입 사용 시 인풋 툴 커넥터부에 데이터 스위치가 없고 
조합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측정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데이터 
스위치 박스 타입 IT-016U를 사용해 주십시오.

※10페이지의 측정기 대응 일람표에서 （주1）을 참조해 주십시오.

USB-ITN

IT-016U❶ USB 인풋 툴 

검사 기록 업무의 효율화를 실현합니다.

엑셀에 수치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옵션 소프트웨어 USB-ITPAK V2.0을 사용하여 임의의 엑셀 시트에 입력 순서를 작성할 수 
있어 반복 검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USB-ITPAK V2.0 조합 용도・・・예) 양산품의 임의 추출 및 전수 검사 등 매일 동일한 순서로 반복되는 검사 업무의 효율화

IT-016U와 USB-ITN   전용 옵션 조합 상세 내용은 ６~８페이지 참조

풋 스위치

IT-012U구

IT-016U신

ø18mmø4mm

（주） IT-012U에서 전환 시 연결 불가 기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의 측정기 대응 알람표에서 （주2）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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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016U/USB-ITN 연결 구성/주요 사양

연결 케이블（옵션）

■ IT-016U 외관 치수

커넥터 형상

Ⓐ

Ⓑ

Ⓒ

Ⓓ

Ⓔ

Ⓕ

Ⓖ

디지매틱
커넥터를
측정기에 연결

Ⓒ

Ⓑ

Ⓕ

디지매틱 출력 측정기

USB 인풋 툴
IT-016U

USB 인풋 툴
다이렉트 USB-ITN

（옵션）풋 스위치

（옵션）연결 케이블

PC

디지매틱 캘리퍼스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

외 기타 출력 기종 다수 
9～10페이지 참조

상세 내용은 
9～10페이지 참조

커넥터 형상 
A〜G7종
   ＋
L형 4종

USB 키보드 신호 변환 타입

　모델번호 IT-016U
　주문번호 264-016K

①

케이블 길이

1m 또는 2m

①

작동 환경

● 대응 모델：

　 USB 커넥터（A타입）

　 가 있는 PC
● 대응 OS：
　 Windows2000 SP4
　 WindowsXP SP2 이상

　 WindowsVista
　 Windows7
　 Windows 8/8.1
● 소프트웨어（단일 HID 연결시) :

　키보드 입력 가능한 프로그램

    (엑셀, 워드, 메모장 등）

USB 커넥터
（A 타입）

연결단자

PC의
USB 단자에
연결

（옵션）USB-ITPAK V2.0

풋 스위치 (옵션）주물 타입

No.12AAJ088
USB-FSW, IT-007R도 
이용 가능

DP-1VR은 연결 불가.

케이블 길이 2m

풋 스위치 (옵션) 수지 타입

No.937179T

②

3ch   변환기 게이지 셀렉터 3 (옵션）

No.939039 

최대 3대의 
측정기를 연결하여 
연결 케이블을 
바꾸지 않고 
슬라이드 스위치로 
전환 가능.
인풋 툴간 연결 
케이블 1m 표준 
악세서리
(No.936937)

옵션

측정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USB-ITPAK V2.0
No.06AEN846

USB 인풋 툴 다이렉트 USB-ITN

■IT-016U 와 USB-ITN 주요 사양

・출력 사양：USB2.0 또는 USB1.0
・대응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２종 전환 가능

 ①단일 연결 시：

　  HID 키보드 장치

 ②USB-ITPAK V2.0 사용 시：

　  가상 COM포트 (VCP）

・통신 속도：12Mbps (Full Speed）

・전원：USB 버스파워

・USB2.0 인증 취득

・EU EMC 지령 적합

USB 커넥터를
PC에 연결

타입 모델번호 주문번호 데이터 스위치

Ⓐ USB-ITN-A 06AEJ480A 있음

Ⓑ USB-ITN-B 06AEJ480B 있음

Ⓒ USB-ITN-C 06AEJ480C 있음

Ⓓ USB-ITN-D 06AEJ480D 없음

Ⓔ USB-ITN-E 06AEJ480E 없음

Ⓕ USB-ITN-F 06AEJ480F 없음

Ⓖ USB-ITN-G 06AEJ480G 없음

커넥터 형상

Ⓐ

Ⓑ

Ⓒ

Ⓓ

Ⓔ

Ⓕ

Ⓖ

디지매틱
커넥터를
측정기에 연결 케이블 길이 : 2m ・무게：59g

옵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６～８페이지  참조

38

21
64

DIGIMATIC

ø18

풋 스위치용 단자

ø3.5  2극 잭 US타입
（입력）

디지매틱 
커넥터

박스 타입 플러그
 10P
（입력）

데이터 스위치

USB 커넥터

마이크로B
리셉터클

（출력）

마이크로 B 플러그
（인풋 툴 본체에 연결）

USB 케이블
A-마이크로 B타입

표준 A플러그
（PC에 연결）

케이블 길이＝1m
·무게：56g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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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풋 툴 시리즈 RS-232C 통신 변환 타입

소프트웨어에 의한 통신 제어에 적합한 RS-232C 통신 타입 인풋 툴!!

RS-232C 통신으로 PC의 데이터 요구 커맨드에 의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생산 기술 등 엔지니어가 스스로 통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PC에서 측정 데이터의 입력 지시가 
가능합니다. 가공기 및 전용 장치와 조합하여 측정 데이터를 피드백하는데 편리하며 콤팩트하고 
저렴한 RS-232C 통신 인터페이스입니다. (PC 이외의 연결 시 별도 전원 공급이 필요)

■ IT-007R 연결 구성 / 주요 사양

작동 환경
● 대응 모델：
　 시리얼 포트(D-sub9 핀)가 있는 PC, 
     시퀀서 등 
주의)
・ 시퀀서에 연결할 경우 전원 공급 필요
・ 통신 간격은 전원 공급(축전)의 
  제약으로１초 이상 띄울 필요 없음
●소프트웨어：
　RS-232C통신 대응 프로그램 필요  
    (하이퍼 터미널 등）

주의) USB-ITPAK V2.0과 연결 불가

D-sub9 핀

시리얼 포트

연결 케이블（옵션）

PC의 데이터 요구 커맨드에 의한 
출력이 가능

■ IT-007R 외관 치수

커넥터 형상

Ⓐ

Ⓑ

Ⓒ

Ⓓ

Ⓔ

Ⓕ

Ⓖ

디지매틱
커넥터를
측정기에 연결

PC의
시리얼 포트에
연결

Ⓒ

Ⓑ

Ⓕ

디지매틱 출력 측정기
인풋 툴
IT-007R

（옵션）풋 스위치

（옵션）연결 케이블

PC

（옵션）변환기
게이지 셀렉터3

디지매틱 캘리퍼스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

외 기타 출력 기종 다수 
9～10페이지 참조

【데이터 입력 지시 방법】

・인풋 툴의 데이터 스위치
・연결 케이블의 데이터 스위치
・측정기의 데이터 스위치
・PC의 커맨드 송신
상기 중 조작에 따름 

풋 스위치(옵션）수지 타입

3ch 변환기 게이지 셀렉터３（옵션）

No.937179T 

No.939039  

상세 내용은 9～10페이지 참조

커넥터 형상
A〜G7종
   ＋
L형 4종

RS-232C 통신 변환 타입
　모델번호 IT-007R
　주문번호 264-007K

②

①

②

■IT-007R의 RS-232C 통신 사양

● 출력 사양：RS-232C 준거
・통신 방식：전이중방식

・통신 속도：2400bps 고정

・비트 구성： 스타트 비트１

   데이터 길이８

   (최상위 비트 0 고정）

   패리티 없음

   스톱 비트 1
・플로우 제어： 없음

・홈 포지션：DCE（모뎀 정의）

● 데이터 포맷

● 커넥터 사양 및 PC 전원 공급

본 기기는 PC 로부터 전원 
공급을 축전하며 작동하기 
때문에 입력 간격을 
1 초 이상 띄울 필요가 
있습니다 .
● 데이터 요구 신호
PC에서 “임의의 1문자”를 
송신하여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D-SUB 9핀 (암)

무게：91g（케이블 포함）

케이블 길이 : 0.9m

GAGE

DATA

디지매틱 입력 단자（평형10핀）

풋 스위치용 단자

44

72
23

.5

핀 No. 기호 입출력 기능 설명

1 (N.C.) − 미연결

2 RXD OUT 본 기기에서 PC로 데이터 출력

3 TXD IN PC에서 본 기기로 데이터 입력

4 DTR IN PC에서+12V 공급※

5 GND − 그라운드

6 DSR OUT 미사용

7 RTS IN PC에서+12V공급※

8 CTS OUT 미사용

9 (N.C.) − 미연결

※4번과 6번, 7번과 8번은 본 기기 내부에서 단락 
되어 있습니다.
※시퀀서 등에 연결할 경우 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입력 전압: 6V~16V 범위 내에서 공급
   ・전원 단자: 4번・7번 핀에 공급
전원 공급이 어려운 경우 MUX-10F(AC 어댑터에 
의한 전원 공급, 측정기 4대 연결 가능)를 사용해 
주십시오.

①데이터 출력 시

②에러 코드 출력 시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D13
“0 1 A”（고정）

부호“＋”또는“−”

출력 순서→

CR데이터부（부동 소수점）

D1 D2 D3 D4
“9 1”（고정）

에러 코드 No.
“1”：데이터 입력하지 않는 경우
“2”：입력된 데이터가 기정 포맷 이외인 경우

데이터 포맷 예
　표시　　　출력 데이터
　0.123  →01A＋0000.123CR
−0.1234→01A−000.1234CRCR

①

GA
GE DA
TA

⑤④③②①
⑨⑧⑦⑥

케이블 길이

1m 또는 2m

IT-007R

인풋 툴 연결 구성 /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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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IT-016U, USB-ITN, U-WAVE 공통 옵션입니다. IT-007R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측정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주문번호 06AEN846 

USB 풋 스위치 어댑터                                                              주문번호 06AEJ484

USB-ITN에서 풋 스위치(No.937179T)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PC 연결용 USB 어댑터입니다. USB-ITPAK V2.0과 함께 사용해야 하므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엑셀 입력 순서 작성 설정 항목：
　 입력 지정（워크북, 워크 시트, 셀 범위),커서 이동 방향（오른쪽, 아래쪽） 등
● 측정 방법 선택 ：3가지 측정 모드 선택
　 ・ 순차 측정　　・ 일괄 측정　　・ 개별 측정
● 데이터 입력 시 제어 항목과 지시 방법
　 제어 항목 「데이터 출력 요청」 「데이터 취소」 「데이터 스킬」  「임의 문자 입력(사전 등록, 풋 스위치만 가능)」
     지시 방법：마우스 조작, 기능 키, 풋 스위치 등 （개별 측정 모드 시에는 풋 스위치만 대응）
● 연결 가능 측정기의 수
     연결 가능 측정기：①IT-016U, ②USB-ITN, ③USB-FSW, ④U-WAVE-R (U-WAVE-R 1대에 측정기 100대 등록 가능）
     연결 가능 수(①②③④합계)：Windows2000/XP ［최대 100대］  
                                       WindowsVista/7/8/8.1  ［20대 이내］ 
     등록 가능 수(①②③④합계)：400대 이내
     연결 측정기의 제어・식별 방법：VCP(가상 COM포트)・・・①②는 HID에서 VCP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전환하여 사용
● 데이터 입력 시간：IT-016U, USB-ITN사용 시　1대당 0.2초～0.3초

                    U-WAVE 이벤트 구동 사용 시 데이터 갱신은 0.5초 간격
● 타이머 입력 기능(일괄 측정에서만 가능)・・・입력 간격 설정(시간) 최소 0.1초(주)에서 최대 24시간　    
                                                               ( 주：설정한 시간과 실제 걸리는 통신 시간과 비교하여 긴 쪽이 우선시 됨）
● 측정 일시 표시 기능(개별 측정에서만 가능)・・・날짜 / 시간 표시 형식은 엑셀 서식 설정에 따라 결정

■ USB-ITPAK V2.0 주요 사양

■ USB-ITPAK V2.0 사용 환경

■ USB-FSW 외관 치수도
■ 풋 스위치（옵션）

■ USB-FSW 주요 사양

USB-ITPAK V2.0 USB 동글

외관 치수도

USB 동글을 연결한 
PC에서만 사용 가능

＜참고＞ USB-ITPAK V2.0 취급설명서는 미쓰도요(일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mitutoyo.co.jp

・USB-ITPAK V2.0 설정에서 풋 스위치 용도의 사용 구분이 가능

  ① 데이터 제어: 데이터 요청, 데이터 취소, 데이터 스킵

  ② 임의 문자열 입력: 예) 합격, 불합격, OK, NG 등   
●특허등록 완료（일본）

■ 대응 언어

・ 작동 언어（15개국）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번체/
간체) / 독일어 / 프랑스어 /스페인어 / 
이탈리아어 / 체코어 / 스웨덴어 / 터키어 / 
폴란드어 / 헝가리어 / 러시아어

・ 취급설명서（PDF 파일）

  영어 / 일본어 / 독일어

대응 OS※ Windows2000 SP4/XP SP2 이상 /Vista/7/8/8.1
대응 엑셀 Excel 2000/2002/2003/2007/2010/2013
하드 디스크 20MB 이상 여유 공간（설치에 필요）

CD-ROM 드라이브 설치에 필요

USB 포트 2포트 이상（USB 동글용,USB-ITN용）

해상도 800×600 픽셀 이상, 표시 색 256 이상

※●32bit/64bitOS 대응　

    ●OS 언어는 USB-ITPAK V2.0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풋 스위치에서 접점 신호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MONO(ø3.5)2-CON.MINIATURE PLUG US Type

전체 길이 160mm

USB-FSW

단위：mm주문번호   937179T

USB-ITPAK V2.0을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검사 업무가 가능합니다.
매일 동일한 순서로 반복되는 양산품의 검사 데이터 기록에 유용합니다!!

USB-ITPAK V2.0은 디지매틱 출력 측정기(IT-016U, USB-ITN, U-WAVE 경유)의 데이터가 Excel에 입력되는 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옵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입력할 엑셀 시트 자동으로 불러오기

・데이터 입력 후의 커서 이동을 자동화하여 개행 등과 같은 셀 이동 조작이 불필요

・측정기마다 입력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서 입력 오류가 없음

・데이터 취소가 간단 （풋 스위치,   기능 키 등）

・다점 동시 측정 시 데이터 입력과 취소를 한번에 지시

「U-WAVE」는 측정 데이터 무선 통신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U-WAVE」카탈로그 (Catalog No.12000) 를 참고해 주십시오.

USB-ITPAK V2.0

USB-F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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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측정 1대 이상의 측정기(IT-016U, USB-ITN, U-WAVE 경유)를 사용하여 사전에 등록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하나씩 입력하는 측정 방법

＜측정 예＞

아래 측정물의 외경 X・Y와 길이 
H를 순서대로 5개씩 측정하고
마지막에  육안으로  외관 (긁힘 , 
변색 등)을 검사하여 합불 판정

H

Y

X

옵션
※IT-016U, USB-ITN, U-WAVE 공톱 옵션입니다. IT-007R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USB-ITPAK V2.0 취급설명서는 미쓰도요(일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mitutoyo.co.jp 

A B C D E F

1 측정항목 1 2 3 4 5

2 치수 X 10.025 10.033 9.964 10.031 10.046

3 치수 Y 9.982 10.017 10.008 9.996 10.027

4 치수 H 29.97 30.02 30.07 29.96 30.04

5 외관 OK OK NG

미리 지정한 임의 엑셀 시트

마이크로미터 입력 범위
(B2-F3)

캘리퍼스의 입력 범위
(B4-F4)

육안 판정 입력 범위
(B5-F5)

다음으로 데이터가 입력될 셀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데이터 입력 후 셀 이동 방향
(아래쪽, 오른쪽)

개행(행, 열)

측정 순서가 실행되면 아래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마우스 조작으로 「데이터 요청※」, 「데이터 취소※」, 

「데이터 스킵※」, 「중단」, 「종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의 조작은 기능 키 및 풋 스위치(USB-FSW 경유)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의 측정 예 소개 … USB-ITPAK V2.0에서 설정할 수 있는 3가지 측정 방법을 구체적인 예로 소개합니다.

 ③긁힘, 변색 등의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OK」「NG」입력

 ②캘리퍼스로 길이 
H를 5개 측정 USB-ITN-C

문자열
입력「OK」

문자열
입력「NG」

데이터 
요청※

데이터 
취소

USB-FSW ｘ 4개
　　　＋
풋 스위치ｘ4개

시판용 USB 허브
데이터 스위치를 
길게 눌러 데이터 
취소

 ①마이크로미터 
외경 X・Y를 5개 
측정

U-WAVE-T

U-WAVE-R

USB-ITPAK V2.0

※U-WAVE 데이터 요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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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작업자가 무작위 측정을 한 후 각 측정기(IT-016U, USB-ITN, U-WAVE 경유)에서 
개별로 설정한 입력 순서(입력 위치, 이동 방향 등)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하는 측정 방법  

●특허등록 완료（일본）

<USB-ITPAK V2.0 사용 시 주의 사항>
・측정 데이터가 입력될 지정 범위의 셀은 병합하지 말아주십시오.
・측정하는 동안 사용 중인 엑셀 시트는 측정 순서에 등록된 데이터 입력 작업 이외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측정을 「중단」 또는 「종료」해야 합니다.

B

A
C

A B C D E F G

1 측정항목 1 2 3 4 5 6

2 치수 A 10.02 10.03 9.96 10.15 10.23 10.04

3 치수 B 9.98 10.01 10.07 9.99 9.78

4 치수 C 10.15 10.14 9.96 10.27

다음에 측정･
입력할 셀

다음에 측정･
입력할 셀작업자 1 작업자 2

일괄 측정

개별 측정

여러 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측정하는 시스템이므로 1개밖에 없는 
윈도우의 조작 버튼이나 기능 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효력이  있는  것은  여러  대  사용할  수  있는  풋  스위치 (USB-FSW 
경유)뿐입니다.

1차 측정（완료）

2차 측정（완료）

3차 측정（완료）

4차 측정

(다음 입력 대기）

A B C D E

1 높이 A 높이 B 높이 C 높이 D

2 1 5.02 8.03 9.96 6.03

3 2 4.98 8.02 10.01 5.99

4 3 4.97 8.04 10.07 5.96

5 4

6 5

＜측정예＞

아래 측정물의 
높이 A~D 4곳을 
일괄(동시) 측정

여러 대의 측정기(IT-016U, USB-ITN, U-WAVE 경유)에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입력하는 측정 방법

＜측정 예＞

작업자 2명이 6개의 측정물을 3개씩 
분담하여 측정(동시 작업)

시판용 USB허브

USB-ITN-F ｘ 2개
USB-FSWｘ2개
　　　＋
풋 스위치ｘ2개

데이터
요청

데이터
취소

높이 A B C D

U-WAVE-R

U-WAVE-Tｘ 2개

USB-FSW ｘ2개＋풋 스위치ｘ2개

데이터
요청

데이터
취소

측정물No.1～3 측정물No.4～6

작업자1

USB-ITN-C U-WAVE-T

작업자2

데이터 스위치를 
길게 눌러 데이터 
취소

U-WAVE-R

시판용 USB 허브

주의) 일괄 측정에서 U-WAVE를 실행할 경우 별도 「특주 U-WAVEPAK 이벤트 구동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WAVE 카탈로그(Catalog No.12000)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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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 대응 일람표

USB-ITN 및 연결 케이블과 측정기와의 대응 일람표

USB 인풋 툴 다이렉트
USB-ITN 기종 일람

사용 중인 측정기
커넥터 형상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커넥터 타입 ◯A
출력 버튼이 있는 
방수 타입 ◯B

출력 버튼이 있는 
방수 타입 ◯C

출력 버튼이 있는 
스트레이트 타입 ◯CR

출력 버튼이 있는 
L 타입（오른쪽 
방향 케이블）

모델번호

주문번호

USB-ITN-A

06AEJ480A

USB-ITN-B

06AEJ480B

USB-ITN-C

06AEJ480C

적용 모델 없음

USB-ITN-C 사용 가능 
아래 그림 참조

IT-016U/IT-007R용
연결 케이블 일람

사용 중인 측정기 커넥터 형상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

커넥터 타입 ◯A
출력 버튼이 있는 
방수 타입 ◯B

출력 버튼이 있는 
방수 타입 ◯C

출력 버튼이 있는 
스트레이트 타입 ◯CR

출력 버튼이 있는 
L 타입（오른쪽 
방향 케이블）

주문번호

1m 05CZA624 05CZA662 959149 04AZB512

2m 05CZA625 05CZA663 959150 04AZB513

케이블 커넥터 형상

커넥터 타입 ◯A
출력 버튼이 있는 
방수 타입 ◯B

출력 버튼이 있는 
방수 타입 ◯C

출력 버튼이 있는 
스트레이트 타입 ◯CR

출력 버튼이 있는 
L 타입(오른쪽 방
향 케이블）

측정기쪽
케이블 

커넥터 형상

데이터 스위치 유무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측정기 커넥터 형상
측정기 본체쪽 
커넥터 형상 예

고정도 디지매틱 측정기 중 일부는 측정 

결과가 6 자리를 초과하여 디지매틱 출력 

사양은 유효 자리수가 6 자리이기 때문에 

출력 데이터가 6 자리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입 검토 시 충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 

＜측정결과 표시가 6자리를

초과할 수 있는 주요 측정기＞

・레이저 스캔 마이크로미터

・라이트매틱

・리니어 게이지 카운터(EH)

・MDH-25M

주요 적용 모델

[디지매틱 캘리퍼스］

500-776/500-777500-712-
20/500-713-20 등
550-301-10/550-331-10 등
551-301-10/551-331-10 등
552-302-10/552-303-10 등
552-150-10/552-151-10 등
552-155-10/552-156-10 등
552-181-10/552-182-10 등

[디지매틱 특수 캘리퍼스］

573-601/573-602 등

[디지매틱 뎁스 게이지］

571-251-10/571-252-10 등

[디지매틱 스케일 유닛］

572-600/572-601 등

[디지매틱 마이크로 미터］

293-100293-140-30/293-
141-30 등
293-230-30/293-234-30 등
340-251-30/340-252-30 등

[디지매틱 특수 
마이크로미터]
422-230-30/422-231-30 등
406-250-30/406-251-30 등
343-250-30/343-251-30 등
369-250-30/369-251-30 등
345-250-30/345-251-30 등
314-251-30/314-252-30 등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 헤드]
350-251-30/350-281-30 등

[디지매틱 홀 테스트]
468-161/468-162 등

[디지매틱 뎁스 게이지]
329-250-30/329-251-30 등

[디지매틱 캘리퍼스]
500-150-30/500-151-30 등
500-500-10/500-501-10 등
500-443/500-444 등

[디지매틱 특수 캘리퍼스]
573-118-10/573-119-10 등
573-116-10/573-117-10 등
573-191-30
573-181-30/573-182-30 등

[디지매틱 뎁스 게이지]
571-201-30/571-202-30 등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 헤드]
164-163

[디지매틱 스케일 유닛]
572-203-10
572-300-10/572-301-10 등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
293-582/293-583 등
340-520/340-521 등
389-514

C 타입 스트레이트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심블 작동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Ｌ타입

스트레이트

커넥터 형상 Ⓐ～Ⓖ 11기종
반대쪽은 모든 기종 공통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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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평면 10핀 타입 ◯E 라운드 6핀 타입 ◯F
평면 스트레이트 
타입 ◯FB

평면 L
(타입 후방 케이블） ◯FR

평면 L타입

(오른쪽 방향 케이블） ◯FL
평면L 타입

(왼쪽 방향 케이블） ◯G
평면 스트레이트 
방수 타입

USB-ITN-D

06AEJ480D

USB-ITN-E

06AEJ480E

USB-ITN-F

06AEJ480F

적용 모델 없음

USB-ITN-F 사용 가능

USB-ITN-G

06AEJ480G

◯D 평면 10핀 타입 ◯E 라운드 6핀 타입 ◯F
평면 스트레이트 
타입 ◯FB

평면 L
(타입 후방 케이블） ◯FR

평면 L타입

(오른쪽 방향 케이블） ◯FL
평면L 타입

(왼쪽 방향 케이블） ◯G
평면 스트레이트 
방수 타입

936937 937387 905338 905689 905691 905693 21EAA194

965014 965013 905409 905690 905692 905694 21EAA190

 (주1) USB-ITN에서 USB-ITPAK이 필요한 측정기……………......  ID-F      EB, EC-101D    ID-C112A, ID-U, ID-SS, ID-SX

        （주2) USB-ITN과 IT-016U를 사용할 수 없는 측정기………….....  EF/EH   VL-A/AS/AH     SJ-500/SV-2100

◯D 평면 10핀 타입 ◯E 라운드 6핀 타입 ◯F
평면 스트레이트 
타입 ◯FB

평면 L
(타입 후방 케이블） ◯FR

평면 L타입

(오른쪽 방향 케이블） ◯FL
평면L 타입

(왼쪽 방향 케이블） ◯G
평면 스트레이트 
방수 타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H
ID-F(주1)

[고정도 하이트 게이지]
QMH-S

[뮤 체커]
디지털 뮤 체커
(풋 스위치 사용)

[레이저 스캔 
마이크로미터]
LSM-9506

[디지털 하이트 마스터]
HMD-C

[리니어 게이지 카운터]
EF/EH(주2)
EB(주1), EC-101D(주2)

[라이트매틱]
VL-A/AS/AH(주2)

[형상 측정기]
SJ-210/310/410
SJ-500/SV-2100(주2)

[경도계]
HM-210/220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
293-666/293-667 등
293-582/293-583 등
227-201/227-221 등
369-411/369-412 등
121-146

[디지털 하이트 마스터]
515-374/515-76 등

[경도계]
HM-100
HM-211/221
HV-100
HR-300/400/500
HH-411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CX, ID-C112A( 주 1), ID-C112RB, ID-C112GB, ID-U( 주 1), ID-SS( 주 1), ID-SX( 주 1)

[디지매틱 하이트 게이지]
192-663-10/192-613-10/570-322/570-227/574-112-1(평면 L타입 오른쪽 방향 케이블) 등

[ABS 보어매틱］　            ［디지매틱 보어 게이지］   
 568-361/568-362 등               511-501/511-502 등                                       

[스케일 유닛]                                                     [경도계]
 572-460/572-560/572-480-10/572-580-10 등      HH-300     
     
[디지매틱 뎁스 게이지]  디지매틱 타입 （ID-CX）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N
ID-B



3차원 측정기

정밀 센서

화상 측정기

경도계

형상 측정기

스케일

광학 기기

측정공구・측정 기준기・측정 시스템

1608(1)A-(CHOI)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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