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 | T. 031-361-4200   F. 031-361-4201
(15808)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53-8, 6층(산본동, 금정하이뷰)

| 부산 | T. 051-324-0103   F. 051-324-0104
(46721)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9번길 8(대저2동)

| 대구 | T. 053-593-5602   F. 053-593-5603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301호(갈산동, 대구비지니스센터)

www.mitutoyokorea.com

PRECISION IS OUR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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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변화시켜,
제조를 변화시키다.

최적의 검사 환경 개발, 핵심 보유 기술을 응용한 현장의 공정개선,

측정 데이터의 활용으로 멈추지 않는 공장의 실현까지.

미쓰도요의 도전은 언제나 고객의 요구에 한 발자국 앞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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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34년, 신뢰의 기술을 기록한 시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쓰도요는 1934년 창업 이래, 「품질 제일」을 모토로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등의 측정 공구를 비롯하여

3차원 측정기, 형상 측정기, 화상 및 광학 기기 등 정밀 측정 기기를 글로벌 시장에 제공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받아 왔습니다.

길이 분야 정밀 측정 기기의 모든 종류와 라인을 갖춘 유일한 메이커로, 측정 기기의 생산뿐만 아니라

측정 기술 분야에서 세계 No.1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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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국내 제조 산업을 위해 다양한 측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국미쓰도요는 판매, 기술 및 수리 서비스를 주체로, 1994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미쓰도요의

한국 법인입니다. 약 80년간 축적된 본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정 솔루션을 국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부산, 대구에 위치한 M³ 솔루션 센터를 통해 다양한 회사들의 의뢰 측정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 기술 직원들이 상주하며 공구 및 기기의 수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경쟁력 있고 현실적인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4

미쓰도요 그룹 한국미쓰도요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쓰도요  Mitutoyo Corporation

본사 :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타카츠구 사카도 1-20-1
1934년 10월 22일

누마타 요시아키

정밀측정기기의 제조 및 판매

소 재 지

창 립 일

대표이사

사업내용

본사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53-8, 6층

부산 :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9번길 8
대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301호

1994년 7월 1일

임 흥래

무역, 정밀측정기기 판매 및 수리

한국미쓰도요 주식회사  Mitutoyo Korea Corporation

소 재 지

창 립 일

대표이사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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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utoyo Asia Pacific Pte. Ltd.
Regional Headquarters 

Mitutoyo Measuring Instruments (Suzhou) Co., Ltd. 

Mitutoyo America Corporation Head Office

60 countries

해외 네트워크

5 6

해외 네트워크

일본, 중국

한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체코, 헝가리,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대만, 중국,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일본 2,812명    해외 2,438명 (2020.12)

일본 연구 개발 본부,  츠쿠바 연구소  

독일 CTL    네덜란드 Research Center    

미국 Calibration Lab., , CTL, Micro Encoder, Inc.
멕시코 Calibration Lab.

5054명 전세계 세일즈 및 서비스 네트워크

전세계 교정센터전세계 연구 개발

전세계 직원 수  전세계 생산거점

60개국에 판매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쓰도요는 1963년 미국 뉴욕에 MTI 주식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30개국에

R&D, 제조, 영업, 기술 서비스 본부와 60개국에 판매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 및 지역에 특성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선두 측정기 제조사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Head office

Research and Development

Sales

Manufacturing

Mitutoyo Europe GmbH 



정밀 측정  
 으로 사회에 공헌

회사의 존재 의의와 경영의 기본 목적인 미쓰도요 그룹의 경영이념은 변하지 않는 전 사원의 마음의 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미쓰도요는 윤리규범 「미쓰도요 그룹 윤리 행동 기준」을 제정하여 당사의 존재 의의와 사회적 책임을

창업의 정신으로 돌아가 되묻고, 사시사훈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새로운 이념 체계를 정했습니다.

사시   「경영 이념을 실현 시키기 위한 회사 운영의 기본 방침」

“ 물건을 만들기 전에 사람 만들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 만들기 ”

좋은 인간
물건을 만들기 전에 우선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기술
좋은 기술은 좋은 인간에 의해 창출된다. 

좋은 환경
좋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육성할 

좋은 환경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자비
자비만으로는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지혜
지혜만으로는 냉정해지기 쉽다.

용기

사훈   「경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지침」

誠實성실

‘성실’이란, 말이나 행동에 거짓이 없으며,

진심을 담아 그 일에 임하는 것. 

深慮심려

‘심려’란,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바른 결단을 내리는 것. 

敢鬪감투

‘감투’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끝까지 단념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것.

경영 이념

미쓰도요의 기업 정신

용기만으로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않을수 있다.  

미쓰도요라는 단어는 세가지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세계와 의미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소망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으로 미쓰도요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 이 세 자질이 합해지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7

경영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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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마킹 준수 | 미쓰도요의 각 공장은 상품의 안전 품질 향상을 위해 유럽연합의 기계 지령, EMC 지령 및 저전압 지령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상품에 CE 마크를 표시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 앱솔루트 리니어 엔코더 | 전원을 OFF로 해도 전원 ON 후의 재 세팅이 불필요하며, 스케일 상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읽어내는 절대 위치 방식인 앱솔루트는 미쓰도요의 기술입니다.

| 독립 준수 확증 | 미쓰도요 제품에 매겨지는 IP65, IP66, IP67 보호 레벨 등급은 독일의 인정기관 TUV Rheinland사의 IP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 검사 인증서를 첨부하여 측정 기기 발송 | 미쓰도요는 정밀 측정 기기 종합 메이커로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검사 데이터를 기재한 검사 성적서를 첨부해 측정 기기를 출하합니다. 

소급 시스템 

미쓰도요는 ISO/IEC 17025 국제 표준에 의해 인증된 사내 교정 조직을 통한 소급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길이 표준은 최고 수준에서 국가 

표준 (UTC와 광학 주파수 빗에 동기화된 원자시계)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 표준은 CIPM과 인증 교정 조직은 ILAC와 상호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미쓰도요 제품에 대한 소급 시스템을 확립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혁신

기반 기술

측정 기술 (Measuring Technology)

종합 정밀 측정 장비 생산자로써, 초고정밀 측정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서 기술 (Sensor Technology) 

측정 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센서 및 스케일도 미쓰도요 일본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제어 기술 (Control Technology)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교한 조합으로 미쓰도요만의 독자적인 제어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전자 공학 기술 (Electronics Technology)

공장의 노무를 절약하며, 더욱 빠르게 높은 정도의 실현을 위하여 전자 공학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계 기술 (Mechanical Technology) 

CAD/CAE, 성형, 주물, 판금 성형, 도색 및 머시닝 센터를 포함한 광대한 분야의 기계 기술을 적용합니다.  

광학 기술 (Optical Technology)

측정 기기의 눈이라 불리는 광학 분야를 발전시켜 고정밀 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Software Technology)

3차원 측정기 및 여러 분야의 측정 기기용 소프트웨어를 내부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미쓰도요 기술
100년 앞을 바라보는 혁신을 만들어 나갑니다

기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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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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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품질
의 교정 서비스 제공

한국미쓰도요 부산지점은 KS Q ISO/IEC 17025:2006에 의거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써

측정 기기의 교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려면
장비를 소급성이 유지되는 표준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한국미쓰도요 부산지점의 표준기와 교정 절차는 ISO 규정 및

국내 표준 교정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측정 불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내 유수의 교정기관 소급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BIPM

KRISS or
Mitutoyo

한국미쓰도요

산업체(현장측정기)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위와 
표준을 유지하는 국제기구

국가측정표준(KRISS) 또는
미쓰도요에 소급된 표준기 사용

3차원 측정기 화상 측정기 형상 측정기 진원도 측정기 촉침식 표면 조도 측정기 측정공구

12

교정 서비스



제품 안내 제품 안내

3차원 측정기 (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3D 좌표를 디지털화하여 복잡한 치수와 형상을 고정도로 해석  

화상 측정기 (Vision Measuring Systems) 

CCD 카메라 관찰로 미세 부품 등의 치수와 형상을 3D 측정 

형상 측정기 (Form Measurement)

표면의 거칠기, 윤곽 형상, 진원도 및 원통도 등의 평가 

광학 기기 (Optical Instruments)

광학 장치로 대상물을 확대하여 각도, 길이의 검사 및 측정 

경도계 (Hardness Testing Machines)

시험력을 가해 생긴 표면적 또는 반발력으로 대상물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

13

3차원 측정기

화상 측정기

형상 측정기

14

미쓰도요의 정밀 측정 기술,
고객의 미래를 창조하는 솔루션



제품 안내

15

제품 안내

측정 공구 (Small Tool Instruments)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등 누구나 쉽게 측정 가능한 1D 핸드툴  

측정 기준기 (Measurement Reference & Calibration)

신뢰 높은 측정값을 얻기 위한 소급성을 갖는 표준값의 제시 

계측 시스템 (Measurement Data Management) 

통계적 공정 관리, 스마트 팩토리 실현을 위한 측정 데이터 관리의 일원화  

정밀 센서 (Precision Sensor) 

동시 다점 자동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접촉식 센서 및 비접촉 레이저 측정 

리니어 인코더 (Linear Encoders) 

각종 장치의 위치 결정 등을 위해 직선의 변위량을 디지털화하는 스케일

세계에서 인정받는

정밀 측정의 기준, 미쓰도요

16

측정 공구

측정 기준기

계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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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³ Innovation

18

M2M
경계를 초월한 플랫폼 실현  

Manage
측정 데이터의 다음 변화 

Measure
측정으로 스마트 팩토리화 지원 

미쓰도요는 IoT를 활용한
제조의 Innovation을 제안합니다

좀 더 라인 가까이에서.

머신의 바로 옆에서.

미쓰도요는 “측정은 검사실에서”라고 하는 

기존의 상식에 도전해, 생산 라인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정밀 측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공부터 검사까지의 공정이

완전히 자동화된 환경도 실현 가능하게.

스마트 팩토리 시대의 새로운 측정 형태입니다.

기기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고도의 처리·제어를 수행하는 

M2M(Machine to Machine).

미쓰도요는 사양이나 통신규격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기기와 측정기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를 횡단적으로 활용하는

고객 중심의 플랫폼을 실현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의 대처가 아니라 

항상 문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한 “한발 앞선 관리”를 위해,

기기 상태를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SMS)이나

측정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시스템(MeasurLink)을 제공.

'측정'뿐만 아니라 '제조'에 관한

문제 해결에 공헌합니다.

M³ Innovation

Measure | measuring precisely
M2M         | machine-to-machine connection
Manage  | managing measurement data & measuring machine

스마트 팩토리 실현 지원

M³ Innovation
Measure[측정의 효율화], 

M2M[사양·규격을 초월한 네트워크 구축], 

Manage[측정데이터의 분석·활용]이라는 

"3개의 M"을 컨셉으로 세계의 제조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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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과제 해결

가장 간단하고 적절한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기본 장비 하나만으로는 모든 측정 과제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영업 기술팀에서는 미쓰도요 장비를 응용하여 가장 간단하고 적절한 측정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고민합니다. 영업 기술팀에서는 최신 측정 기술 및 고객사의 납품 경험에 의해 증명된

측정 기술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아무리 복잡한 과제에도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정 능력, 생산력, 하부 라인의 확장 계획 수립 시, 최신 측정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조합하여 

환경에 최적화 된 자동 측정 시스템 구성 상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 솔루션 기술 지원

어떠한 복잡한 과제에도 주저하지 않는 최고 레벨의 
기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국미쓰도요는 측정 제품 제공에 앞서 귀사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에 대해 먼저 연구합니다. 

한국미쓰도요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서비스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 본사에서 트레이닝 받은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각 사무소에 상주하며 

   설치, 교정 및 수리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잡한 과제에도 주저하지 않는 최고 레벨의 기술 전문가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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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도요의 M³ 솔루션 센터는 최신 측정 기술을 소개하는 곳으로,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측정에 관한

폭넓은 상담 및 과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의 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M³ 솔루션 센터에서는 상품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밀 측정 전반에 관한 심화된 기술 상담, 측정 실연,

측정 의뢰 등을 통해 정밀 측정 기기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M³(M Cube)는 
Mitutoyo / Measurement / Metrology의 
3개의 M을 뜻합니다

M³ 솔루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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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경기)

부산

대구

본사 1층에 위치한 M³ Solution Center입니다. 

다양한 정밀 측정기의 전시와 함께 고객의 측정과제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1년 내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정밀 측정실이 있습니다.

부산 지점 1층과 2층에 위치한 M³ Solution Center입니다. 

자동차 산업용 인라인 전수 검사 시스템을 포함한 각종 인라인 측정기와 

온도와 습도가 기준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 고수준 항온실이 있습니다.

대구 지점 사무실 내에 위치한 M³ Solution Center입니다. 

표준 3차원 측정기, 화상 측정기, 형상 측정기와 다양한 종류의 측정 공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M³ 솔루션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