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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S
543 시리즈 — 이코노믹 디자인

특징
• 표준 2 시리즈 다이얼 
인디케이터와 같은 컴팩트 
사이즈.

• ID-S는 전원을 켜면 원점에서 
스핀들의 절대 위치를 표시하며 
측정을 시작한다.

543-690

• ORIGIN 버튼으로 초기 영점 설정을 
한 후에는 배터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더 이상 절대 위치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

• 앱솔루트 엔코더 사용으로 
스핀들의 오버스피드로 인한 측정 
에러의 염려가 없다.

• SPC 데이터 출력. 테크니컬 데이터
정도:  사양 목록 참조 (양자화 오차 제외)
분해능:  0.01mm, 0.001mm, .0005"/0.01mm,  

.0001”/0.001mm 또는 .00005”/0.001mm
디스플레이: LCD
길이 표준:  앱솔루트 전자기 캐퍼시턴스 타입 

리니어 엔코더
최대 응답 속도: 무제한
측정력:  사양 목록 참조
스템 직경:  8mm (ISO/JIS 타입) 또는 3/8” (ANSI/AGD 

타입)
측정자:  M2.5×0.45 (ISO/JIS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4-48UNF (ANSI/AGD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배터리: SR44 (1 개), 938882
배터리 수명: 연속 사용시 약 20,000시간
방진/방수 보호 등급:  IP42 (IP53: 543-694, 543-695, 

543-696)

기능
원점 설정, 영점 설정, 카운팅 방향 변환, 자동 
전원 ON/OFF, 데이터 출력, 인치/미리 변환 
(인치/미리 모델)
경보음:  배터리 저전압, 카운팅 값 조합 에러시, 

오버플로우 에러

옵션 액세서리
905338: SPC 케이블 (1m)
905409: SPC 케이블 (2m)
903424: 스핀들 리프팅 레버 (ISO/JIS 타입)
903425: 스핀들 리프팅 레버 (ANSI/AGD 타입)
540774: 스핀들 리프팅 케이블
125317: 스페어 러버 부트 (방진 타입의 경우)
02ACB610: 포스트 백 세트
02ACB630: 어저스트 백 세트
02ACB640: 옵셋 백 세트
02ACB650: 마그넷 백 세트
02ACB670: 스크루 백 세트
02ACB680: 랙백 세트
––––––: 측정자 (264 페이지 참조)

치수

사양
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러그센터백 
커버,플랫백 커버 포함)

측정범위 정도 측정력 비고

0.001mm 543-690 543-690B 12.7mm 0.003mm 2.0N 또는 미만 —
0.001mm 543-694 543-694B 12.7mm 0.003mm 2.5N 또는 미만 방진

0.01mm 543-681 543-681B 12.7mm 0.02mm 2.0N 또는 미만 —

인치/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러그센터백 
커버,플랫백 커버 포함)

측정범위 정도 측정력 비고

.00005”/0.001mm 543-691 543-691B .5” .00012” 2.0N 또는 미만 —

.00005”/0.001mm 543-695 543-695B .5” .00012” 2.5N 또는 미만 방진

.00005”/0.001mm 543-692 543-692B .5” .00012” 2.0N 또는 미만 —

.00005”/0.001mm 543-696 543-696B .5” .00012” 2.5N 또는 미만 방진

.0001”/0.001mm 543-693 543-693B .5” .00012” 2.0N 또는 미만 —

.0005”/0.01mm 543-682 543-682B .5” .0008” 2.0N 또는 미만 —

.0005”/0.01mm 543-683 543-683B .5” .0008” 2.0N 또는 미만 —

(상세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단위: mm

주 1: 인치 타입 (ANSI/AG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는 
미리 타입 (ISO/JIS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와 
부분적으로 다르다.

주 2: 인치 타입 (ANSI/AGI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에는 
직경 3/8˝의 스템과 측정자용 
#4-48UNF 나사 마운트가 
제공된다.

ISO/JIS 
타입

ISO/JIS 타입 ANSI/AGD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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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인치 타입 (ANSI/AG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는 미리 타입 
(ISO/JIS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와 부분적으로 다르다.

주 2: 인치 타입 (ANSI/AGI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에는 직경 3/8˝의 
스템과 측정자용 #4-48UNF 나사 
마운트가 제공된다.

앱솔루트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U
575 시리즈 — 슬림한 이코노믹 디자인

특징
• 얇고 저렴한 디지털 인디케이터.
• 대형 LCD 및 간단한 키 조작.
• ID-U는 전원을 켜면 원점에서 
스핀들의 절대 위치를 표시한다.

• 전원이 꺼진 후에도 원점을 
기억하기 때문에, ID-U는 처음 
원점을 설정한 후에는 배터리 
수명이 다할 때까지 더 이상 절대 
위치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 디자인이 콤팩트하고 배터리 
수명이 길어서 측정 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데 이상적이다.

• 앱솔루트 엔코더 채용으로 스핀들 
오버스피드의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며 전기 노이즈 간섭 에러를 
방지한다.

• SPC 데이터 출력.

테크니컬 데이터
정도: 사양 목록 참조 (양자화 오차 제외)
분해능: 0.01mm 또는 .0005"/0.01mm, 
디스플레이: LCD
길이 표준:  앱솔루트 전자기 캐퍼시턴스 타입 

리니어 엔코더
최대 응답 속도: 무제한
측정력: 사양 목록 참조
스템 직경:  8mm (ISO/JIS 타입) 또는 3/8” (ANSI/AGD 

타입)
측정자:  M2.5×0.45 (ISO/JIS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4-48UNF (ANSI/AGD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배터리: SR44 (1 개), 938882
배터리 수명: 연속 사용시 약 20,000시간
방진/방수 보호 등급: IP42

기능
원점 설정, 영점 설정, 카운팅 방향 변환, 자동 
전원 ON/OFF, 데이터 출력, 인치/미리 변환 
(인치/미리 모델)
경보음:  배터리 저전압, 카운팅 값 조합 에러시, 

오버플로우 에러

옵션 액세서리
905338: SPC 케이블 (1m)
905409: SPC 케이블 (2m)
540774: 스핀들 리프팅 케이블 (스트로크: 10mm)
––––––: 측정자 (264 페이지 참조)

575-121

사양
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러그센터백 
커버,플랫백 커버 포함)

측정범위 정도 측정력 비고

0.01mm — 575-121 25.4mm 0.02mm 1.8N 또는 미만 —

인치/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러그센터백 
커버,플랫백 커버 포함)

측정범위 정도 측정력 비고

.0005”/0.01mm — 575-122 1” .0008” 1.8N 또는 미만 —

.0005”/0.01mm — 575-123 1” .0008” 1.8N 또는 미만 —

치수

단위: mm

(상세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ISO/JIS 
타입

사용 예

ISO/JIS 타입 ANSI/AGD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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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C
543 시리즈 — 표준 타입

특징
• 표준 2 시리즈 다이얼 
인디케이터와 같은 소형.

• 쉽게 판독할 수 있는 대형 LCD.
• ZERO/ABS 키: 비교 측정을 위하여 
스핀들 위치에 관계없이 영점 
설정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스위치를 누르면 절대 좌표로 
돌아가서 원점에서의 실제 위치가 
표시된다.

• 상한 공차와 하한 공차를 
설정함으로써 GO/±NG 판정을 할 
수 있다. 판정 결과 (GO/±NG) 는 
풀사이즈 문자로 표시된다.

• 단순한 공식 [F(x) = Ax)]을 사용한 
내부 계산을 이용할 수 있다.

• 스핀들의 상하 운동에 대한 양/음 
카운트 결과를 토글 할 수 있다.

• 응답 속도가 무제한이므로 스핀들 
오버 스피드 에러 방지.

•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IDC 
인디케이터 면을 330°까지 적당한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다.

• SPC 데이터 출력 기능 있음

테크니컬 데이터
정도: 사양 목록 참조 (양자화 오차 제외)
분해능: 

0.01mm 타입 0.01mm 
0.001mm 타입 0.001mm/0.001mm 
.0005"/0.01mm 타입 .0005"/0.01mm 
.00005”/0.001mm 타입  .0005”/.0001”/.00005”/ 

0.01mm/0.001mm
디스플레이: LCD
길이 표준:  앱솔루트 전자기 캐퍼시턴스 타입 

리니어 엔코더
최대 응답 속도: 무제한
측정력:  사양 목록 참조
스템 직경:  8mm (ISO/JIS 타입) 또는 3/8” (ANSI/AGD 

타입)
측정자:  M2.5×0.45 (ISO/JIS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4-48UNF (ANSI/AGD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배터리: SR44 (1 개), 938882
배터리 수명: 연속 사용시 약 7,000시간
방진/방수 보호 등급: IP42

기능
원점 설정/프리셋, 영점 설정, GO/±NG 판정, 
카운팅 방향 변환, 전원 ON/OFF, 단순 계산, 
기능잠금, 데이터 홀드, 데이터 출력, 인치/미리 
변환 (인치/미리 모델)
경보음:  배터리 저전압, 카운팅 값 조합 에러시, 

오버플로우 에러, 허용 오차 설정 에러

옵션 액세서리
905338: SPC 케이블 (1m)
905409: SPC 케이블 (2m)
21EZA198:  스핀들 리프팅 레버  

(12.7mm/.5” ISO/JIS 타입)
21EZA199:  스핀들 리프팅 레버  

(12.7mm/.5” ANSI/AGD 타입)
21EZA105:  스핀들 리프팅 노브  

(12.7mm/.5” ISO/JIS 타입)*
21EZA150:  스핀들 리프팅 노브  

(12.7mm/.5” ANSI/AGD 타입)*
21EZA197:  스핀들 리프팅 노브  

(25.4mm/1”, 50.8mm/2” 모델)
540774: 스핀들 리프팅 케이블
02ACA571: 보조 스핀들 스프링 (25.4mm/1” 모델)**
02ACA773: 보조 스핀들 스프링 (50.8mm/2” 모델)**
––––––: 백 (266 페이지 참조)
––––––:  러그 센터 백  

(25.4mm/1” 및 50.8mm/2”, ISO/JIS 타입)
––––––:  러그 센터 백  

(25.4mm/1” 및 50.8mm/2”, ANSI/AGD 타입)
––––––: 측정자 (264 페이지 참조)
*낮은 측정력 모델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인디케이터를 거꾸로 사용할 때 필요.

543-390

(상세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543-470B

543-49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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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mm 범위의 모델

50.8mm 범위의 모델

치수

단위: mm

25.4mm 범위의 모델

주 1: 인치 타입 (ANSI/AG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는 미리 타입 (ISO/JIS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와 부분적으로 다르다.

주 2: 인치 타입 (ANSI/AGI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에는 
직경 3/8˝의 스템과 측정자용 #4-48UNF 나사 마운트가 
제공된다.

ISO/JIS 
타입

사양
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러그센터백 커버,플랫백 커버 포함) 측정범위 정도 측정력 비고

0.001mm 543-390 543-390B 12.7mm 0.003mm 1.5N 또는 미만 —
0.001mm 543-394 543-394B 12.7mm 0.003mm 0.4N - 0.7N 저측정력

0.001mm — 543-470B 25.4mm 0.003mm 1.8N 또는 미만 —
0.001mm — 543-490B 50.8mm 0.005mm 2.3N 또는 미만 —
0.01mm 543-400 543-400B 12.7mm 0.02mm 0.9N 또는 미만 —
0.01mm 543-404 543-404B 12.7mm 0.02mm 0.2N - 0.5N 저측정력

0.01mm — 543-474B 25.4mm 0.02mm 1.8N 또는 미만 —
0.01mm — 543-494B 50.8mm 0.04mm 2.3N 또는 미만 —

인치/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러그센터백 커버,플랫백 커버 포함) 측정범위 정도 측정력 비고

.00005”/0.001mm 543-391 543-391B .5” .0001” 1.5N 또는 미만 —

.00005”/0.001mm 543-392 543-392B .5” .0001” 1.5N 또는 미만 —

.00005”/0.001mm 543-395 543-395B .5” .0001” 0.4N - 0.7N 저측정력

.00005”/0.001mm 543-396 543-396B .5” .0001” 0.4N - 0.7N 저측정력

.00005”/0.001mm — 543-471B 1” .0001” 1.8N 또는 미만 —

.00005”/0.001mm — 543-472B 1” .0001” 1.8N 또는 미만 —

.00005”/0.001mm — 543-491B 2” .0002” 2.3N 또는 미만 —

.00005”/0.001mm — 543-492B 2” .0002” 2.3N 또는 미만 —

.0005”/0.01mm 543-401 543-401B .5” .001” 0.9N 또는 미만 —

.0005”/0.01mm 543-402 543-402B .5” .001” 0.9N 또는 미만 —

.0005”/0.01mm 543-405 543-405B .5” .001” 0.2N - 0.5N 저측정력

.0005”/0.01mm 543-406 543-406B .5” .001” 0.2N - 0.5N 저측정력

.0005”/0.01mm — 543-475B 1” .001” 1.8N 또는 미만 —

.0005”/0.01mm — 543-476B 1” .001” 1.8N 또는 미만 —

.0005”/0.01mm — 543-495B 2” .0015” 2.3N 또는 미만 —

.0005”/0.01mm — 543-496B 2” .0015” 2.3N 또는 미만 —

ISO/JIS 타입 ANSI/AGD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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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C
543 시리즈 — 연산 타입

특징
기존의 디지매틱 인디케이터는 
단순히 스핀들의 변위만을 
표시하지만 연산 타입 디지매틱 
인디케이터는 스핀들 변위 대신 
내부 연산 기능을 채택하고 있다. 
고정구(fixtures)를 사용하여 변환표와 
등가표의 혼동 없이 간극(feeler), 내측 
및 곡면 반경 등과 같은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 절대값 디지매틱 인디케이터는 
Ax+B+Cx-1 (스핀들 변위를 x로 
가정) 식을 사용하여 내부 연산을 
수행하며, 여기서 A, B, C는 측정 
용도, 또는 고정구(fixtures)의 치수와 
관련하여 설정하는 특정계수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특징 때문에 
측정값을 변환하지 않고 직접 읽을 
수 있다.

543-285B

테크니컬 데이터
정도: 사양 목록 참조 (양자화 오차 제외)
분해능:  0.0002mm - 1mm 또는  

.00001” - .05”/0.0002mm - 1mm
디스플레이: LCD
길이 표준:  앱솔루트 전자기 캐퍼시턴스 타입 

리니어 엔코더
최대 응답 속도: 무제한
측정력: 1.5N 또는 미만
스템 직경:  8mm (ISO/JIS 타입) 또는 3/8” (ANSI/AGD 

타입)
측정자:  M2.5×0.45 (ISO/JIS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4-48UNF (ANSI/AGD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배터리: SR44 (1 개), 938882
배터리 수명: 연속 사용시 약 12개월

기능
원점 설정/프리셋, 영점 설정, GO/±NG 판정, 
카운팅 방향 변환, 자동 전원 ON/OFF, 데이터 출력, 
인치/미리 변환 (인치/미리 모델)
경보음:  배터리 저전압, 카운팅 값 조합 에러시, 

오버플로우 에러, 허용 오차 설정 에러

옵션 액세서리
905338: SPC 케이블 (1m)
905409: SPC 케이블 (2m)
902011: 스핀들 리프팅 레버 (ISO/JIS 타입)
540774: 스핀들 리프팅 케이블
––––––: 백 (266 페이지 참조)
––––––: 측정자 (264 페이지 참조)

사용 예

사양
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측정범위 정도
0.0002 - 1mm
(변환 가능)

543-285B 12.7mm 0.003mm
543-480B 25.4mm 0.003mm
543-485B 50.8mm 0.006mm

*플랫 백커버

인치/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측정범위 정도
.00001” - .05”/ 
0.0002 - 1mm
(변환 가능)

543-286B .5” .00012”
543-287B .5” .00012”
543-481B 1” .00012”
543-482B 1” .00012”
543-486B 2” .00025”
543-487B 2” .00025”

*플랫 백커버

• 각각의 측정물에 맞는 여러가지 
고정구(fixtures)를 준비할 수 있다.

• 측정 정도는 고정구(fixtures)의 
정도에 달려 있다.

(상세한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치수

단위: mm

주 1: 인치 타입 (ANSI/AG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는 미리 타입 
(ISO/JIS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와 
부분적으로 다르다.

주 2: 인치 타입 (ANSI/AGI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에는 
직경 3/8˝의 스템과 
측정자용 #4-48UNF 나사 
마운트가 제공된다.

ISO/JIS 
타입

ISO/JIS 타입 ANSI/AGD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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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C
543 시리즈 — 녹색/적색 LED 및 GO/NG 신호 출력 기능

특징
• 신호 ID-C는 최대/최소값 홀딩 
기능이 있어서 설정된 한계값을 
기준으로 GO/±NG를 판정한 
결과를 신호로 출력할 수 있다. 
기계적/전기적 접촉이 아니라 
측정 데이터 계산을 통해 판정을 
한다. 따라서 측정자의 성능저하 
및 볼륨 조정 없이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

• NPN 오픈 콜렉터를 통해 시퀀서와 
같은 외부 장치로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 GO/±NG 판정 결과는 녹색/적색 
LED 및 LCD상의 "<, O,>" 신호로도 
표시된다.

• 신호 ID-C는 앱솔루트 리니어 
엔코더를 채용하여 전원을 켰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한 스핀들의 
"절대 위치" 를 항상 표시한다. 
또한 응답 속도가 무제한이므로 
오버스피드 에러의 염려가 없다.

543-280

• 시그널 ID-C는 먼지 및 오염 물질에 
대해 IP54 등급의 방진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열악한 기계공장 환경에서도 
안전한 동작이 가능하다.

테크니컬 데이터
정도: 사양 목록 참조 (양자화 오차 제외)
분해능:  0.001mm, .00005”/0.001mm 또는  

.0001”/0.001mm
디스플레이: LCD
길이 표준:  앱솔루트 전자기 캐퍼시턴스 타입 

리니어 엔코더
최대 응답 속도: 무제한
측정력: 2.0N 또는 미만
스템 직경:  8mm (ISO/JIS 타입) 또는 3/8” (ANSI/AGD 타입)
측정자:  M2.5×0.45 (ISO/JIS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4-48UNF (ANSI/AGD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전원공급장치: DC 12 - 24V±10%
방진/방수 보호 등급: IP54

기능
데이터 출력 (-NG/OK/NG 신호, NPN 오픈 콜렉터), 
원격제어 (홀드 프리셋, 프리셋 호출, 영점 
설정), 영점 설정/프리셋, 영점설정, GO/±NG 판정, 
최대/최소/런아웃 값 홀딩, 카운팅 방향 변환, 
전원 ON/OFF, 인치/미리 변환 (인치/미리 모델)
경보음:  배터리 저전압, 카운팅 값 조합 에러시, 

오버플로우 에러, 허용 오차 설정 에러

옵션 액세서리
902011: 스핀들 리프팅 레버* (ISO/JIS 타입)
902794: 스핀들 리프팅 레버* (ANSI/AGD 타입)
540774: 스핀들 리프팅 케이블*
125317: 러버 부트
––––––: 백 (266 페이지 참조)
––––––: 측정자 (264 페이지 참조)
*스핀들 리프팅 레버/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IP54는 보장되지 않는다.

사양
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러그센터백 
커버,플랫백 커버 포함)

측정범위 정도 측정력 비고

0.001mm 543-280 543-280B 12.7mm 0.003mm 2.0N 또는 미만 —

인치/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러그센터백 
커버,플랫백 커버 포함)

측정범위 정도 측정력 비고

.00005”/0.001mm 543-281 543-281B .5” .00012” 2.0N 또는 미만 —

.00005”/0.001mm 543-282 543-282B .5” .00012” 2.0N 또는 미만 —

.0005”/0.01mm 543-283 543-283B .5” .00012” 2.0N 또는 미만 —

압력

출력 전압: 최대 24V
출력 전류: 최대 30mA
출력 포화 전압: 최대 0.3V

SG 

OUT 

SG 

OUT 

1000pF 

DC+12-24V 입력 
회로

출력 
회로

입력 전류: 
최대 10mA

1000pF 

24kW 

오픈 콜렉터 출력 
또는 릴레이 
출력과 같은 
무전압 출력을 
사용한다.

와이어 시그널 I/O 설명

검은색 – V (GND) — 마이너스 (-) 단자에 연결

빨간색 + V (GND) I 공급 전원 (12 - 24VDC)

Orange – NG O 공차 판정 결과 출력: 판정 
결과에 대응하는 단자만이 
아래의 레벨로 설정된다.

녹색 OK O

갈색 + NG O

노란색 PRESET_RECALL
ZERO I 외부 입력 단자: 관련된 단자가 

Low 레벨로 설정된 경우, 그 
신호는 참값이 된다.파란색 HOLD_RESET I

쉴드 FG — GND에 연결

I/O 사양

(상세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치수

단위: mm

주 1: 인치 타입 (ANSI/AG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는 미리 타입 
(ISO/JIS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와 
부분적으로 다르다.

주 2: 인치 타입 (ANSI/AGI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에는 
직경 3/8˝의 스템과 
측정자용 #4-48UNF 나사 
마운트가 제공된다.

ISO/JIS 
타입

(상세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와이어 – NG OK + NG 구성 에러

오렌지색 (– NG) 저 고 고 고

녹색 (OK) 고 저 고 고

갈색 (+ NG) 고 고 저 고

LED 빨간색 녹색 빨간색 적색 (깜박거림)

LCD < O > "x.xxE" 표시

출력 패턴

ISO/JIS 타입 ANSI/AGD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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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C
543 시리즈 — 최대/최소값 홀딩 기능

543-262

테크니컬 데이터
정도: 사양 목록 참조 (양자화 오차 제외)
분해능:  0.001mm, .00005”/0.001mm 또는  

.0001”/0.001mm
디스플레이: LCD
길이 표준:  앱솔루트 전자기 캐퍼시턴스 타입 

리니어 엔코더
최대 응답 속도: 무제한
측정력: 1.5N 또는 미만
스템 직경:  8mm (ISO/JIS 타입) 또는 3/8” (ANSI/AGD 

타입)
측정자:  M2.5×0.45 (ISO/JIS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4-48UNF (ANSI/AGD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배터리: SR44 (2 개), 938882
배터리 수명: 연속 사용시 약 800 - 1300 시간
방진/방수 보호 등급: IP42

기능
원점 설정/프리셋, 영점 설정, GO/±NG 판정, 
최대/최소/런아웃 값 홀딩, 카운팅 방향 변환, 
자동 전원 ON/OFF, 데이터 출력, 인치/미리 변환 
(인치/미리 모델)
경보음:  배터리 저전압, 카운팅 값 조합 에러시, 

오버플로우 에러, 공차한계 설정 에러

옵션 액세서리
905338: SPC 케이블 (1m)
905409: SPC 케이블 (2m)
902011: 스핀들 리프팅 레버 (ISO/JIS 타입)
902794: 스핀들 리프팅 레버 (ANSI/AGD 타입)
540774: 스핀들 리프팅 케이블
––––––: 백 (266 페이지 참조)
––––––: 측정자 (264 페이지 참조)

사양
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측정범위 정도
0.001mm 543-260 12.7mm 0.003mm

*러그센터백 커버

인치/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측정범위 정도

.00005”/0.001mm 543-261 .5” .00012”

.00005”/0.001mm 543-262 .5” .00012”

.0001”/0.001mm 543-263 .5” .00012”
*러그센터백 커버

치수

단위: mm

최대/최소값 홀딩 기능의 IDC 
시리즈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특징
• 측정하는 동안 최대, 최소 또는 
런아웃 값을 표시할 수 있다.

• 최대/최소값 및 런 아웃 값에 대한 
상하 공차를 설정함으로써 GO/±NG 
판정을 할 수 있다.

• 50회/초의 고속 샘플링 비율.

(상세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주 1: 인치 타입 (ANSI/AG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는 
미리 타입 (ISO/JIS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와 
부분적으로 다르다.

주 2: 인치 타입 (ANSI/AGI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에는 직경 
3/8˝의 스템과 측정자용 #4-48UNF 
나사 마운트가 제공된다.

ISO/JIS 
타입

ISO/JIS 타입 ANSI/AGD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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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C
543 시리즈 — 보어 게이지용 독자적 디자인

테크니컬 데이터
정도:  사양 목록 참조 (양자화 오차 제외)
분해능: 0.001mm 또는 .00005”/0.001mm
디스플레이: LCD
스템 직경:  앱솔루트 전자기 캐퍼시턴스 타입 

리니어 엔코더
최대 응답 속도: 무제한
측정력: 1.5N 또는 미만
스템 직경:  8mm (ISO/JIS 타입) 또는 3/8” (ANSI/AGD 

타입)
측정자:  M2.5×0.45 (ISO/JIS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4-48UNF (ANSI/AGD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배터리: SR44 (2 개), 938882
배터리 수명: 연속 사용시 약 2000시간
방진/방수 보호 등급: IP42

기능
원점 설정/프리셋, 영점 설정, GO/±NG 판정, 
카운팅 방향 변환, 자동 전원 ON/OFF, 데이터 출력, 
인치/미리 변환 (인치/미리 모델)
경보음:  배터리 저전압, 카운팅 값 조합 에러시, 

오버플로우 에러, 공차한계 설정 에러

옵션 액세서리
905338: SPC 케이블 (1m)
905409: SPC 케이블 (2m)
526-170: 보어 게이지 프로브 (0.95 - 1.55mm)
526-160: 보어 게이지 프로브 (1.5 - 4.0mm)
526-150: 보어 게이지 프로브 (3.7 - 7.3mm)
526-101: 보어 게이지 프로브 (7.0 - 10.0mm)
526-102: 보어 게이지 프로브 (10 - 18mm)
526-126: 보어 게이지 프로브 (18 - 35mm)
526-127: 보어 게이지 프로브 (35 - 60mm)
526-132: 보어 게이지 프로브 (50 - 150mm)

543-264B

사양
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측정범위 정도
0.001mm 543-264B 12.7mm 0.003mm

*러그센터백 커버

인치/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측정범위 정도

.00005”/0.001mm 543-266B .5” .00012”
*러그센터백 커버

치수

단위: mm

ID-C 시리즈 디지매틱 인디케이터는 
내측 측정을 위해 설계하였다.

특징
• 최소값 홀딩 기능으로 홀 직경을 
쉽게 감지한다.

• 아날로그 바 인디케이터가 
내장되어 판독성이 뛰어나다.

• 상한과 하한공차를 설정함으로써 
GO/±NG 판정을 할 수 있다.

• 최대 3세트의 마스터 값 및 상한/
하한 공차 값을 기억한다.

(상세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보어 게이지 
프로브에 설치 
(511-127)

주 1: 인치 타입 (ANSI/AG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는 미리 타입 (ISO/JIS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와 부분적으로 다르다.

주 2: 인치 타입 (ANSI/AGI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에는 
직경 3/8˝의 스템과 측정자용 
#4-48UNF 나사 마운트가 
제공된다.

ISO/JIS 
타입

ISO/JIS 타입 ANSI/AGD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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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의 나사부
M2.5 (P=0.45)x5

앱솔루트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H
543 시리즈 — 고정도 및 고기능 타입

테크니컬 데이터
정도: 사양 목록 참조 (양자화 오차 제외)
분해능:  0.0005mm/0.001mm 또는 .00002”/.00005

”/.0001”/0.0005mm/0.001mm
디스플레이: LCD
길이 표준: 리니어 엔코더
최대 응답 속도: 1000mm/s
측정력:  2.0N/2.5N* 또는 미만 (*60mm 범위 

모델)
스템 직경:  8mm (ISO/JIS 타입) 또는 3/8” (ANSI/AGD 

타입)
측정자:  M2.5×0.45 (ISO/JIS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4-48UNF (ANSI/AGD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전원공급장치: 6V DC (AC 어댑터 사용)

기능
원점 설정/프리셋, 영점 설정, GO/±NG 판정, 
최대/최소값 홀딩, 해상도 변환, 카운팅 방향 
변환, 전원 ON/OFF, 데이터 출력, 인치/미리 변환 
(인치/미리 모델)
경보음:  배터리 저전압, 카운팅 값 조합 에러시, 

오버플로우 에러, 공차한계 설정 에러

옵션 액세서리
936937: SPC 케이블 (1m)
965014: SPC 케이블 (2m)
21EAA131: RS-232C 케이블 (2m)
21EZA099: 리모컨
540774: 스핀들 리프팅 케이블 (스트로크: 30mm)
21EZA101: 스핀들 리프팅 손잡이
264-504: 디지매틱 미니 프로세서 DP-1VR
543-004: 디지매틱 프리세터
215-154: 그라나이트 콤퍼레이터 스탠드
215-504: 콤퍼레이터 스탠드
215-821: 콤퍼레이터 스탠드
––––––: 백 (266 페이지 참조)
––––––: 측정자 (264 페이지 참조)
*인디케이터를 거꾸로 사용할 때 필요.

특징
• 본 신세대 디지털 인디케이터는 
인디케이터 동급에서 기대되는 
뛰어난 정도와 기능성을 
제공한다. 0.5µm / .00002"의 
분해능으로 백업되는 고정도, 손에 
잡히는 컨트롤러 (또는 RS-232C 
인터페이스)의 원격제어 기능성과 
잘 만들어진 아날로그 바 표시로 
손쉽게 런아웃을 측정하는 등의 
장점을 활용한다.

• 측정하는 동안 최대, 최소 또는 
런아웃 값을 표시할 수 있다.

• 상한과 하한 공차를 설정함으로써 
GO/±NG 판정을 할 수 
있다. 판정 결과가 
공차이탈일 경우 
백라이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하므로 판정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다.

• SPC 데이터 출력 기능 
있음

• RS-232C 입력/출력

543-561 543-563

사양
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측정범위 정도
0.0005mm, 
0.001mm

543-561 30.4mm 0.0015mm
543-563 60.9mm 0.0025mm

*  AC 라인 전압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 기호를 주문번호에 
추가한다.

  120V는 A, 100 V는 K, 220V는 D, 240/220V는 E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DC이며, 100V의 경우는 문자를 추가하지 않는다.

인치/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측정범위 정도
.00005”, .0001”, 
0.0005mm, 
0.001mm

543-562 1.2” 0.0015mm
543-564 2.4” 0.0025mm

*  AC 라인 전압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 기호를 주문번호에 
추가한다.

  120V는 A, 100 V는 K, 220V는 D, 240/220V는 E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DC이며, 100V의 경우는 문자를 추가하지 않는다.

공차 판정

아날로그 바 
표시

최대/최소값 
측정

런아웃 측정

분해능 변환

사용 예
차이 /런아웃 측정
예 : 포인트 A 에서 D로 인디케이터 이동
차이 (또는 총 런아웃) 는 A로 표시되며, 치수B 
(최대값) 및 C (최소값) 는 단순한 키 시퀀스로 
메모리로부터 호출할 수 있다.

A 

B 

C 

포인트 A

포인트 C

포인트 B

포인트 D

(상세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치수

단위: mm

(    ): 543-561
주 1: 인치 타입 (ANSI/AG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는 미리 타입 (ISO/JIS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와 부분적으로 다르다.

주 2: 인치 타입 (ANSI/AGI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에는 
직경 3/8˝의 스템과 측정자용 #4-48UNF 나사 
마운트가 제공된다.

ISO/JIS 
타입

리모컨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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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F
543 시리즈 — 백라이트 방식의 LCD 스크린 장착

특징
• 앱솔루트 리니어 엔코더 기술을 
사용하여 측정 기준점을 한번 
프리셋 하면 전원을 다시 켜도 
기준점이 삭제되지 않는다.

• 상한과 하한 공차를 설정함으로써 
GO/±NG 판정을 할 수 있다. 
판정 결과가 공차이탈일 경우 
백라이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하므로 판정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다.

• 측정하는 동안 최대, 최소 또는 
런아웃 값을 표시할 수 있다.

• 아날로그 바 인디케이터가 

543-552

내장되어 있어 상하 한계값 접근 
및 영점 접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것은 다이얼 인디케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사용하기가 
더욱 편리하다. 아날로그 바의 
표시 범위는 변경할 수 있다.

• SPC 데이터 출력 기능 있음
테크니컬 데이터
정도: 사양 목록 참조 (양자화 오차 제외)
분해능:  0.01mm/0.001mm 또는 .00005”/.0001”/.0

005”/.001”/0.001mm/0.01mm
디스플레이: LCD
길이 표준:  앱솔루트 전자기 캐퍼시턴스 타입 

리니어 엔코더
최대 응답 속도: 무제한
측정력:  1.8N/2.3N* 또는 미만 (*50mm 범위 

모델)
스템 직경:  8mm (ISO/JIS 타입) 또는 3/8” (ANSI/AGD 

타입)
측정자:  M2.5×0.45 (ISO/JIS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4-48UNF (ANSI/AGD 타입)의 
초경합금 구면

전원공급장치: 9V DC (AC 어댑터 사용)

기능
원점 설정/프리셋, 영점 설정, GO/±NG 판정, 
최대/최소값 홀딩, 해상도 변환, 카운팅 방향 
변환, 전원 ON/OFF, 데이터 출력, 인치/미리 변환 
(인치/미리 모델)
경보음:  배터리 저전압, 카운팅 값 조합 에러시, 

오버플로우 에러, 허용 오차 설정 에러

옵션 액세서리
936937: SPC 케이블 (1m)
965014: SPC 케이블 (2m)
21EAA131: RS-232C 케이블 (2m)
540774: 스핀들 리프팅 케이블 (스트로크: 10mm)
02ACA571: 보조 스핀들 스프링 (25mm/1” 모델)*
02ACA773: 보조 스핀들 스프링 (50mm/2” 모델)*
264-504: 디지매틱 미니 프로세서 DP-1VR
543-004: 디지매틱 프리세터
215-154: 그라나이트 콤퍼레이터 스탠드
215-504: 콤퍼레이터 스탠드
215-821: 콤퍼레이터 스탠드
––––––: 백 (266 페이지 참조)
––––––: 측정자 (264 페이지 참조)
*인디케이터를 거꾸로 사용할 때 필요.

543-554

사양
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측정범위 정도
0.001mm, 0.01mm 543-551 25mm 0.003mm

543-557 50mm 0.003mm
543-553 50mm 0.006mm

*  AC 라인 전압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 기호를 주문번호에 
추가한다.

  120V는 A, 100 V는 K, 220V는 D, 240/220V는 E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DC이며, 100V의 경우는 문자를 추가하지 않는다.

인치/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측정범위 정도
.00002”, .00005”, 
.0001”, .0005”, 
.001”, 0.001mm, 
0.01mm

543-552 1” .00012”
543-558 2” .00012”
543-554 2” .00024”

*  AC 라인 전압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 기호를 주문번호에 
추가한다.

  120V는 A, 100 V는 K, 220V는 D, 240/220V는 E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DC이며, 100V의 경우는 문자를 추가하지 않는다.

치수

단위: mm

(상세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주 1: 인치 타입 (ANSI/AG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는 미리 
타입 (ISO/JIS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치수와 부분적으로 
다르다.

주 2: 인치 타입 (ANSI/AGID 타입) 다이얼 인디케이터에는 직경 3/8˝의 
스템과 측정자용 #4-48UNF 나사 마운트가 제공된다.

(  ): 30.4 mm모델용

ISO/JIS 
타입

사용 예
차이 /런아웃 측정
예 : 포인트 A 에서 D로 인디케이터 이동
차이 (또는 총 런아웃) 는 A로 표시되며, 치수B 
(최대값) 및 C (최소값) 는 단순한 키 시퀀스로 
메모리로부터 호출할 수 있다.

A 

B 

C 

포인트 A

포인트 C

포인트 B

포인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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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

측정자 No. 4-48 UNF 
스레드의 측정자

No. 4-48 UNF 
스레드의 측정자

   는 American Gage Design (AGD) 사양을 의미한다. 
ANSI 사양 AGD 그룹2를 만족시키는 치수를 
가지는 부분에 이 기호를 사용한다.

앱솔루트 디지매틱 인디케이터 ID-N/B
543 시리즈 — IP66 등급을 준수하는 방진/방수

특징
• 입증된 앱솔루트 센서.
• IP66 방수 및 방진 표준 정격으로 
내유성이 향상되었다.

• 슬림한 본체 설계가 다점 측정에 
유리하다.

• LCD 판독 회전 기능으로 작업성 
향상.

• 백 플런저 설계 (ID-B).
• 내장 공차 판정 기능.
• 변환식 분해능.
• 방수 데이터 출력 커넥터.
• 내장 홀드/프리셋 기능

슬림 타입 ID-N
543-575

테크니컬 데이터
정도: 사양 목록 참조 (양자화 오차 제외)
분해능:  0.01mm, 0.01mm/0.001mm, 

.0005”/0.01mm 또는 

.0005”/.00005”/0.01mm/0.001mm
디스플레이: LCD
길이 표준:  앱솔루트 전자기 캐퍼시턴스 타입 

리니어 엔코더
최대 응답 속도: 무제한
측정력: 2.5N (2.0N: 백 플런저 타입)
스템 직경: 8mm (3/8”: 인치/미리 모델)
측정자:  M2.5x0.45 (#4-48UNF: 인치/미리 

모델)의 초경합금 구면
배터리: SR44 (1 개), 938882
배터리 수명: 연속 사용시 약 7000시간
방진/방수 보호 등급: IP66

기능
영점 설정, 프리셋, 방향 변환, 오차 판정, 표시 
홀드, 데이터 출력, 인치/미리 변환 (인치/미리 모델)
경보음:  배터리 저전압, 카운팅 값 조합 에러시, 

오버플로우 에러, 공차한계 설정 에러

옵션 액세서리
21EZA105: 리프팅 노브 (ISO/JIS 모델용)
21EZA150: 리프팅 노브 (AGD 모델용)
21EZA145: 손잡이 (JIS/ISO 모델용)
21EZA146: 손잡이 (AGD 모델용)
02ACA376: 고무캡 (ID-N, NBR 용)
238774: 고무캡 (ID-N, 실리콘용)
125317: 고무캡 (ID-B, NBR 용)
21EAA212: 고무캡 (ID-B, 실리콘용)
21EAA194: 접속 케이블 (1m)
21EAA190: 접속 케이블 (2m)
21EAA210:  영점 설정 단자 (1 m) 분기 접속 케이블
21EAA211:  영점 설정 단자 (2m) 분기 접속 케이블
––––––: 측정자 (264 페이지 참조)

사양
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측정범위 정도 비고

0.01mm 543-570 12.7mm 0.02mm 슬림 타입 ID-N
0.01mm 543-580 5.0mm 0.02mm 백 플런저 타입 ID-B
0.01mm / 0.001mm 543-575 12.7mm 0.01mm / 0.003mm 슬림 타입 ID-N
0.01mm / 0.001mm 543-585 5.0mm 0.01mm / 0.003mm 백 플런저 타입 ID-B

치수

백 플런저 타입 ID-B
543-585

인치/미리

분해능 주문 번호 측정범위 정도 비고

.0005”, 0.01mm 543-571 .5” .0008” 슬림 타입 ID-N
543-581 .2” .0008” 백 플런저 타입 ID-B

0.01mm / 0.001mm 
.0005” / .00005”

543-576 .5” .0004” / .00012” 슬림 타입 ID-N
543-586 .2” .0004” / .00012” 백 플런저 타입 ID-B

(상세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상세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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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카운터
543 시리즈 — 저비용의 어셈블리 타입 디스플레이 기기

특징
• DIN 사이즈 (96 X 48mm)에 
채용되었으며, 패널상에 장착된 
구성으로 시스템 통합이 매우 
편하다.

• 공차 판정 출력 또는 디지매틱 
출력 모두를 가능하게 한다.

EC 카운터
주문 번호: 542-007
기능:  프리셋, GO/±NG 판정

치수

단위: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