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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CNC 로크웰 경도계

HR-600 시리즈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디자인, 

다양한 측정을 가능케 하는 기능성으로 

경도 시험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진화, 그 너머로

하이엔드 CNC 로크웰 경도계

로크웰 경도 시험과 브리넬 경도 시험을 따로 사용하던

시험기의 기능을 1대로 집약하여 다양한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미쓰도요는 고분해능 스케일 검출 타입 로드셀을 자체 개발하여

고정도 시험력 피드백 제어를 실현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조작성과 조형미를 모두 갖춘 첨단 기술을 구현한 디자인.

기존의 경도 시험의 상식을 뛰어넘는 HR-600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HR-6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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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이동형 로크웰 경도계의  

표준 모델

최대 적재 무게 100kg

측정물 높이 250mm

깊이(압자 중심으로부터) 

220mm

시험 하중 3~187.5kg

시험력 29.42~1839N

마이크로 브리넬과 플라스틱 경도 시험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로크웰 경도계

최대 적재 무게 100kg

측정물 높이 250mm

깊이(압자 중심으로부터) 220mm

시험 하중 1~250kg

시험력 9.807~2452N

HR-610A HR-620A

마이크로 브리넬과 플라스틱 경도, 다점 검사도 가능한  

Y축 탑재 전자동 다점 로크웰 경도계

최대 적재 무게 100kg

측정물 높이 250mm (X축 스테이지 탑재 시: 165mm)

깊이(압자 중심으로부터) 220mm

시험 하중 1~250kg

시험력 9.807~2452N

HR-620B

LINE-UP
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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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면 PC 모니터상에서 계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PC TYPE

기능은 HR-620B와 동일.

최대 적재 무게 100kg

측정물 높이 250mm (X축 스테이지 탑재 시: 165mm)

깊이(압자 중심으로부터) 220mm

시험 하중 1~250kg

시험력 9.807~2452N

※HR-620B는 X축 스테이지(옵션)를 장착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HR-620B (PC TYPE)

1대로 로크웰 경도, 브리넬 경도 시험이 가능  

현장에서의 사용 편의성 추구

로크웰 경도계의 표준 모델을 비롯하여, 플라스틱 경도와

마이크로 브리넬 경도 시험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로크웰 경도계.

Y축 탑재로 전자동 다점 로크웰 경도 시험도 가능한 모델 라인업.

금속에서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정 현장에서의 사용 편의성을 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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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기능미를 갖춘 

새로운 디자인

측정물을 얹는 테이블, 상하 이동 헤드. 조작성과 

사용감을 추구한 형태와 새로운 디자인.

사용자 입장에서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제품 전

체 구조를 연구하여 기능미를 갖춘 새로운 디자

인은 미쓰도요의 도전적인 자세를 구현하고 있

습니다.

5



미쓰도요 최초의 헤드 이동형

테이블이 커져 측정 폭도 확대

대형 측정물도 쉽게 세팅 가능

테이블이 작고 폭이 좁기 때문에 큰 측정

물을 얹어 측정할 수 없습니다.

최대 적재 무게 20kg　

깊이(압자 중심으로부터) 150mm

테이블이 크고 폭이 넓기 때문에 큰 측정물을  

그대로 얹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 무게 100kg　

깊이(압자 중심으로부터) 220mm

실린더 블록 같은 큰 측정물을 그대로 테이블에 세팅 

가능. 최대 적재 무게가 100kg로, 무거운 측정물까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HR-600 시리즈

디자인이 변화시킨 측정의 다양성

미쓰도요  최초의  헤드  이동형으로 ,  이동  거리 

210mm, 구동 속도 10mm/s입니다.

10 mm/s
Z축 이동형［구동부］

40 mm

210 mm  
Z축 이동형［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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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IECE
금속에서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정물에 사용 가능

크랭크 샤프트나 실린더 블록 등 단단한 금속 측

정물을 비롯하여 브레이크 패드, 플라스틱 부품 

등 부드러운 측정물까지 다양한 측정물에 사용 

가능. 단 한 대로 로크웰 경도 시험과 브리넬 경

도 시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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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부품크랭크 샤프트

실린더 헤드 기어

실린더 블록 브레이크 패드

플라스틱 경도 시험 규격에 

필요한 시험력 부하/유지/ 부

하 제거/판독 같은 일련의 시

퀀스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하 이동으로 측정물과의 

간섭을 피하면서 시험. 고정 

스테이지에 슬라이드 세팅 

지그를 탑재하여 효율적으

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승강 테이블 타입에서는 시

험이 어려웠던 무거운 대형 

실린더 헤드도 고정 스테이

지에 세팅하여 시험 가능합

니다.

기어의 잇줄, 엣지, 축 부분 

등의 열처리 후 경도를 여러 

군데 시험하는 것도 가능합

니다.※

승강 테이블 타입에서는 시

험이 어려웠던 무거운 대형 

실린더 블록도 고정 스테이

지에 세팅하여 시험 가능합

니다.

구 압자를 사용한 HRR이나 

HRS 외에 각종 스케일을 지

원※합니다.

※ 다점, 다수 일괄로 시험 가능한 Y축 스테이지 이동 
타입, X축 스테이지(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



USABILITY
편리성과 사용감이 향상되어 

측정·해석 시간을 단축

표시부 화면은 확인할 내용에 맞춰 5개의 화면

(P10 참조)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바로 시험 결

과를 볼 수 있습니다. 터치 패널 조작 방식이므로 

사용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경도 스케일의 직접 

선택이나 여러 점의 시험 결과 해석에 도움되는 

통계 연산 기능 등 측정·해석에 편리한 기능을 다

수 탑재. 편리성이 향상되어 측정 및 해석 시간 

단축 등의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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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시험 위치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 간단한 조작으로 조미니(Jominy) 시험 등의 
다점 시험도 가능한 화면입니다.

시험 결과와 스케일만 표시하고 시험 조건도 한눈

에 알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에서의 반복 시험

에 적합합니다.

표준 조작 화면에서는 시험 결과와 시험 조건을 
표시. 각종 정보를 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임의로 지정한 여러 시험 부위의 평균 경도를 크게 
표시합니다. 여러 시험 부위의 평균 경도를 구하는 
용도에 적합합니다. 5점의 평균이 크게 표시됩니다.

표준 조작 화면 심플 화면 다점 시험 화면 목록 화면(평균값)

원통이나 구 등의 곡면 형상 시료에 대한 곡면 보

정 기능을 장착. 평면 형상의 시료를 비롯하여 다

양한 형상의 경도 시험이 가능합니다.

시험력과 압자의 조합으로 결정되는 경도 스케일

을 터치 패널에서 직접 선택. 초기 시험력과 전 시

험력은 선택한 스케일에 맞춰 자동 설정됩니다.

가장 가까운 5점의 시험 결과 이력을 목록 형식으

로 표시. 시험 결과의 전후 관계나 편차, 평균값을 
확인하는 용도에 적합합니다.

공업 재료의 경도 시험에 따른 품질 관리 분석에 
이용되며 여러 점의 시험 결과 해석에 도움되는 
최대, 최소, 평균값, 표준 편차 등의 통계 연산 기

능입니다.

목록 화면(5점 표시) 경도 스케일 직접 선택 기능 시료의 곡면 보정 기능 통계 연산 기능

전환 표시 방식의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조작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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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AVPAK V3
원활하고 효율적인 측정 실현

AVPAK를 사용함으로써 파트 프로그램을 통한 

XYZ 방향의 자동 다점 시험이 가능합니다.

측정 기기의 외부 제어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

어입니다. PLC에서 RS-232C 통신/LAN을 통해 측정 
기기의 상태 감시와 제어가 가능합니다.

시험 결과의 성적서 작성이 가능하고 철강 재료의 
경화층 평가에 최적인 소프트웨어. 가공 경화, 잔

류 응력 평가에 편리한 2차원 분포 표시 기능이 장

착되어 있습니다.

측정 기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일원 관

리하여 통계적 처리를 함으로써 『품질 가시화』를 
실현하는 품질 관리의 IoT 플랫폼입니다.

측정 데이터를 무선 통신으로 전송하고 범용 소프

트웨어(엑셀, 메모장)에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입

니다.

MeasurLink 

〈계측 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

U-WAVE 

〈측정 데이터 무선 통신 시스템〉

FORMEio 
〈외부 통신 프로그램〉

EXPAK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 AVPAK을 지원하기 위해 FORMEio의 버전업

(V4.0 이상 지원)도 실시합니다.

■디스플레이 유닛 타입용

기타 소프트웨어

■AVPAK(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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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현장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

HR-620B에 X축 스테이지를 장착하고 로봇과 연동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측정물 세팅부터 검

사 결과에 따른 분류까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PLC※

제어

로봇·컨베이어 등

반송 무거운 것도 신속하게 집어내어
반송합니다.

【각종 기기】【각종 기기와의 연결】

RS-232C/LAN

라이트 커튼·시그널 타워 등안전

대책
위험 및 이상을 감지하면
라인을 멈춰 안전을 유지합니다.

비전 카메라·센서 등

인식 카메라로 이미지를 인식하고 센서로
양품과 불량품을 판별합니다.

외부 연결되어 있는 각종 
기기를 프로그램으로 
제어합니다.

컨트롤

공장 생산 라인에서의 로크웰 경도계의 자동화 예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HR-620B+X축 스테이지

AVPAK V3

FORMEio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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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제어용 소프트웨어 AVPAK

V 앤빌

시험기용 테이블 A

표준 타입의 HR-610A, HR-620A용 테이블입니다.

시험기용 테이블 B

HR-620B용 테이블입니다.

디스플레이 유닛

기능이 다양한 컬러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유닛입니

다. HR-610A, HR-620A는 표준 액세서리, HR-620B는 

옵션 액세서리입니다.

X축 스테이지

스테이지 이동 범위는 160mm와 300mm의 2가지 모

델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제어부터 상황, 결과까지를 일련의 흐름

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축 시료의 시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원통 직경: ø20mm

최대 원통 직경: ø55mm

다종류 시험이 가능하며 

특수한 시험도 지원

현장에서의 확인, 원격 조작이 가능한 소프

트웨어용 PC, 형상 및 용도가 다른 시료에 적

합한 V 앤빌 등 편리한 옵션을 준비.

단단한 금속, 얇고 부드러운 플라스틱 등의 

다종류 시험이나 여러 소재의 일괄 시험 등 

특수한 시험을 지원합니다.

최대 적재 무게: 50kg

캐스터: 4곳

외관 치수(W×D×H): 760×560×642mm

캐스터: 4곳

외관 치수(W×D×H): 910×820×64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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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데이터 입력 유닛 
USB 인풋 툴 다이렉트 USB-ITN

콘택터(대)

측정 데이터 무선 통신 시스템 
U-WAVE(유 웨이브)

PC에 연결하기만 하면 엑셀, 메모장 등에 측정 데이

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로 간단히 PC에 불러올 수 있

습니다.

압자의 직경이 ø5mm, ø10mm, 1/4", 1/2"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디지매틱 미니 프로세서 DP-1VA LOGGER

측정 데이터의 인쇄, 통계 연산이 가능하고 휴대할 

수 있는 소형 프린터입니다. 데이터 로거 기능이 있

어 최대 1,000점의 데이터를 본체에 기억하고 USB 

케이블로 PC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바이드 구 압자(브리넬)

브리넬/HBT 경도 시험용 ø1mm, ø2.5mm, ø5mm, 

ø10mm의 4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풋 스위치 

U-WAVE-T U-W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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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측정기

정밀 센서

화상 측정기

경도계

형상 측정기

스케일

광학 기기

측정공구・측정기준기・계측시스템

1910(1)e-(TW)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