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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물의  
평행 조정 불필요

검사표 작성

통계 처리

티칭 기능

아이콘 조작

내비게이션 기능

RS-232C 
통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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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연산 및 검사표 작성 등 강력한 품질관리 지원 기능

가공기술의 진보에 따라 미세한 치수를 비접촉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측정기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작업의 합리성 및 측정 효율성 향상, 그리고 신속성과 신뢰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활한 조작성을 갖추고 널리 채택되어 입증된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측정데이터의 PC 전송이나 검사표 작성, 통계처리, 공차 범위 측정에 대한 유연한 대응, 그리고 투영기나 

측정현미경 등 매뉴얼 광학측정기에서의 범용측정을 미쓰도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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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연산 및 검사표 작성 등 강력한 품질관리 지원 기능

■스테이지에서 측정물의 평행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측정물에서 측정좌표계를 설정하고 그대로 측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전테이블을 사용하여 평행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운터 표시값, 측정결과를 손쉽게 PC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표시값을 PC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 전송하거나 데이터 처리시스템을 통한 연산결과를 PC로 출력하여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거나 측정이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QM-Data200 비전 유닛

검사표 작성

스테이지 이동방향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병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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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데이터 처리장치

QM-Data200

사용빈도가 높은 측정연산을 한 번의 키 조작으로 처리하는 편리한 패턴 설정 키를 갖추고 있습니다.

측정자는 복잡하게 키를 조작할 필요 없이 측정점 입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징

LC

b2

b1b3
a1

a3a2
구멍 A

구멍 B

❶ 패턴설정키에서 【원과 원 사이의 거리】 선택

❹측정 결과가 즉시 표시됩니다.

❷측정조작 내비게이션 표시에 따라 둥근 구멍A의 각 
위치에서 측정점을 입력

❸다음으로 둥근 구멍 B의 측정조작 내비게이션 표시에 따라 
둥근 구멍 B의 각 위치에서 측정점을 입력

●측정 예: 둥근 구멍 A, B의 중심 간 거리 측정

직관적이고 간단한 측정직관적이고 간단한 측정

●LCD 백라이트를 채택한 대형 액정화면으로 고대비 그래픽을 표시

●사용 빈도가 높은 복합측정(두 원의 거리 측정 등)은 한 번의 키 조작으로 수행

●측정 순서의 티칭 기능, 반복 모드에서 측정위치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한 효율적인 측정

●육안에 의한 십자선 맞춤과 자동 엣지 검출의 병용 측정 가능

 (투영기 접속 시의 옵토아이 위치보정 기능)

●AI 측정 기능(측정 요소 자동판별 기능) 탑재로 측정 명령키의 전환조작이 필요 없음

●원하는 측정명령이나 파트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 메뉴 기능

●측정 연산결과의 공차 범위 측정이나 각 항목의 각종 통계처리 가능

●측정 결과를 PC용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MS Excel※1)을 통해 CSV 형식으로 출력

●파트 프로그램, 측정 결과를 USB 메모리※2에 저장

●틸트 기구 부착 스탠드 타입과 투영기※3에 부착 가능한 플렉시블 암 타입, 2종류가 있습니다.

●프린터 인쇄 중에도 측정 가능

※1: MS Excel은 Microsoft사의 상표입니다.
※2: 일부 USB 메모리의 경우 바르게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 적용 기종은 8페이지의 사양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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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설정]키 6페이지

[좌표값 입력 형식]키 5페이지

[좌표계 설정]키 7페이지

196mm

내비게이션 표시부

카운터 표시부

기본요소 설정키 7페이지

패턴 설정키 7페이지

사용자 메뉴 6페이지

현재 설정명령

측정결과 표시부

상태 표시부
・설정단위계
・자동인쇄 ON/OFF
・데이터 외부 출력 ON/OFF
・공차 범위 측정 ON/OFF

[카운터기능]키 6페이지

본체 패널(거의 실물 크기)

[데이터입력]키

[수동인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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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으로 입력한 원의 
중심점을 측정점으로 합니다.

3점으로 입력한 원의 
중심점을 측정점으로 합니다.

직접입력

원 중심점(3점)

2점의 중점

원 중심점(4점)

입력한 1점을 그대로 
측정점으로 합니다.

2점의 중점을 
측정점으로 합니다.

긴 구멍 중심점을 
측정점으로 합니다.

타원의 중심점을 
측정점으로 합니다.

타원중심점

긴 구멍 중심점

두 직선의 교점을 
측정점으로 합니다.

각진 구멍 중심점을 
측정점으로 합니다.

각진 구멍 중심점

두 직선의 교점
C2

C1

C3

원 C4의 직경은？

런 기능으로 기억시킨 측정순서(파트 프로그램)를 반복실행할 때, 다음 측정입력 포인트까지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표시 중앙의 십자선에 다음 측정입력 

포인트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화살표 십자선이 겹치도록(혹은 디지털 카운터의 제로 어프로치) 스테이지를 조작하면 다음 측정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측정물 상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런 기능: 같은 형상의 측정물을 여러 차례 측정할 경우, 첫 측정 시에 수행한 일련의 키조작을 측정순서(파트 프로그램)로서 기억시킬 수 있습니다.
●파트 프로그램의 반복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연산을 수행하여 구한 좌표값을 1점의 입력데이터로 다루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각진 구멍의 피치를 측정할 경우, 패턴측정 【피치 측정】 키와 좌표값 입력형식의 

【각진 구멍 중심점】을 선택하기만 해도 측정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측정결과를 불러와 재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기본측정, 패턴측정, 좌표계 설정명령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❶다음 측정 입력 포인트를 화살표 
십자선으로 표시합니다.

❹4점입력으로 원 C1, C2, C3을 측정❸원 중심(4점입력)을 선택

❷【좌표값 입력형식】 키를 누름

❶원 C4 【원 측정】키를 누름

피치 원(원 C4)의 
직경을 구할 수 있음

❷2개의 십자선이 겹치도록(또는 
카운터 값이 제로가 되도록) 
측정기의 스테이지를 조작합니다.

❸십자선이 겹쳐져 카운터 값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목표 측정 
포인트 부근에 도달한 것입니다.

❹측정기의 십자선을 측정포인트에 
맞춰 [LOAD] 키를 누르고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측정 예: 세 구멍 중심을 통과하는 피치 원 측정(직경)

●좌표값 입력형식

측정효율을 고려한 매뉴얼조작 기능

좌표값 입력형식 표시부

피치 원 측정 상태 표시부

측정위치 내비게이션 기능 【특허등록완료(출원국: 일본)】

좌표값 입력형식 기능(NP 측정) ※AI 측정 기능 사용 시에는 사용불가

다음 측정 포인트

현재 좌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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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측정기능(측정요소 자동판별기능)은 입력된 측정점데이터로 측정요소를 

자동판별하는 기능입니다. 측정하기 전에 기본측정명령에서 선별할 필요가 

없으며 측정 후에 측정요소가 자동 확정됩니다. 다른 측정요소를 연속측정할 

경우에도 그 때마다 키를 누르지 않고도 계속 측정 가능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측정명령, 사용자 매크로, 파트 프로그램을 별도의 메뉴(3종류)에 

등록하여 측정 요구에 맞게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용자 메뉴는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A)
(B)

❷내경(A)의 3점 데이터 입력

❺다음으로 각도 (B)의 4점 데이터 입력

❶【AI 측정】 키를 선택 ❸측정 종료 지시(F5 키 누름)

점 선 원 거리
※【선과 거리】, 【타원과 각진 구멍】, 

【타원과 긴 구멍】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타원 각진 구멍 긴 구멍 교점교각

❹내경의 측정결과 표시❻측정 종료 지시(F5 키 누름)❼각도 측정결과 표시

[사용자 메뉴] 키

●측정 예: 내경(A), 각도(B)의 연속 측정

●AI 기능으로 자동판별할 수 있는 측정요소

비고. 1: 사용자  매크로란  복수의  측정명령을  조합해  하나의  측정명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명령은 30개까지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메뉴는 [USER1] ~ [USER3]의 3종류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1개 메뉴에 
9개의 아이콘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메뉴 등록 예

설계값, 공차(상한/하한) 측정 외에 통계데이터(평균, 표준편차 등), 히스토그램 

표시도 가능합니다.

측정명령

사용자 매크로

파트 프로그램

AI 측정기능 【특허등록완료(출원국: 일본)】

사용자 메뉴기능 카운터 표시 기능

공차 범위 측정 기능

주: 직전 측정결과가 표시됩니다.

외부 카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축의 제로셋, 1/2 표시기능이 있습니다. 

표시는 기계좌표계(직교), 측정물 좌표계(직교), 측정물 좌표계(극)의 3가지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이 기능 실행 시에는 측정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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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열식 프린터
코드 번호 12AAD032

2점 간 거리, 좌표차, 각도,  
누적 거리, 누적 각도

피치

인쇄방식 감열 시리얼도트 방식

인쇄자릿수 40자리

인쇄속도 최고 52.5cps(보통문자)
외관치수 160(W)×170(D)×65.5(H)mm (프린터 본체부)
기본부속품 프린터케이블, 기록지(1권), AC 어댑터(100V용)

【보조용품】 코드번호 908353  감열식 프린터용 기록지(5권 짜리) 
 ※ESC/P대응 외장 프린터(컬러/흑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 제어코드 체계: ESC/P, MS-DOS 대응 
 　・ 핀 배열: 24핀 
 　・ ESC/P 프린터 케이블 2m(코드 번호 12AAA804) 옵션

교점좌표값

선과 원의 교점

X축과의 각도

선과 원의 중간선

수직거리

선과 점의 거리

교점좌표값

원과 원의 교점

직각도

직각도

중심 간 거리, 최장 거리,  
최단 거리

선과 원의 거리

중점좌표값

점과 점의 중점

평행도

평행도

중심 간 거리, 최장거리, 
최단거리, 좌표차,  
동경벡터 차이

원과 원의 거리

중점좌표값

선과 점의 중점

키 메뉴

OTHER

중심 간 거리, 최장거리,
최단거리, 좌표값

원과 점의 거리

X축과의 각도

원과 원의 접선

중점 좌표값

원과 원의 중점

코너원의 직경, 반경, 
중심 좌표값

코너원 

선에 점을 투영했을 때의 좌표값

투영점

높이(Z축 방향의 단차거리)

높이

접점좌표값

점과 원의 접점

면과 면(점)의 거리

면 간 거리

2개이상의 측정점을 통과하는 선을 
X축으로  하고  또  하나의  측정점을 
통과해 직교하는 선을 Y축으로 합니다.

좌표계 패턴 1

2점의  측정점을  통과하는  선을 
X축으로 하고 그 중점을 원점으로 
합니다.

좌표계 패턴 2

측정점을 통과하는 선을 X축으로 
하고, 다른 선과의 교점을 원점으로 
합니다.

좌표계 패턴 3

측정점을 원점으로 하듯이 좌표를 
평행이동합니다 .  이동량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원점설정

측정점을 통과하듯 X축 좌표를 회전 
시킵니다(원점은 이동할 수 없음).
회전각도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점에 의한 축설정

측정한 선과 평행이 되도록 좌표계를 
회전시킵니다 (원점은  이동할  수 
없음).

선에 의한 축 측정

1점 째의 측정점을 원점으로 하고 
다른  측정점을  통과하는  선을 
X축으로 합니다.

좌표계 패턴 4

측정점이  지정  위치가  되도록 
좌표계를  회전시킵니다 (원점은 
이동할 수 없음).

오프셋 축 보정

좌표계 저장, 불러오기, 리셋합니다.

좌표계 저장, 불러오기, 리셋

측정물의  설치  기울기에  따라 
생겨나는 오차를 경감시킵니다(Z축 
장비의 측정기에서 유용).

면보정

좌표값
(다점입력 가능, 최대 100점)
※다점 처리의 경우에는 평균점을 
측정값으로 합니다.

점

X축과의 각도, 진직도
(다점입력 가능, 최대100점)

선

중심좌표값, 직경, 진원도
(다점입력 가능, 최대 100점)

원

중심좌표값,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각진 구멍

중심좌표값,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긴 구멍의 반경

긴 구멍

교점좌표값, 교각, 보각 

교점교각 

거리, 좌표차, 동경벡터 차

2점 간 거리

중심좌표값 ,  장축경 ,  단축경 , 
X축과의 각도, 편차
(다점처리 가능, 최대 100점)

타원

좌표계 설정, 측정명령

옵션

감열식 프린터 인쇄 예

좌표계 설정 기본요소 측정키

패턴설정키

●측정결과 인쇄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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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 타입(코드 번호 2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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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시블 암 타입(코드 번호 264-156)

3. 옵토아이 내장 본체

접속 케이블(1m)
(코드 번호 936937）×2

접속 케이블 B
(코드 번호 12AAD193）

접속 케이블 E
(코드 번호 12AAD196）

HyperMF/MF-U 부속 케이블

RS-232C 케이블(2m)
(코드 번호 12AAA807）

DMX-2
(코드 번호 12AAD538）

접속 케이블 D
(코드 번호 12AAD195）

접속 케이블 C
(코드 번호 12AAD194）

리니어 스케일 입력용

전원 스위치

RS-232C 입력용
(측정기 카운터 접속)

RS-232C 입력용
(PC 접속)

시판 RS-232C 크로스 케이블
(코드 번호 12AAA807로 대용 가능)

옵토아이 엣지 신호 입력용
(옵토아이 M2 접속 시 사용)

FDD 유닛 
접속용
USB 메모리 
접속용

프린터 접속용

MUX-10F
(코드 번호 264-002）

대표 기종
PJ-H30 시리즈(옵토아이 내장 포함)
PJ-A3000 시리즈(카운터 내장)
MF･MF-A･MF-B・MF-C・MF-D 시리즈
MF-UN･MF-UA･MF-UB・MF-UC・MF-UD 시리즈

대표 기종
KC 카운터（MF-H100）
KA 카운터（PV600A）
옵토아이 A2 카운터
�RS-232C
　출력 인터페이스 부착 카운터일 것

대표 기종
PJ-H3000F4 시리즈
(옵토아이 내장)

1. SPC 출력 본체

2. RS-232C 출력 본체

4. 카운트 없는 본체(리니어 스케일부착 스테이지 탑재)

대표 기종
HyperMF/MF-U 시리즈
PV-5110
PH-3515F（No.172-858）
�리니어 스케일 부착 스테이지 탑재 기종에 한함

대표 기종
PJ-2505D/F, PJ-3000 시리즈
PJ-H3000 시리즈
PH-3515F（172-847）
TF-500 시리즈

풋 스위치 접속구

1

시스템 접속구성

사양 외관 치수도

부호 QM-Data200

코드 번호
스탠드 타입 플렉시블암 타입 스탠드 타입

264-155 264-156 264-159

표시언어
16개 언어 지원: 한/영/일/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체코/중국(번체)/중국(간체)/

터키/스웨덴/폴란드/네덜란드/헝가리
측정값 단위 길이: mm　　각도: 도/도분초(전환)

최소표시량 0.1μm 0.01μm

프로그램기능 측정순서의 작성, 실행, 편집

통계처리
데이터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표준편차, 범위, 히스토그램, 측정기능별 통계

(명령별 통계)
표시부 컬러 TFT LCD(LED 백라이트)

ABS(절대원점) — 대응(자동이동)

LA F(레이저 AF) — 대응

엣지센서 위치보정 대응(투영기) —

입출력

XYZ: 리니어 스케일 입력용(최대 3축)
RS-232C■1: 외부 PC 접속용
RS-232C■2 : 측정기 본체 카운터 접속용
OPTOEYE: 옵토아이 엣지신호 접속용
 (옵토아이 M2)

FS: 풋스위치 접속용
PRINTER: 외부 프린터 접속용
USB-FDD: USB-FDD 접속용
USB-MEMORY: USB 메모리 접속용 (주)

측정결과 파일 출력 RS-232C 출력(CSV 형식, MUX-10 형식)

전원 AC100~240V

최대소비전력 17W(옵션 미포함)

외관치수
(WxDxH)mm

약 260×242×310mm
(스탠드부분 포함)

약 318×153×275mm
(암 수평 시)

약 260×242×310mm
(스탠드부분 포함)

무게 약 2.9kg 약 2.8kg 약 2.9kg

적응기종

PJ2500/PJ-3000 시리즈
PJ-H3000 시리즈
PJ-A3000 시리즈, PV600A
PH-3515F(No.172-847-5)
MF, MF-A, MF-B, MF-C, MF-D 시리즈
MF-UN, MF-UA, MF-UB, MF-UC, 
MF-UD 시리즈
MF-H100(KC 카운터)

PJ-2500/PJ-3000 시리즈
PJ-A3000 시리즈
PJ-H30
PV-5110
PH-3515F(No. 172-949)

HyperMF/MF-U

표준부속품 AC 어댑터, 전원 코드, 간단조작 가이드

주) 일부 USB 메모리의 경우 바르게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SanDisk사 제품을 권장합니다.
 ・ 지문인증이나 세큐리티 소프트 등의 라벨이 붙지 않은 제품
 ・ USB 3.0 규격 USB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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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측정 옵션

비전 유닛

●고해상도 카메라(메가 픽셀)에 의한 효율적인 매뉴얼 화상 측정

●한 번에 측정가능한 자동 엣지검출 툴과 풍부한 매크로 아이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Excel】※로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PC로 검사표 작성 가능

●측정연산결과의 공차 범위 측정이나 각 항목의 각종통계 처리 가능

●측정 시의 조명상태를 충실히 재현하는 자동 조광기능(측정 현미경 MF, MF-U 병용 시)

●포커스 파일럿을 병용하여 고정도 높이 측정 가능

●한 화면 내 측정 가능

●디지털 줌 기능(2×, 4×)

●화이트 밸런스 조정으로 고해상도 화면 저장기능

●대형 액정 모니터 채용

※ 미국 Microsoft사의 등록상표입니다.

■특징

보다 쓰기 편한 매뉴얼 측정환경을 제공

이미지센서의 대형화로 X/Y 방향 모두에서 이전에 비해 약 40% 시야가 넓어져 

측정 위치의 주변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광시야 측정

측정 현미경에 탑재해도 방해가 되지 않는 작은 크기.

0.5× 광학계 TV 어댑터를 포함한 높이가 20cm 이하입니다.

소형 디자인의 메가픽셀 카메라

※ 대물렌즈 ML1× + 링 LED 조명에서의 실제 화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일반적인 정상 크기 화면에서 2배, 4배로 표시가 확대됩니다. 세밀한 위치까지 디지털 표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줌 기능

1×

구형 모델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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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포인트 엣지 부근을 마우스로 한 번만 클릭하면 툴 자동설정에서 엣지검출, 

연산까지 자동판별하는 기능입니다. 한 화면 내 측정인 경우, 스테이지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 측정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십자선  중앙  부근의  원으로  둘러싸인  범위  내에서  가장  선명한  엣지를 

자동검출하는 기능입니다. 측정포인트 인접 부위를 원 안에 넣기만 하면 엣지가 

검출되므로, 측정 현미경 본체의 십자선을 이용한 엣지 맞춤에 비해 검출 속도가 

빠릅니다.

템플릿 툴

●기본 템플릿
3종류의 측정현미경 십자선 템플릿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뉴얼 패턴 매칭
기본  템플릿과  확장  템플릿에  없는  패턴을 

측정물에 맞춰 자유로이 작성하고, 설계값과의 

비교 측정을 수행합니다. 키를 사용해 입력한 

상한, 하한선도 표시되므로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격자십자선

원 클릭 원형 툴

동심원

●CAD 변환 템플릿
CAD 데이터 변환처리를 통해 가져온 CAD 데이터(선, 원, 원호)를 통해 커스텀 

패턴 템플릿 작성이 가능합니다.
※ CAD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옵션 소프트웨어인 【CAD 내보내기/가져오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각도 템플릿원 템플릿

원 클릭 박스 툴

●확장 템플릿
투영기의 비교 측정 이미지에서 직경, 거리, 각도 등의 수치를 키 입력으로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십자, 원, 직사각형, 각도의 4종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좌표계설정 측정명령 좌표값 입력 형식 기능 (NP 측정)

원 클릭 툴 【특허등록완료(출원국: 일본)】 스마트 툴 【특허등록완료(출원국: 일본)】

엣지검출 지원 툴

点 線 円 楕円

角穴

角穴

長穴 平面度 ピッチ

交点 円と線の交点 円と円の交点 中点

点と線の中点 円と点の中点 円と線の中点

点 円 楕円

長穴 交点中点 点と線の中点

円と点の中点 円と線の中点

円と円の中点

円と円の中点

座標系設定1 座標系設定2 座標系設定3 座標系設定4

座標系設定5 座標系設定6 座標系設定7 座標系設定8

座標系設定9 座標系設定10 PCSの再呼出 MCS再呼出

点と点の距離 点と線の距離 点と円の距離 線と円の距離

円と円の距離 点と面の距離 交角

原点移動 点による軸回� 線による軸回� オフセット

좌표계설정, 측정명령

中線 直角度 平面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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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측정명령이나 측정 상황을 

측정내비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측정 대상이 

무엇인지, 다음에 어떤 위치를 

측정하면 좋은지 등을 알려줍니다.

측정결과와 측정요소가 실시간에 

그래픽 윈도우에 표시되므로, 측정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픽을 통해 

측정요소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빠른 측정이 가능합니다.

퀵 내비게이션 【특허등록완료(출원국: 일본)】

일련의 측정순서를 기억하여 재현하는 런/반복기능을 병용한 내비게이션 기능입니다. 기억한 측정순서대로 다음 측정포인트까지 내비게이트합니다. 모니터 화면 중앙의 

녹색 십자선에 다음 측정포인트를 나타내는 붉은 색 십자선이 겹쳐지고, 녹색 십자선이 될 때까지 스테이지를 이동시키면 다음 측정포인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또한 

디지털카운터에 의한 제로 어프로치도 가능합니다. 작업을 보면서 측정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화면에 집중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내비게이션 그래픽 윈도우

측정 위치에 돌출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상점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제거할 이상 레벨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윈도우의 중심위치를 

표시합니다. 기계좌표계(MCS)와 

워크좌표계(PCS) 간의 전환이 

간편합니다. 또한, 카운터의 

제로셋도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측정 현미경 사용 방법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상점 제거 카운터 윈도우

파트프로그램 목록에서 X, Y 

스테이지의 이동 위치, 좌표계 

작성, 측정항목 명령, 엣지검출 툴 

등을 별도의 아이콘이나 라벨로 

표시하여 파트프로그램 편집을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측정키 아이콘, 툴아이콘 등 배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아이콘만을 

1페이지에 정리하는 등,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에디터 【특허출원 중(출원국: 일본)】 아이콘 에디터

측정 시간 단축에 유용한 기능

1

1

2

2

3

3

다음 측정위치를 붉은 십자선으로 표시합니다. 측정위치가 다가오면 붉은 십자선과 녹색 
십자선에 다가갑니다.

각각의  십자선이  겹쳐져 ,  타겟이  나오면 
입력버튼을 눌러 측정을 종료합니다.

1

1

2

2

3

3

1

1

2

2

3

3

1

1

2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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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프로그램에서 측정한 측정결과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MS-Excel 등의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형식으로 검사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작업 레벨에 따른 

사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측정결과 출력 【특허등록완료(출원국: 일본)】 보안기능

비디오 윈도우 상의 컬러 화상을 JPEG 

형식 또는 BMP 형식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측정물의 화상 기록이나 

검사표 등에 간편하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윈도우에 표시된 컬러 화상에 

측정 결과나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 및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화상저장 화상 텍스트 표시

자동조광 기능(측정 현미경 MF/MF-U 시리즈만 해당)

현미경  투과  및  반사  조명  광량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PC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파트프로그램 작성 시에 설정한 조명조건을 충실히 재현하므로, 

반복측정 시 조명을 매번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명방법을 바꾸면서 측정하는 경우에도 안정된 엣지검출을 재현할 수 있어, 

반복 측정 효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MF 시리즈의 경우, 외부 조명장치 파이버 링 

조명이나 LED 링 조명장치(모두 옵션)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표작성에서 측정관리까지 지원

비디오 윈도우 중심 부근의 콘트라스트를 레벨미터로 표시합니다.

레벨미터 피크 위치가 핀트 위치가 되므로 매뉴얼 측정현미경에서 핀트 위치 

재현성이 향상됩니다.

비디오 윈도우에 실시야에 맞춘 

스케일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측정물의 

대략적인 크기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표시한 채 화상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레벨 【특허등록완료(출원국: 일본)】 비디오 화상 스케일 표시

포커스 전 포커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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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PAK-QV는 QSPAK에서 취득한 데이터의 윤곽형상 해석이나 설계값 조회가 

가능합니다.
●윤곽 조회 기능　●미세형상 해석 기능　●보고서 작성 기능

측정현미경 MF/MF-U 시리즈 전동모델에 비전유닛을 탑재하면 더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상 콘트라스트를 검출하여 화상 AF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1

　・ MF-U 전동모델/MF-U LAF 타입에서 전동 리볼버를 선택하면 QSPAK 상에서 대물렌즈 배율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물렌즈 포지션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QSPAK 상에 반영합니다.※2

※1 별매 제품인 화상 AF 케이블(No.12AAN358)이 필요합니다.
※2 별매 제품인 RS-232C 케이블(No.12AAA807)이 필요합니다.

설계 시에 작성한 CAD 데이터(DXF, IGES 포맷)를 QSPAK로 가져옴으로써 조작성이 

크게 향상되고 파트프로그램 작성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QSPAK 측정결과를 

CAD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특징
●각 측정항목 설계값이 자동적으로 입력됩니다.
●그래픽 데이터를 지정한 CAD 데이터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FORMPAK-QV(옵션) QS CAD I/F(옵션)

시스템 예: MF-G2017D+비전유닛 10D

측정현미경 MF/MF-U 시리즈 전동모델 전용 기능

비전유닛 10D 적용 가능 기종

광학계 AF 타입 관찰 방법 부호 코드 번호 전동 리볼버 지원

유한계 화상 AF 명시야 
MF-G2017D 176-781 —
MF-G3017D 176-782 —
MF-G4020D 176-783 —

무한계

화상 AF

명시야 
MF-UG2017D 176-784 ○
MF-UG3017D 176-785 ○
MF-UG4020D 176-786 ○

명/암시야 
MF-UH2017D 176-787 ○
MF-UH3017D 176-788 ○
MF-UH4020D 176-789 ○

화상 AF, LAF

명시야 
MF-UE2017D 176-790 ○
MF-UE3017D 176-791 ○
MF-UE4020D 176-792 ○

명/암시야 
MF-UF2017D 176-793 ○
MF-UF3017D 176-794 ○
MF-UF4020D 176-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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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MFB/MF-UB 시리즈
MFC/MF-UC 시리즈
HyperMF/MF-U

포커스 파일럿※1

비전유닛 전용
카메라

은 비전유닛 표준 구성품입니다.

프린터 교정용 차트
(홀더 부착)

화면 내 정도보정 차트
(홀더 부착)

카운터케이블

측정현미경 본체측정현미경 본체

소프트웨어 QSPAK
(비전유닛용)

공통옵션

0.5×TV
어댑터

TM321・322・331
TF 시리즈
MF 시리즈
MF-U※2/MF-UN 시리즈
MF-A/MF-UA 시리즈

풋스위치
(옵션）

No.12AAJ088

RS-232C케이블(2개)

어댑터B
(MF-UN／MF-UA 시리즈에만 필요)

파이버 링 조명장치
No.176-366

할로겐 조명광원(100W)
No.176-315

LED 링 조명장치
No.176-367-2

할로겐 조명광원(150W)
No.176-316 

외부 조광 컨트롤 케이블
 (MF-A/MF-UA 이상 시리즈 지원)

No.12AAD128

외부 조광 컨트롤 케이블
(MF-A/MF-UA 이상 시리즈 지원)

No.12AAG888

외부 조명용

사양

코드 번호 목록

화상검출 카메라 이미지센서 1/2인치 컬러 CMOS 300만 화소

외관치수, 무게(카메라부만) 56(W)×54(D)×78(H)mm, 0.4kg
광학계 배율 0.5×(0.5×TV 어댑터 표준 부속) 

PC OS 일본어 버전 Windows 7
모니터 19인치

소프트웨어 QSPAK Vision Unit Edition 버전 4.0
최대소비전력 최대 420W(모니터 포함)
모니터 배율 약 19×(대물렌즈 3× 사용 시: 약 57×／촬상범위: 4.49×3.36mm)
최소표시량 0.1μm HyperMF / MF-U 접속 시에는 0.01μm
각 축 측정 정도※5(측정환경 20℃) 측정현미경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반복 정도※6(측정환경 20℃) 측정현미경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1화면 반복 정도(당사 기준 샘플 사용 시)
3× 대물렌즈 사용 시 3σ=±2.5μm 이하, 10× 대물렌즈 사용 시 3σ=±1.0μm 이상

비전유닛 10D 359-762 MF-D/MF-UD※3

비전유닛 9C 359-796 MFC
비전유닛 9UC 359-798 MF-UC
비전유닛 9SC 359-795 상기 2시리즈와 세트

비전유닛 8C 359-786 MFB
비전유닛 8UC 359-788 MF-UB
비전유닛 7C 359-776 HyperMF/HyperMF-U
비전유닛 6C 359-766 MF-A
비전유닛 6UC 359-768 MF-UA
비전유닛 4C 359-758 타사 제품※4

비전유닛 3C 359-756 MF
비전유닛 2C 359-748 TF(시리얼 No.*7**** 이상)
비전유닛 1C 359-746 TF(시리얼 No.*6**** 이하), TM300 시리즈

※1:  포커스 파일럿은 초점 맞추기 검출유닛입니다. 고정도에서 재현성이 높은 포커스 위치 검출이 가능합니다.
※2: 결상렌즈(1×고정) 내장 현미경 본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QSPAK와 데이터 처리장치가 필요합니다.
※4: 타사 제품 현미경의 경우, 기종이 한정됩니다.
※5: 측정 정도는 화상측정의 측정 실측값과 참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6: 1화면 반복 정도는 동일화면 내에서 다른 위치를 반복 측정한 경우, 측정값의 불규칙한 크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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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Link
STATMeasure PLUS

No.02ARA820C

RS-232C통신DDE 통신

QM-Data200
비전유닛(QSPAK)

파일 변환

MeasureReport(주1)

광학측정기용
No.02ARA773B

MeasureReport(주1)

광학측정기용
No.02ARA773B

Optin

CSV 파일
・FD 드라이브 
유닛 필요

MS-ExcelMeasurLink
Real-Time PLUS
No.02ARA810C

RS-232C통신
・RS-232C 크로스 
케이블 필요
・외장 로드 박스 필요

투영기, 현미경카운터 출력

MeasureReport(주1)

광학측정기용
No.02ARA773B

OptinMeasurLink
Real-Time PLUS
No.02ARA810C

・RS-232C케이블
  (크로스)가 필요

■PC 전송 프로그램 Optin(옵트인)에 대하여

2차원 데이터 처리장치와 데이터 처리프로그램 지원

■접속방법

기기 본체명 품명, 코드 번호

RS-232C 출력의 경우(투영기 PJ-A3000, PJ-H30, 측정현미경 MF-A/MF-UA) RS-232C케이블 No.12AAA807 
SDP → RS-232C 변환의 경우(MUX-10F 경유): PJ-H3000 등 접속케이블 C No.12AAD194 

※ Excel 및 Windows는 Microsoft사의 상표입니다.

※Excel 및 Windows는 Microsoft사의 상표입니다.
(주1) MeasureReport를 사용하려면 별매 제품인 Microsoft사의 Excel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측정연산결과를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인 Excel로 출력하거나 디지털카운터 표시값을 PC에 출력하여 Excel을 통한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PC 통신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사 사정에 따라 제공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측정기 본체와 PC 접속 케이블

Optin_V4 (Ver.4.003) 작동 환경: 
 Windows 98, Windows Me, Windows NT 4.0(IE 4.01 SP1 필수), Windows 2000, Windows XP
Optin_V4_Unicode(버전 4.102 Unicode) 작동 환경: 
 Windows XP(SP3), Windows Vista(SP2 이상), Windows 7

Optin은 Windows 98 이상에서 작동하며, PC에 Excel(OptIn_V4: Excel 2000, XP, 2003, 2007, OptIn_V4_Unicode: Excel 2003, 2007, 2010, 2013)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하는 기기는 당사 투영기나 측정현미경 카운터 및 QM-Data200, QM-Data300, QSPAK입니다.

XYZ 디지털카운터 값(전 축 혹은 각 축 단독) 외에 각도도 저장하여 Excel의 지정된 셀에 전송합니다. QM-Data200, QM-Data300, QSPAK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측정 외에 공차 

범위 측정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PC와의 접속은 RS-232C에서 수행하므로, 측정기 측에 RS-232C 출력포트가 있으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로 일본어와 영어(OptIn_V4_Unicode는 중국어(간체/번체)도 지원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도 동시에 설치됩니다(일본어).
※ QM-Data300에는 별매 제품인 QMSTAT이 필요합니다.
※ 기기본체가 당사 SDP 출력사양인 경우에는, RS-232C 형식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PC 출력을 위한 RS-232C 접속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 PC에서 RS-232C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USB→-RS-232C 변환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최대 COM30까지 지원. OptIn_V4_Unicode는 최대 COM99까지 지원).

바르게 작동하는 케이블(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에서 작동 확인) 
 ① IODATA사 제품 USB-RSAQ5
 ② 엘레콤 주식회사 제품 UC-SGT(32bit OS만 지원)
 ③ 산와서플라이주식회사 제품 USB-CVRS9
 ④ 라톡시스템주식회사 제품 REX-USB60F
 ⑤ ATEN사 제품 UC-2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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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BC

검사표 작성 프로그램
MeasureReport

●QM-Data200, 비전유닛 측정결과, 또는 카운터의 X, Y축 값을 받아 검사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샘플서식 첨부).

●Excel의 간편한 편집 기능(복사하여 붙이기 등)을 활용하여 원하는 서식을 작성,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활용하지 않고 합불 판정, 통계계산 등의 자동연산이 가능합니다.

■특징

투영기 ＜본체 카운터 출력 RS-232C 타입＞

A QM-Data200의 RS-232C 출력에서 연산결과를 
받는 경우

B 카운터의 RS-232C 출력에서 Ｘ, Ｙ의 수치를 
직접 받는 경우(주1)

QM-Data200

RS-232C
크로스 케이블

(주1) 카운터에는 데이터 출력 지시 스위치가 없으므로 옵션 
외장 로드 박스가 필요합니다.

MeasureReport용 PC※(다음을 참조)

RS-232C
크로스 케이블

RS-232C
크로스 케이블

C
RS-232C

크로스 케이블

B
A B

프로그램의 주요 사양

서식작성 샘플서식 자동 작성(항목 수, 작업 수 지정)
합불 판정 공차 판정(NG 값에 표시), 작업 판정(판정란에 OK/NG)
연산항목 평균, 최대, 최소, 범위, 표준편차, Cp, Cpk, 불량률, 불량수,  

그 외 전체 15 항목

처리능력 최대 200 항목, 최대 10000 작업 처리 가능

기타 소수점 이하 통일, 오차 표시, 자동 페이지 넘김

통신기능 RS232C 통신프로그램 포함

파일 변환 QSPAK의 측정결과 파일 지원

검사표 인쇄/저장 인쇄/Excel 형식으로 저장

OS Windows 2000/XP/Vista/7
CPU Pentium Ⅲ 500MHz 이상

HDD 2GB 이상의 여유 용량

메모리 500MB 이상

디스플레이 SuperVGA 해상도 800×600 이상

미디어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설치 시에 사용)
통신 포트 RS-232C 포트(MUX-10F 등의 접속 시에 사용)
기타 OS를 지원하는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지원되는 Excel 버전 Excel 2000/2003/2007/2010

PC※작동 환경(권장)

현미경 ＜본체카운터 출력 RS-232C 타입＞

A 비전유닛에서 측정 종료 후, 측정결과 파일을 
저장하고 이를 변환하여 받는 경우

B QM-Data200 RS-232C 출력에서 연산결과를 받는 
경우

C 카운터 RS-232C 출력에서 Ｘ, Ｙ 수치를 직접 
받는 경우(주1)

파일 변환 메뉴데이터 입력화면

데이터 입력시트

A

저장한  측정결과  파일을  지정 
하고, 출력할 Excel 서식파일을 
정하여  파일  변환을  실행하면 
Excel을 통해 매크로가 실행되고 
검사표가 표시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NG가 발생할 경우 
에는 셀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데이터를  모두  다  입력하면  검사표 
작성으로 이동하고, 출력할 Excel 서식 
파일을  결정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검사표가 표시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샘플 
서식을 가지고 Excel의 간편한 
편집  기능 (복사하여  붙이기 
등)을 활용하여 원하는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항목수, 작업 수를 정하고 항목 명칭, 
설계값, 공차값을 입력

비전유닛 PC에 설치(별도 PC에도 설치 가능)

비전유닛(QSPAK)

측정결과 
파일
(파일 넘김)

A

MeasureReport 광학측정기용 

No.02ARA773B
MeasureReport 광학측정기용 

No.02ARA77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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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공정관리 프로그램
MeasurLink 
Real-Time PLUS / STATMeasure PLUS

●QM-Data200, 비전유닛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통계처리하여 공정능력이나 X-R 관리도 등을 표시합니다.

●MeasurLink에서 수행한 통계처리결과나 측정데이터를 간단히 Excel 파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MeasurLink를 네트워크 시스템에 배치하면 여러 대의 측정기 데이터를 통합, 일원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자용 옵션 소프트웨어와 조합하여 품질관리나 

생산기술, 설계 등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참조할 수 있어 공정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징

●측정항목마다 X-R 관리도나 히스토그램 등을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공정 
관리자가 알고자 하는 시계열 데이터나 데이터의 불규칙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측정항목의 말풍선 표시와 작업의 화상 데이터(BMP, JPG, DXF 등)를 조합해 
작업 지시서 이미지의 내비게이션 화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보조기능이 있습니다.

●합불 판정 결과를 작업자에게 알기 쉽게 적, 황, 녹색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알람 메시지 기능 등과 조합해 NG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부품 데이터시트」에는 종합 판정이나 NG 데이터, 중요 항목의 범위 축소 

기능이 있어, 측정 항목이 많은 경우에도 작업 단위의 평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MeasurLink로 데이터를 받아 각종 통계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판정

리셋중요항목경고NG만

작업 번호 전환

범위 축소 버튼

부품 데이터시트(작업 단위 평가)

투영기 ＜본체 카운터 출력 RS-232C 타입＞

A QM-Data200의 RS-232C 출력에서 연산결과를 

받는 경우

B 카운터의 RS-232C 출력에서 Ｘ, Ｙ의 수치를 

직접 받는 경우(주1)

QM-Data200

현미경 ＜본체 카운터 출력 RS-232C 타입＞

A 비전유닛의 PC에 함께 설치하여 DDE 통신으로 
연산 결과를 받는 경우

B QM-Data200의 RS-232C 출력에서 연산 결과를 
받는 경우

C 카운터의 RS-232C 출력에서 Ｘ, Ｙ 수치를 직접 
받는 경우(주1)

RS-232C
크로스 케이블

(주1) 카운터에는 데이터 출력 지시 스위치가 없으므로 
옵션 외장 로드 박스가 필요합니다

MeasurLink용 PC※(별도로 준비)

비전유닛(QSPAK)

DDE
(Windows 어플리케이션 간 통신)

M e a s u r L i n k에  측정  내용 
(부품명, 항목명, 규격치 등)을 
사전 등록하여 사용

MeasurLink Real-Time PLUS
No.02ARA810C

비전유닛의 PC에 동시 설치

파트프로그램에  측정  내용 
(부품명, 항목명, 규격값 등)을 
자동 등록하여 사용

MeasurLink STATMeasure PLUS
No.02ARA820C

A
RS-232C

크로스 케이블

RS-232C
크로스 케이블

C
RS-232C

크로스 케이블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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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LAN을 이용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일원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용 옵션과 조합하여 멀리 떨어진 사무소에서 계측결과를 확인, 

모니터링, 해석하고 검사표를 작성하는 등 품질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easurLink 전용 카탈로그(No.4285)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QM-Data200, 카운터에서의 RS-232C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사양의 PC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비전유닛인 경우 QSPAK(V4.2 이상)의 PC에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계측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의 확장 PC※작동 환경(권장)

ML Process Analyzer ML Process Manager
공정 모니터링

검사표 작성
MeasureReport

ML STATMeasure Plus

공정해석

데이터 수집

공장/품질 관리

공장/현장

DB 서버 
일원화 관리

사무소

가공 현장

검사실

ML Real-Time Plus
데이터 수집

필요한 통계처리 결과나 측정 데이터를 Excel 파일로 추출해 다른 부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측정 항목을 1장의 검사표에 정리할 때에는 

M e a s u r e R e p o r t (별매 )를  사용해  자유  서식 

검사표(Excel 사용)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cel 파일로 내보내기 및 MeasureReport와의 조합에 의한 검사표 작성

운영체제 Windows 2000/XP/Vista/7 
CPU X86: 1GHz이상 
HDD 10GB 이상의 여유 용량주2

메모리 1GB 이상

디스플레이 SVGA 이상

미디어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설치 시에 사용)
통신포트 RS-232C 포트(MUX-10F 등의 접속 시에 사용)
LAN 카드 100BaseT(네트워크에서 운용할 경우 사용)
기타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서버 사양 네트워크에서 운용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Sybase, Oracle, SQL Server 등)이나 클라이언트 수 등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2:  하드디스크의 필요 용량은 축적되는 데이터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적인 용량은 75,000개 데이터로 약 5MB 정도입니다.

측정항목 말풍선 표시 내용은 다양한 정보, 연산결과, 차트 중에서 원하는 내용을 

임의로 선택, 조합할 수 있습니다.

상시 표시하는 말풍선과는 별도로 임의 항목에 

대해 각종 통계해석차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통계해석 내용 및 다양한 표시기능

통계처리 결과 평균, 
최대, 최소, Cp, Cpk 외 
30 항목 중에서 선택

각종 차트
(화상 캡쳐) 
관리도, 히스토그램 외

측정 일시와 측정 데이터

❷

❶

❸

＜항목별 차트＞
・ X-R 관리도❶
・ X-S 관리도
・ X-Rs 관리도
・ EWMA 관리도
・ 히스토그램❷
・ 런 차트
・ 프리컨트롤 차트❸
・ 계층 구조 차트
＜모든 항목 차트＞

・ 다변량 관리도
・ 칼럼 인디케이터
・ 전 항목 Cpk 시트
・ 다변량 결점률(바 그래프) 
・ 매니저 표시(4열×3행) 
　(히스토그램, 미터, 박스플롯, Cpk) 
＜측정값＞

・ 측정값 데이터시트(항목별 n수×서브Gr) 
・ 부품 데이터시트(왼쪽 페이지 참조)

＜통계량＞
・ 최대값
・ 최소값
・ 평균값
・ 표준편차
　S, Rbar/d2
・ 공정능력
　Cp, Cpk, Pp, Ppk
・ 결점률
・ 평균 ±3σ/4σ/6σ 
　외

텍스트 정보(항목정보, 연산결과)

항목명칭, 측정값, 오차값, 상하한값, Cp, Cpk, 
Pp, Ppk, 표준편차, 평균, 최대값, 최소값, 
결점률 등(임의로 선택 가능)

차트 표시(각종 관리도 등)

X - R  관리도 ,  X - S  관리도 ,  X - R s  관리도 , 
히스토그램 ,  계층  구조  차트 ,  런  차트 , 
프리컨트롤  차트 ,  통계량  등(임의로  선택 
가능)

합불 판정을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

말풍선 외곽선 색이 합불 판정 결과와 연동

체크 항목은 모두 1번 시트에 출력됩니다.

녹 황 적

공차 벗어나기 
직전 공차 벗어남OK 

계측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의 일원화  분산된 데이터를 집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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