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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도・빠른 속도, 고효율 측정 실현
측정물의 반사율에 관계없이 안정된 형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 부문에서는

시제품 부문에서는

생산 부문에서는

비접촉 레이저 프로브의 등장으로

검사 설비로 사용하던 3차원 측정기가 
개발 / 시제품 / 생산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산 설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양산품의 품질 편차를 관리하거나 해석 데이터를 이전 가공에 피드백하여, 형상 수정용 
데이터 등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AD 데이터와 대조는 물론, 부품 간섭이나 클리어런스, 가공 세팅의 최적화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시제품부터 양산품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모델이나 CAD 데이터가 없는 제품도 측정 점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 
설계를 통해 개발 프로세스가 대폭 효율화됩니다.

SurfaceMeasure 시리즈에는 
레이저 조사 방식이나 측정 범위가 각각 다른 7종이 
라인업되어 있습니다. 측정물의 형상이나 운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레이저 프로브를 고객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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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레이저 프로브도 Mitutoyo Quality
 측정 대상물의 색상이나 광택 여부와 상관 없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720 방향의 위치 결정 제어를 통해 복잡합 측정물도 
최적의 자세로 고속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토 프로브 체인저 ACR3 를 이용하면 “비접촉 측정 / 
접촉 측정”을 구분하여 전자동 측정이 가능해 집니다.

■ 레이저 강도 및 카메라 감도 조정을 자동으로 실시하므로 
색상이 혼재된 경우나 반사율이 각각 다른 물체도 안정된 
형상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컬러 샘플판 측정

광택물 측정

CNC 3차원 측정기용으로 개발된 경량 고성능 비접촉 레이저 프로브입니다.
통신을 디지털화하여 신호 열화로 인한 계측 정도에 영향을 배제함과 동시에 계측 속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재질에 따라 적절한 레이저 강도나 카메라 감도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파우더가 필요 없는 측정을 
실현하여, 보다 쉽고 편리한 레이저 스캐닝 환경을 제공합니다.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얻은 압도적인 정보량(측정 점군 데이터)은 손쉬운 제품 제작을 도와줍니다.
치수 측정에 머무르지 않고, 시판 중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점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 구조/유체 해석, 
조형기로 데이터 전송 등, 디지털 엔지니어링용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우더리스 고속 스캐닝

고속 스캐닝

신뢰성

Hybrid 측정

전자동 측정

파우더리스 측정

※레이저 프로브에 전원 공급 포트 부착 ACR3(특주 사양)을 
이용하면 레이저 프로브를 아이들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 품질 보증 업무를 지원하는 3차원 측정기가 베이스
・ 접촉식 프로브로 비접촉 측정 데이터 검증 가능

・  점 측정으로 면을 측정함으로써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형상을 가시화

・ 요구 정도나 형상에 맞춘 접촉/비접촉 사용 구분

・ 툴 체인저로 자동 교환
・ 측정에서 보고서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을 프로그램화

측정물

비접촉 3차원 측정기의 특징: 3가지 키워드

제
품 

제
작

사
이
클

청색
적색

녹색
금색

구리색
은색

보라색

흑색

■플라잉 스팟 형식은 엣지 부분 측정에도 뛰어난 형상 
재현성을 실현하였으며, 등급 최고 스캐닝 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SurfaceMeasure 201FS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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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Measure 시리즈 사양
요구 정도, 측정 속도, 측정 영역의 조합으로 최적의 SurfaceMeasure를 제안해  
드립니다.

3차원 측정기 제조사가 제안하는 비접촉 레이저 프로브입니다.
●CNC 3차원 측정기(CRYSTA, STRATO 시리즈, 기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rfaceMeasure 라인업

사 양 프로브의 장점과 적용 사례

측정 영역

사  양 SurfaceMeasure
403

SurfaceMeasure
1110

SurfaceMeasure
201FS

레이저 조사 방식 라인 레이저 플라잉 스팟

측정 폭 40mm 110mm 최대 23mm

측정 깊이 30mm 100mm 15mm

작동 거리 6 mm 155mm 57.5mm

스캐닝 오차 ※ 8µm 9µm 1.8µm

데이터 취득 속도 60,000점/초 300,000점/초 25,000점/초

무게 430g 440g 500g

레이저 클래스

EN/IEC Class2  [ EN/IEC 60825-1(2014) ]

JIS Class2  [ JIS C 6802 : 2014 ]

매체 적색 반도체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

측정용 레이저
파장 660nm 670nm

출력 4mW 2.5mW 1mW

가이드용 레이저
파장 — 635nm —

출력 — 1mW —

※당사 지정 검사 방법에 의함. (1σ/구 측정), 프로브 단품 오차

1110403 201FS

SurfaceMeasure 특   징 적용 사례

403 700사이즈의 CNC 3차원 측정기에도 사용 가능 작은 부품, 고정도 부품

1110
데이터 취득 속도가 기존 대비 4배, 깊이가 있는 측정물,

광범위한 측정 시간 단축에 유효

카 바디, 이너 패널, 주조품,
항공기 바디, 블레이드

201FS
플라잉 스팟 방식 레이저 조사, 다중 반사에 강함

SurfaceMeasure 시리즈 중 최고 정도 모델
작은 부품, 고정도 부품

15

50
57.5

201FS
고감도·범용 측정

40

30
5166

403
범용 측정

18
3

14
7.

5

110

(68)

10
0

10
6.

5

15
6.

5

1110
범용 측정

2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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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SurfaceMeasure를 장착한 CNC 3차원 측정기로 점군 데이터를 계측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스캐닝 시작점, 스캔 길이, 스캔 폭의 3점을 정의하기만 하면 스캐닝 패스를 생성합니다.

●3점 지정은 카메라 프리뷰를 확인하면서 J/S를 조작하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화면 상의 점군 또는 마스터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마우스로 지정하면 3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측정 패스 생성이나 남은 
데이터부의 재측정 지정 등에 편리하며, 측정 공수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비접촉 측정을 통한 평가는 우선 성형된 부품 표면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품 표면에서 얻을 수 있는 고밀도 점군은 MSURF를 통해 「기하 요소 추출」, 
「자유 곡면 및 단면 형상 평가」, 「마스터 데이터와의 비교 대조」 등의 데이터 
해석에 이용됩니다.

또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활용하면 3D 데이터가 핵심이 되는 “제조 사이

클”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J/S의 버튼을 사용하여 스캐닝 패스를 설정・실행하거나 
매크로에 등록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PC를 조작하지 않아도 측정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대형 3차원 측정기의 경우에는 작업 효율이 극단적으로 
향상됩니다.

■MCOSMOS에서 MSURF-S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MCOSMOS에서 작성한 측정물 좌표계를 MSURF-S에서 
이용할 수 있어 “접촉식 측정 / 비접촉식 측정”을 융합한 
전자동 측정이 가능합니다.

■스캐닝 패스는 측정 매크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측정 매크로는 오버라이드 기능을 통해 측정 
조건을 부분 변경하거나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브 매크로 기능은 동일 측정물을 여러번 측정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측정 조건과 3차원 측정기 사양에서 측정 매크로의 실행 
시간을 산출합니다.

■MSURF V5.3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On line Off line
MSURF-S

RUN
MSURF-S

1
MSURF-S

2
MSURF-S

3
MSURF-G

1
MSURF-G

2
MSURF-G

3
MSURF-I

PRO

MSURF-S    ○ ○ ○ ○

MSURF-G   ○ ○ ○

MSURF-I ○

MSURF-I Option    ○ ○ ○ ○

MSURF-MESH PRO     ○ ○ ○ ○ ○

MSURF-PLANNER※1    ○ ○ ○ ○

MSURF-PLANNER RUN※1 ○

※1:  MSURF-PLANNER에서 생성한 측정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별도의 「MSURF-PLANNER RUN」이 필요합니다.
※MSURF 시리즈는 Windows7(64bit) 또는 Windows10(64bit)에서 동작합니다. (2021년 2월 시점)

MSURF(엠서프)는 비접촉 레이저 프로브 SurfaceMeasure를 사용할 때, 측정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플랫폼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점군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점군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MSURF V5.3

 MSUR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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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점군 데이터를 불러와 데이터 해석 또는 설계값(CAD 데이터 불러오기 대응)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오차 컬러 맵 내벽 두께 컬러 맵

단차/틈새 평가 
단면 평가(치수 계산)

면의 곡률 평가 

■CAD 데이터 불러오기

●STEP, SAT 형식을 표준 지원합니다.
●옵션으로 CATIA V4, CATIA V5, ProEngineer, Unigraphics, 

VDAFS, Parasolid, Solidworks, IGE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면 형상 비교
●점군 또는 메시와 마스터 데이터를 잘라 단면 형상 비교나 

각도, 거리, R 등의 치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한 조작 순서 매크로 작성

●오토메이션 기능으로 측정 매크로 실행을 포함한 조작 
순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측정부터 평가, 보고서에 이르는 일련의 
조작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면 형상 비교

●점군 또는 메시 데이터와 CAD 데이터를 비교하여 면 형상의 
오차를 컬러 맵으로 표시합니다.

●내벽 두께를 컬러 맵으로 표시할 수 있어, 기존처럼 실제 
측정물을 절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 캘리퍼 형상을 정의할 수 있어 다양한 단차와 틈새 
평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면의 곡률 평가에서는 예를 들어 지정된 치수 공차 내의  
각 R 평가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MSURF-S의 오프라인 버전입니다. CAD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전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 실물이 
준비된 시점에 즉시 측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매크로 작성을 위해 측정기를 점유할 
필요가 없어 측정기의 가동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MSURF-G는 MSURF-S와 조합할 수 없습니다.

■ 점군, 메시에 대한 필터링과 같은 각종 조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표준 기능에 비해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메시 솎아내기, 강조, 홀 
메우기, 클린 등 표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SURF-MESH PRO는 MSURF-I의 옵션 기능입니다.

■ MSURF-Planner로 작성한 측정 매크로를 실행/
편집하기 위해 필요한 옵션입니다.

　※ MSURF-Planner Run은 MSURF-S 또는 MSURF-G에 추가하는 
옵션입니다.

　※ MSURF-Planner가 도입된 PC에는 본 옵션은 불필요합니다.

■ MSURF-PLANNER는 3D CAD 데이터에서 라인 레이저 
프로브용 측정 매크로(면 형상, 요소 형상)를 자동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측정 패스는 최적화(이동 경로, 프로브 헤드 회전 횟수 
등)된 내용이므로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MSURF-PLANNER에 의한 측정 매크로 자동 생성

MSURF-I MSURF-G

MSURF-MESH PRO

MSURF-PLANNER

MSURF-PLANNER RUN



3차원 측정기

정밀 센서

화상 측정기

경도계

형상 측정기

스케일

광학 기기

측정공구・측정기준기・계측시스템

2104(1)a-(HA)Y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