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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번호 KR006

표면 조도/윤곽 형상/진원도·원통 형상 측정기

형상 측정기 풀 라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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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410
스키드/스키드리스 측정과 단차 측정이 

가능한 소형 표면 조도 측정기의 진화

FTA-S3000
고성능, 사용 편리성이 뛰어난 표면 

조도 측정기로, 검출기를 증설하여 

복합기로 업그레이드

FTA-C3000/4000
고성능, 사용 편리성이 뛰어난 윤곽 

형상 측정기로, 검출기를 증설하여 

복합기로 업그레이드

FTA-D3000/4000
기기 한 대로 검출기를 교환하여 표면

조도와 윤곽 형상을 측정

RA-10
간단 조작, 경량 및 콤팩트 설계

RA-120
프린터가 내장된 소형 및 경제적 타입

RA-120P
해석 소프트웨어 ROUNDPAK으로

효율성이 향상된 소형 및 경제적 타입

SJ-210
경량 소형으로 심플 조작!

핸드 툴 감각의 소형 표면 조도 측정기 CV-2100N4
구동 길이 100mm의

스탠드 미부착 모델,

전용 스탠드(옵션) 부착하여 사용

CV-2100M4
구동 길이 100mm의 수직

이동 스탠드 모델. 스타일러스 

상하 조작 스위치도 탑재하여, 

조작성이 대폭 향상
PC 데이터 처리장치
해석 소프트웨어 FORMTRACEPAK으로

측정에서 해석까지의 효율 향상

SJ-500
구동 길이 50mm,
소형 고기능 사양

SV-2100
구동 길이 100mm,
모터 구동 스탠드 사양

전용 데이터 처리장치
알기 쉬운 표시와 
간단 조작 실현

SJ-310
작동이 쉽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소형 표면 조도 측정기의 결정판

자동 측정과 작업 처리량의 향상으로 측정의 효율화
파트 프로그램의 전환으로 측정물에 적합한 전용 측정기로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측정 시스템과 프로의 기술력을 재현하여 누구에게나 고정도 측정 환경을 제공

CNC 표면 조도 측정기

SV-3000CNC
CNC 표면 성상 측정기

SV-C4500CNC
※검출기 교환 타입

CNC 표면 성상 측정기

SV-C4500CNC HYBRID TYPE1
※비접촉 검출기 장착 가능

Y축 스탠드 이동형 CNC 표면 조도 측정기

SV-M3000CNC

SV-2100M4
구동 길이 100mm,
수동 스탠드 사양

PC 데이터 처리장치
다기능 해석
충실한 보고서 작성 기능

CS-3300
광범위한 고분해능 검출기를 탑재하여

윤곽 측정에서 표면 조도까지 폭넓게

대응

CS-5000CNC 
CS-H5000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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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2200CNC
고정도, 고기능 중형 CNC 모델

세계 최고 수준의 측정 정도와 검출 방향의 자동 전환으로 연속 측정이 가능, 측정 효율의 비약적인 향상

RA-H5200CNC
세계 최고급 정도를 자랑하는 CNC 모델

RA-6000CNC
대형 진원도 측정기의 클래스 중에서 

최고의 정도를 제공하는 CNC 모델

※모니터 암 타입

※회전 테이블 최대 하중 350kg

2112(1)A-(HA)PT

RA-1600
콤팩트한 본체와 넓은 측정 범위, 상위 

모델 수준의 정도

RA-2200DS/DH
중형 베스트셀러 모델

RA-2200AS/AH
고속 자동 센터링/레벨링 기능 탑재

RA-H5200AS/AH
세계 최고 수준의 정도, 고속 자동 

센터링/레벨링 기능 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