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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공구·측정기준기·계측시스템

U-WAVE에 Bluetooth® 버전 탄생

측정 데이터 무선 통신 시스템

Bluetooth® 버전 U-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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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AVE-TCBU-WAVE-TMB

디지매틱 캘리퍼스용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서
무선으로 측정 데이터를 일원화 관리

U-WAVE-TMB/TCB
측정기와 일체감이 뛰어나고 조작성이 향상된 소형・슬림형 U-WAVE-TM/TC의 기능 및 성능을 
계승한 Bluetooth® 버전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수신기 없이 1대의 PC에 최대 7대를 연결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단하게 측정 데이터의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현장 환경에 강한 방진・방수 사양의 IP67도 라인업되어 있습니다.

Bluetooth® 버전  U-WAVE

측정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송할 수 있는 
U-WAVEPAK-BM(영어 사양에 한함)을
각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용

간편간편
연결연결

수신기가 필요없는 측정 데이터 무선 통신 시스템
측정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직접 전송 가능

측정 데이터를 PC 내 소프트웨어로 
전송할 수 있는 PC 통신 소프트웨어 
U-WAVEPAK-BW는

미쓰도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itutoyo.co.jp/contact/products/u-wave/

Google Play 및 Google Play 로고는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Apple 및 Apple 로고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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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디지매틱 출력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를 
Bluetooth®

로 간편하게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부착 상태의 외관 연결 유닛 송신 유닛

마
이
크
로
미
터
용

표준 타입

02AZF310

U-WAVE-TMB　
버저 사양

264-627K

방수 타입

U-WAVE-TMB　
방수・방진 IP67 사양

264-626K

캘
리
퍼
스
용

표준 타입

02AZF300 U-WAVE-TCB　
버저 사양

264-625K

방수・방진

타입

02AZF310 U-WAVE-TCB　
방수・방진 IP67 사양

264-624K

측정기와 연결 유닛, 송신 유닛 조합표

Bluetooth® 버전 U-WAVE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메리트

디지매틱 출력 마이크로미터 (사례) 디지매틱 출력 캘리퍼스 (사례)

데이터 관리의 일원화

측정 데이터 관리의 일원화를 실현!  

통합된 품질의 가시화로

불량 발생 예방 관리!

비용 절감 효과

기존 디지매틱 출력 
측정기에 부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가능!

수신기

수신기

수신기 불필요

Bluetooth®가 탑재된 PC, 
태블릿,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수신기 없이도

측정 데이터 송신 가능!

수신기

수신기

작업 효율 향상

버튼 하나로 측정 데이터 입력!
수기 기록 시의 수고와 실수를 없애주어

작업 효율 대폭 향상!

수신기

구입하신 국가에서 취득한 무선 인증 번호를 표기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기

간단한 데이터 저장

측정 환경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측정 데이터를 저장 가능!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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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U-WAVE-TMB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용) U-WAVE-TCB (디지매틱 캘리퍼스용)

모델번호
U-WAVE-TMB

(방수・방진 IP67 사양 타입)
U-WAVE-TMB
(버저 사양 타입)

U-WAVE-TCB
(방수・방진 IP67 사양 타입)

U-WAVE-TCB
(버저 사양 타입)

주문번호 264-626K 264-627K 264-624K 264-625K

보호 등급 IP67 없음 IP67 없음

착신 확인 LED LED・버저 LED LED・버저

전 원 리튬 전지 CR2032×1개

전지 수명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 약 1년. 단, 사용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무　게 18g

외 관

외관 치수도

(mm) (mm)

각종 사양
● 송신 유닛(조합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2.9 41.9

38
.8

56

30
.4

11
.45

타입 주문번호 보호 등급 무　게 외 관 외관 치수도

연결 유닛

(방수・방진
타입용)

02AZF310 IP67 6g

(mm)

연결 유닛

(표준 타입용) 02AZF300 없음 6g

(mm)

27.15

(1
4.

8)

21
.8

(1
9.

6)

(12
.75

)

27.15

(1
9.

6)
17

.6
5

(1
2.

75
)

26.25

26.25

21
.8

(0
.9

)

● 연결 유닛(조합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무선 규격 Bluetooth® 4.2  Low Energy

무선 통신 거리
약 16m(오픈 스페이스의 경우)
약 10m(공장 환경의 경우)

송신 출력 3.2mW(5dBm) 이하(Class2)
변조 방식 FH-SS(주파수 도약 확산 스펙트럼)

통신 주파수 2.4GHz 대역

※ U-WAVE-TMB/TCB는 구입하신 국가를 포함하여 무선 인증을 취득한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신 국가 이외에서 사용할 경우 가까운 미쓰도요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존 제품인 U-WAVE fit과는 통신 사양이 다르므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무선 통신 사양

상품명 모델번호 대응 OS(Windows) 대응 Excel 주문번호 외관

USB-ITPAK USB-ITPAK V2.1

10
(64bit)

※U-WAVEPAK-BW의  
대응 OS가 Windows10  
이상이므로 Bluetooth ® 
버전에서 USB-ITPAK을  

사용할 경우 Windows10 
이상의 OS가 필요합니다.

2016
(Mac OS용 Excel은 
동작 보증 대상 제외)

06AFM386

●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옵션 제품

U-WAVE-TMB/TCB를 기반으로 하는 
측정 네트워크 시스템 MeasurLink 구축

“품질의 가시화” 실현

측정 데이터 수집

U-WAVE-TMB/TCB
측정 데이터 무선 통신 시스템

품질 관리 IoT

MeasurLink
측정 네트워크 시스템

MeasurLink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측정기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일원화 관리하여 통계적 처리를 
함으로써 『품질의 가시화』를 실현하는 품질 관리 IoT 플랫폼입니다. U-WAVE는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하는 인프라 시스템으로서 MeasurLink를 뒷받침해 줍니다.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모든 측정기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SPC(통계 공정 관리)를 
실시하여 불량품 발생을 예측합니다.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하여 측정 결과를 
확인하거나 다양한 통계 해석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의 원인 규명 및 검증을 서포트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와 측정기기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심플 
스타트로 품질 관리 IoT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불량품 발생을 사전에 방지 데이터 해석을 통한 원인 분석 심플 스타트로 IoT 실현

加工現場

U-WAVE-TMB/TCB

검사실

검사실

MeasurLink
데이터 베이스
서버

네트워크
가공 현장

USB 동글이 연결된 PC에서만 
사용 가능

카탈로그 번호 K12000(10)

계
측
시
스
템

측
정
공
구

측
정
기
준
기

측정 데이터 무선 통신 시스템

U-WAVE

U-WAVE fit은 측정기와 일체감이 뛰어나고 조작성이 향상된 소형・슬림형 U-WAVE-TM/
TC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독자 무선 통신(IEEE802.15.4v(2.4GHz) 베이스)을
사용한 U-WAVE-TM/TC(U-WAVE fit), U-WAVE-T에

대해서는 U-WAVE 카탈로그(K12000)를 참조해 주십시오.

를 사용하면



3차원 측정기

정밀 센서

화상 측정기

경도계

형상 측정기

스케일

광학 기기

측정공구・측정기준기・계측시스템

2201(1)e-(YKI)Y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