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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Form Talysurf® i-Series PRO
결과에 대한 신뢰

실린더 헤드 및 블록, 기어, 판금, 반도체 등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빠르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The Form Talysurf® i-Series PRO는 표면 거칠기 및 
형상 측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고정밀 기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축 노이즈 제어 기술과 측정 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게이지가 결합되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기기 이미지
Form Talysurf® i-Series PRO,
 분해능 5 nm, 측정범위 5 mm, 

Metrology 4.0에 의해 구동

표면 거칠기, 형상, 윤곽을 측정하는 
고해상도, 광범위 측정기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 
수십 년간의 경험, 초정밀 가공 전문 지식 및 FEA 최적화 
설계가 결합되어 측정 축의 낮은 노이즈와 완벽에 가까운 
기계적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공인 인증된 시편 및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측정기의 오차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최선의 선택 
한 번의 측정, 다중 결과, 즉각적인 피드백

표면 – 고분해능 초정밀 게이지로 거칠기, 파상 및 형상을 
단 한 번에 측정합니다.

단차 높이 - 고분해능 게이지를 사용하여 ISO 표준 이상의 
단차 높이를 측정합니다.

윤곽 – 특허 받은 보정 기술로 반경, 각도, 높이, 길이,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3D Map - 옵션으로 제공되는 자동 Y- 스테이지 및 
Metrology 4.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중 2D 결과를 
3D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Form Talysurf® i-Series PRO

강력한 퍼포먼스 
뛰어난 측정 능력

테일러홉슨은 각종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정밀의 
접촉 및 비접촉식 측정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조, 
지원합니다.

이 장비는 자동차, 항공 우주, 기어, 베어링, 의료 및 
광학을 포함한 많은 산업에서 중요한 표면 거칠기, 형상 
및 진원도, 치수를 측정합니다.

테일러홉슨의 동급 최고의 제품:

• Form Talysurf® i-Series
• Form Talysurf® PGI
• Talyrond®

• Surtronic® 
• LUPHOScan
• TALY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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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소프트웨어 
강력하고 직관적이며 편리하게

사용자 편의

디스플레이 - 다각도 표시, 화면 표시기, 
실시간 피드백 및 원격 시스템 제어로 측정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마트 제어 - 이동 및 측정을 위한 제어 
기능,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부분을 확대 
및 축소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가상 도면을 
생성하여 자동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다변수 프로그래밍 - 사용자는 측정물 
정보를 입력하여 각기 다른 측정물을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 측정할 수 있습니다.

Metrology 4.0 사용자 인터페이스

Metrology 4.0 - 스마트 
소프트웨어 
최첨단 기술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고급 표면 측정 소프트웨어

테일러홉슨의 최신 소프트웨어는 측정물의 도면에 따라 
정확한 측정 치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생산 라인과 
연결되어 자동으로 측정물 위의 정확한 측정 지점을 찾아 
측정합니다. (PCS: Part Co-ordinate System)

Metrology 4.0 소프트웨어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상 디스플레이 및 실시간 제어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합니다. 포인트 지정 및 이동 축 제어 
기능(스마트 제어)은 정확한 측정 지점 설정 및 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Metrology 4.0의 생산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한 원격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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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anufacturing

테일러홉슨은 제조 환경에서 
자동화, 데이터 교환 및 자동 
제어를 지원하기 위해 Q-Link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Q-DAS 인증 인터페이스는 생산 
현장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SPC 소프트웨어와 직접 통신하여 
생산 공정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데이터 
및 엄격한 표준 운영 절차 제어가 
필수인 자동차 및 항공 우주 부품 
제조에 널리 사용됩니다.

사용자 편의

제조 산업의 미래 
앞서 나가는 생각

테일러홉슨의 생산 모니터링
Talysurf® i-Series PRO는 전통을 이어 
측정 정확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제조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측정 작업의 자동화로 작업 
소요 시간 단축, 생산 회전율 
증가

작업자 실수를 줄이는 
자동화

합격/불합격 결과 및 자동 
요약 보고서 표시

결과를 통한 측정물 및 측정 
데이터의 기록 추적 가능

바코드 스캐너 또는 추적 
감시 시스템으로 제어 가능 

자동 R&R(재현성 &
반복성) 통계

공차 – 파라미터 및 공차 
범위를 시각적으로 식별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Dr. Bob Bennett,
기술 총괄 

– 테일러홉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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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Industry 4.0
Form Talysurf® 시스템의 모든 중요 
부품은 영국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조되며, 고유 일련번호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홉슨은 최신 제조, 가공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의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완전 자동화 강력한 소프트웨어 통신, 원격 제어정밀 제어 실시간 피드백 빅 데이터

"우리는 제조 산업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Tim Garner, 오퍼레이션 총괄 
– 테일러홉슨

테일러홉슨이 최신 투자한 Mazak Integrex i-200S: 10축 트윈 스핀들, 사이클 프로빙, 파손 
감지 장치, 무인 운행, 온도 제어, 셋업 시간 없음, 자동 재설정, 고정밀 스케일 및 110 가지 공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용 애플리케이션 

크랭크 축, 헤드, 블록, 기어 박스, 캠 축, 기어, 콘 로드, 
인젝터, 밸브, 피스톤, 볼 나사 및 유압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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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측정 정확도 검증 
테일러홉슨은 전체 게이지 범위에서 
반경 정확도와 형상 측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제조사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측정 결과의 
무결성과 재현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타 제조사는 측정 범위를 
상당히 낮게 제한하였음에도 낮은 
반경 정확도와 형상 측정 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사용 범위가 
커질수록 측정 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정 및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  

최고의 측정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테일러홉슨은 측정 결과의 무결성과 
재현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를 수행합니다.

정확한 측정의 기초는 시스템의 노이즈 
제거 기술입니다. 테일러홉슨은 세계 
최고의 노이즈 제거 기술을 자랑합니다.

테일러홉슨의 제품은 100년 이상의 
초정밀 제조 기술 경험과 계측학의 
지식, FEA 최적화 설계로 완성됩니다. 
전문가들의 기술이 모여 측정 축의 낮은 
노이즈와 완벽에 가까운 기계적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시스템 구성 
Form Talysurf® i-Series PRO는 
금속, 크랭크 샤프트, 엔진 블록, 밸브 
가이드 등 고객의 측정 제품에 맞는 
구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게이지, 트래버스, 컬럼, 소프트웨어 
및 액세서리 옵션을 선택하여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측정기로 
크고작은 복잡한 측정물들의 고정밀 
표면 마감 및 형상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밀 리딩 게이지 
Form Talysurf® i-Series PRO는 
인덕티브 방식의 게이지로 1, 2, 5 mm 
범위의 옵션이 있습니다.

1 mm 범위는 가성비 높은 옵션으로 
높은 정확도와 분해능으로 표면 
거칠기 및 형상을 측정합니다.

5 mm 게이지는 표면 거칠기, 형상 및 
윤곽 측정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어 더 높은 활용도를 
제공합니다.

Form Talysurf® i-Series PRO 구성 옵션

Form Talysurf® i-Series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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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 디자인 
혁신적인 게이지 디자인은 모든 
형태의 표면을 측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Series PRO 게이지는 전체 게이지 
범위에서 일정한 스타일러스 압력으로 
측정합니다.

측정은 항상 정확하고 반복 
가능합니다.

게이지의 직경을 가늘게 설계하여 
확장 튜브 없이도 보어와 같은 내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동 리프트 (Lift-Lower) 
모든 게이지에는 통합 리프트-로어 
메커니즘 옵션이 제공됩니다.

자동 리프트 기능은 축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측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합니다. 측정 후 자동으로 
접촉면에서 멀어지며,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온도 보상 
온도 보상은 모든 Form Talysurf® 
i-Series PRO 모델에 사용되는 표준 
기술입니다. 이 기능은 주변 온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합니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맞춰 시스템 
성능을 일관적으로 보정하고 높은 
측정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이 기능은 온도가 자주 변동하는 작업 
현장 환경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화 측정

표면 거칠기, 파상, 형상 분석

고정 지그

수직 전환기를 연결하여 필렛 반경 측정

세계 최고의 분해능 
넓은 측정 범위와 높은 분해능은 
다양한 크기의 측정물의 미세 부분 
분석 시 측정이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측정 범위 거칠기 형상 소프트웨어

노이즈
<6 nm Rq, <30 nm Rz

Pt
<0.25 µm

최대 측정 가능 범위
5.2 mm

강력한
Metrolog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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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ysurf PRO

The New Talysurf® PRO
측정 및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

Talysurf PRO는 거칠기 및 파형을 가능한 명령으로 
측정하는 고정밀 측정기입니다.

시스템의 저소음 축과 고해상도 게이지는 측정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강력한 제어 및 분석 소프트웨어로 거칠기와 
파형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 버튼, 사용자 정의 매크로 버튼 및 분석 단축키를 
사용하여 시스템 작동을 단순화합니다.

거칠기 및 파형 측정을 위한 저 
노이즈 고해상도 시스템

형상 최적화 
Talysurf PRO는 다항식 및 스플라인 형태 최적화를 사용하여 
표면 형상을 제거합니다. 이 빠르고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면 
곡면에서의 거칠기와 굴곡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측정 우수성

게이지 보정 
The Talysurf PRO를 위한 테일러홉슨의 자동 보정 작업은 특허 
받은 독자적인 기술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보정 작업은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보정 후 측정기의 최대 성능을 발휘합니다.

일정한 접촉 압력

모든 방향에서 측정 가능

내장 스타일러스 리프트

좁은 구역에도 접근할 수 있는 얇은 디자인 설계

측정 범위 거칠기

노이즈
<8 nm Rq, 
<40 nm Rz

1 mm 측정 범위

1 nm 분해능

Powe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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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Talysurf® WRi PRO

광범위 게이지
윤곽 분석

Form Talysurf® WRi PRO (Wide Range Inductive)는 
윤곽 측정에 대한 심도 있는 측정 능력을 제공합니다.

테일러홉슨의 고유한 볼 보정 과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이지 선형성을 제공하여 측정 기능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윤곽 측정 전용 광범위의 다용도 
시스템

쉬운 작동 
측정물의 형태가 게이지 범위 내에서 측정되도록 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전체 범위 내에서 선형성이 보장되도록 
보정 프로세스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됩니다.

Contour 소프트웨어는 데이터의 조작과 분석을 빠르고 쉽게 
처리합니다.

조이스틱 버튼, 사용자 정의 매크로 버튼 및 분석 단축키를 
사용하여 시스템 작동을 단순화합니다.

편차 오류 및 공차를 포함한 모든 차원 분석

간편한 동작, 아이콘 기반 인터페이스

DXF 데이터 비교

공차가 큰 위치 자동 분석

신속한 보고서 양식 생성

완벽한 측정 추적성

윤곽 분석

측정 범위 형상

Pt
<5 µm

29 mm 측정 범위

28 nm 분해능

Powe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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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용자가 아이콘 위에 기능들을 
지정하여, 한 번의 실행으로 다수의 
단계적 명령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자동 측정 프로그램, 미디어 
메시지 알림, 명령, 경고 창, 자동 
보정 작업 등을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측정기 실행 아이콘 창에서 
모든 매크로 작성 기능을 통해 직접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디스플레이 

실시간 화면 보기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는 
측정 결과 그래프를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먼지, 자국 또는 얼룩 등의 
측정 오류가 발견되면 데이터 손실없이 
언제든지 측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메시지 

프로그램 중 작업자 준수 사항을 
텍스트,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정 

테일러홉슨의 자동 보정 작업은 특허 
받은 독자적인 기술로 싱글 및 듀얼 
바이어스 모드에서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보정 작업은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보정 후 
측정기의 최대 성능을 발휘합니다.

최초의 기술로 
선도합니다 
강력하고, 직관적이며 편리한 사용법 

측정 프로세스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시뮬레이션 및 실제 부품 
좌표계는 업계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모니터링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최초의 기술로 선도합니다 
고급 분석 기술로 더 편리하게

실시간 디스플레이

기기 리본 메뉴

실시간 프로필

상태 표시줄

측정 도구 모음

부품 좌표계 (PCS) 

Metrology 4.0에는 두 개의 좌표 
시스템, 즉 측정기 좌표계와 부품 
좌표계가 있습니다.

부품 좌표계를 통해 사용자는 부품 
도면에 따라 모든 부품 주변의 측정 및 
이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기는 실제 측정기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원격 모니터링 
및 측정 공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측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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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리본 메뉴

아이콘 기반 인터페이스 
Metrology 4.0은 다각도 표시, 화면 표시기, 실시간 
피드백 및 원격 시스템 제어로 측정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측정 도구 모음의 아이콘들을 통해 직관적으로 다양한 
측정 모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팁을 통해 
측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trology 4.0의 고급 측정 기능
• 불연속(장애물 회피) 측정
• 정점 측정
• 정점 분석 – LS Arc, 최고점, 최저점
• 자동 정렬 - 실린더 정렬, 자동 축 정렬 

및 자동 레벨링

제어 도구 모음

Form Talysurf® i-Series PRO

프로그래밍 

기존의 자동으로 기록되는 리코딩 방식의 프로그래밍과 직접 
변수, 명령어 구문 등을 선택하여 프로그래밍하는 모드를 
모두 제공합니다.

변수를 사용하면 반복, 중복되는 여러 구문을 통일하여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관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측정물 정보를 입력하여 각기 다른 측정물을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 

기본 사용자 모드부터 고급 관리자 모드까지, 사용자 및 
목적에 맞춰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자의 암호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의 
권한에 맞게 접근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환경을 
안전하게 제어하고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제어 

좌표계나 측정물 주위에 포인트를 지정하여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거나 정확한 위치에서 측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어 
시스템입니다. 

• 화면에서 클릭으로 해당 지점에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 스타일러스의 팁을 지정된 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트래버스(X), 컬럼(Z), Y-스테이지 등을 정확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 이동 중 장애물이 있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동 경로를 

지정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설정되거나 분석을 통하여 지정된 포인트 위에서 

측정을 시작합니다.
• 피드백 처리를 통해 향상된 정확성과 반복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좌표 설정 도구를 지원합니다.

다중 축 제어 측정

CAD 모델 시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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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기능 
표면 처리
• 거칠기, 파상 및 형상
• 형상 오차 및 반경
• Rk 파라미터
• R & W 파라미터
• 파장 분석
• 경사 분석
• 단차 높이
• 이상 형상 이탈 (DFTF)
• 국소 범위 경사 (LSLP)

3D Map
• 3D 매핑
• 구조화된 표면

윤곽
• 고딕 아치
• 롤러 프로파일 및 드랍
• 각도
• 벽 / 디스크 두께
• 거리 측정
• DXF 피팅

주요 분석 기능
• 모폴로지 필터링
• 이중 프로파일
• 데이터 결합
• 나선 각도 보정
• 프로파일 수정

3D Map 분석  
자동 Y-스테이지 및 Metrology 4.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중 2D 
결과를 3D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D 
분석은 표면 상태와 결함 요소를 더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 (Advance Module) 

특허받은 데이터 결합 기능을 통해 
여러 측정 결과를 하나의 프로파일 
형태로 결합하여 각도 및 형상의 
완벽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기술로 선도합니다 
고급 분석 기술로 더 편리하게

윤곽 분석 
기하적 치수, 프로파일 공차 및 
전체 형상 오차 분석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자동화된 윤곽 분석 
기능들로 오차를 줄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XF 크리에이터 
DXF 데이터를 생성하여 설계 
도면을 측정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유틸리티입니다.

• 대수 방정식
• 자유 곡면 방정식
• 공차 영역

전용 소프트웨어 분석 
패키지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모두 
해결합니다. 

Metrology 4.0은 보고서 양식 출력, 
자동 피드백, 거칠기, 윤곽 및 3D 
분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곽과 3D Map 분석은 선택 옵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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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양식 설정 

소프트웨어 내에서 출력 양식을 설정하고 분석 과정에 
적용하여 측정 후 바로 정해진 양식 형태로 출력할 수 
있어 작업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출력 양식 설정 기능은 강력한 분석 능력과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사용자에 맞춰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자유로운 설정이 가능합니다.

피드백 측정 제어 

반복성과 복제성은 모든 생산 공정의 핵심입니다. Metrology 
4.0은 이동 또는 측정을 통해 위치 정보를 기억하여 특정 
지점으로 이동 또는 반복 측정 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이동이나 측정 과정을 단축시키고, 측정이 
필요한 정확한 위치를 설정하므로 자동화 공정 제어의 
향상을 불러옵니다.

측정 또는 이동 중 교차지점 등과 같은 측정물 위의 특징들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위치를 재설정하고 제어합니다.

피드백 과정
• 프로파일 측정합니다.
• 중요한 특징들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 기준 포인트 설정합니다.
• 시작 위치로 스마트 이동합니다.
• 지정된 포인트들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 양식에 맞춰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맞춤 분석 

테일러홉슨의 성공을 향한 전략은 간단합니다. 단지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 활용 솔루션을 함께 
제공합니다. 표준 소프트웨어 분석 패키지 이상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고급 모듈을 통해 귀사의 요구 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Metrology 4.0에는 MATLAB™ 파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액세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스크립트들을 작성하고 'm' 파일을 로딩하여 작성한 
스크립트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설계와 프로그램
• 맞춤 필터
• 맞춤 분석
• 맞춤 파라미터

MATLAB™ 소프트웨어는 별도 구매품입니다.

사용상의 이점
• 형식화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을 작성합니다.
• 다양한 문서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여러 

결과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양식 설정, 분석 과정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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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범위 확장

곡면 거칠기 측정 
볼 시편은 구 또는 곡면을 따라 거칠기를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정확하고 노이즈가 영향을 
최소화한 거칠기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Form Talysurf®의 높은 게이지 분해능과 
탁월한 선형성 보정 계산식을 활용합니다.

광범위 게이지 
인덕티브 게이지는 교체식으로 기본형을 
28 mm 범위의 광범위 인덕티브 게이지로 
변경하면 넓은 범위의 윤곽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직 전환기 
수직 전환기는 스타일러스가 
트래버스로부터 직각의 방향으로 향하여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수동 회전 시스템 
게이지 접촉 방향을 수동으로 최대 15° 
회전하여 다양한 각도 위치에서 형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회전 시스템 
게이지 접촉 방향을 완전 자동 명령으로 
360° 회전하여 다양한 각도 위치와 보어의 
내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 
사용자에 맞춰 메뉴, 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권한을 설정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고유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옵션 
스테이지 옵션을 선택하여 여러 방향으로 축을 이동하거나 기존 2D 측정 기기를 
강력한 3D 측정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표면을 더 자세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측정에 대한 완전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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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산업의 미래를 위한 앞서 나가는 생각

밸브 각도

DXF 파일과 반경 비교

Waviness - Wsa, Wst 파라미터

실린더 블록 및 헤드 

• 밸브 시트 및 가이드의 형상, 거칠기 및 
각도

• 데크 표면 거칠기 및 형상

• 표면 거칠기 및 형상 - 실린더, 밸런서, 
크랭크 샤프트 및 캠 샤프트 보어

• 나사 구멍의 형상

크랭크 샤프트 및 캠 샤프트 

• 접촉면 사이의 반경, 형상 및 표면 거칠기
• 핀 및 베어링의 형상 및 표면 거칠기
• 경계 부위의 형상 및 표면 거칠기 
• 캠 샤프트의 형상

판금 

• 정량화를 위한   코팅 및 비 코팅 면 평가

• Waviness 파라미터 - Wst, Wsa (1-5) 및 
Wa0.8 등 최신 표준 파라미터

복잡한 형상 분석

기어 

• 표면 마감
• 형상 학적 필터
• DXF와 CAD 비교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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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선택

Form Talysurf® PGI NOVUS 의 구성

구성
일반 생산현장에서 연구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에서 고정밀 측정을 지원합니다.

1.  외부 환경 차단, 케비넷, 서라운드 선반 및 
전면 모니터

2.  서라운드 선반 및 후면 모니터

3.  서라운드와 별도의 책상 및 모니터

향후 적용할 구성

• 액티브 AV 마운트, 외부 환경 차단 
케비넷, 서라운드 선반 및 전면 모니터

• 일반 철제 프레임, 별도의 책상 및 모니터

귀사의 개별적인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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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텀 진직도 
트래버스(X)의 진직도 사양을 교정할 
때, 테일러홉슨의 진직도 시편 
(Optical flat)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트래버스 이동 방향의 
정밀도의 기준이 되며 소프트웨어의 
자동 보정 기능을 통해 측정 축의 
기하학적 형태를 보정합니다.

표면 거칠기 
테일러홉슨이 제공하는 ±(2 % 
+ 4nm)의 정밀도의 유리 또는 
금속 거칠기 시편을 통하여 
장비를 보정하고, ISO 표준에 맞춰 
높이 파라미터의 측정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간격 시편은 ± 0.6 μm의 정밀도 
안에서 보정 가능합니다.

단차 보정 
장비의 단차 측정값 보정을 위해 
고정밀 단차 시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nm까지의 정밀도 
안에서 보정 가능합니다.

간격 보정 
테일러홉슨의 모든 트래버스 장치는 
x방향의 정확한 치수 보정 및 간섭계 
장치의 정확한 치수 반영 테스트를 
통하여 향상되었습니다.

국제 표준에 대한 완벽한 추적 가능성 
중요한 결과일수록, 테일러홉슨을 신뢰하십시오

추적성 
테일러홉슨은 ISO 등급의 UKAS 
클린룸 시설을 구축하여 모든 시편 
및 기기에 대한 완전한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UKAS 실험실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되는 표면 
상태와 관련된 모든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정 
Form Talysurf® 시스템은 특허받은 
볼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하여 
단일 자동화 작업으로 정확한 치수 
보정과 게이지 선형성 보정 작업을 
처리합니다.

이 빠르고 간단한 공정은 정확한 
표준에 따라 제작된 고정밀 보정 
구 시편을 사용하여 반경에 대해 
교정되고 그 결과는 국제 표준에 
따라 추적할 수 있습니다.

0026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문의를 통해 테일러홉슨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 +82 (0)31 888 5255
이메일: taylor-hobson.korea@ametek.com
홈페이지: www.taylor-hob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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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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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에서 고도로 자동화된 제조 시스템의 
사용은 잘 확립되어 있지만 품질 관리는 수동 
프로세스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화된 품질 관리를 
위한 Form Talysurf® CNC 시리즈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크랭크샤프트, 헤드, 블록, 기어 박스 
등의 분석을 위한 개별 요구 사항에 맞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Form Talysurf® CNC 시리즈는 Industry 4.0 
철학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인 테일러홉슨의 
Q-Link 생산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Q-Link는 생산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제조 
공정에 피드백을 전달하는 SPC 소프트웨어와 직접 
통신을 제공합니다. 

전용 보조 장치로 측정물의 측정 설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자동 과정과 동시에 빠른 축 
이동을 통해 작업자 실수를 방지하여 측정 시간을 
줄이고 처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측정의 무결성과 재현성

2

1

고정밀 게이지 
0.4 nm 분해능 및 고유한 온도 보상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5 mm 게이지는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트래버스 틸트 
전동식 ±9° 틸트 또는 수동 -45° 틸트 트래버스 장치로 
실린더 헤드의 크랭크샤프트 및 밸브 시트의 반경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밀 컬럼 
700 mm 또는 1000 mm 높이로 제공됩니다. 자동 
Y 스테이지와 함께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1

2

3

Form Talysurf® CNC Series

생산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 
표면 거칠기, 형상 및 윤곽의 자동화 측정

실린더 헤드 및 블록

변속기 하우징

크랭크 샤프트 및 캠 샤프트

밸브 및 피스톤

기어, 콘로드 및 인젝터

유압 부품

측정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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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시스템 
에어 제진대는 강철 프레임과 함께 작동하며 현장 
환경에서 측정 노이즈를 줄입니다.

트래버스 유닛 
120 mm 또는 200 mm 길이로 제공되는 트래버스 
장치를 통해 대형 부품을 측정 할 수 있습니다.

고정 장치 
빠른 설치 및 설정을 위해 설계된 안정적인 전용 고정 
장치를 통해 일관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강철 프레임 지원 
4 개의 다리로 고 하중 레벨링 메커니즘이 포함된 강한 
단단한 강철 지지 프레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Ultra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요구에 맞춰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강력한 
분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84

5 9

11

6

축 정밀 제어 
로터리 및 300mm X 스테이지를 통해 모든 축을 
동시에 정확한 위치로 정밀 제어합니다.

화강암 베이스 
베이스는 고급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측정 전반에 걸쳐 
높은 제진 효과, 열 변형 감소 및 강성을 제공합니다.

6

7

ECU 캐비닛 
온도를 제어하고 냉각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산업용 
장비 캐비닛입니다.

10

게이지 거칠기 형상 중량

노이즈
<20 nm Rq

Pt
<0.25 µm

게이지 측정 범위
5 mm

최대 측정물 중량
350 kg

© Taylor Hobson Ltd. 2020. Form Talysurf® i-Series PRO Range - 11/2020.



The Metrology Experts
1886년 설립된 Taylor Hobson은 표면 및 형상 
계측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진원 및 
표면 측정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www.taylor-hobson.kr

서비스 부서
이메일: taylor-hobson.korea@ametek.com 

전화:  +82 (0)31 888 5255

• 예방 관리 – 아메케어(AMEare) 서비스를 통한 측정
시스템 유지 보수 지원.

영업 부서
이메일: taylor-hobson.korea@ametek.com 

전화:  +82 (0)31 888 5255

• 설계 엔지니어링 – 특수 목적의 전용 측정 시스템 개발
지원.

• 정밀 제조 – 초정밀 제품의 기계 가공 계약 서비스.

우수연구센터
이메일: taylor-hobson.korea@ametek.com 

전화:  +82 (0)31 888 5255

• 검사 서비스 – 사용자의 생산 부품을 ISO 국제 표준에
의거 숙련된 전문가가 최상의 시스템으로 측정 지원.

• 전문 교육 – 숙련된 계측 전문가가 제공하는 진원 및
표면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 과정.

• 사용자 교육 – 고객 현장에서의 교육을 통한 맞춤식
사용자 교육.

• UKAS 교정 및 시험 – 고객 시편을 당사의 UKAS Lab에서
측정 전문가가 교정 및 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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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Hobson 영국
(글로벌 본사)

PO Box 36, 2 New Star Road
Leicester, 
LE4 9JQ, 
England 

전화:  +44 (0)116 276 3771
taylor-hobson.sales@ametek.com

Taylor Hobson 프랑스
Rond Point de l’Epine Champs 
Batiment D, 78990 Elancourt, France 

전화:  +33 130 68 89 30
taylor-hobson.france@ametek.com

Taylor Hobson 독일
Rudolf-Diesel-Straße 16, 
D-64331 Weiterstadt, Germany 

전화:  +49 6150 543 0
taylor-hobson.germany@ametek.com

Taylor Hobson 이탈리아
Via Della Liberazione 24, 20068, Peschiera 
Borromeo, Zeloforamagno, Milan, Italy 

전화:  +39 02 946 93401  
taylor-hobson.italy@ametek.com 

Taylor Hobson 인도
Divyasree NR Enclave, 4th Floor, Block A,
Plot No. 1, EPIP Industrial Area, Whitefield, 
Bengaluru - 560066, India

전화:  +91 80 6782 3346
taylor-hobson.india@ametek.com

Taylor Hobson 중국
taylor-hobson-china.sales@ametek.com

상하이 오피스
Part A1, A4. 2nd Floor, Building No. 1, No. 526 
Fute 3rd Road East, Pilot Free Trade Zone, 
Shanghai, 200131, China 

전화:  +86 21 5868 5111-110 

베이징 오피스
Western Section, 2nd Floor, Jing Dong Fang 
Building (B10), No. 10, Jiu Xian Qiao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15, China 

전화:  +86 10 8526 2111

청두 오피스
No. 9-10, 10th floor, 9/F, High-tech Incubation 
Park, No. 160, Jinyue West Road, Chengdu 
610041, China 

전화:  +86 28 8675 8111

광저우 오피스
Room 810 Dongbao Plaza, No.767 East 
Dongfeng Road, Guangzhou, 510600, China 

전화:  +86 20 8363 4768

Taylor Hobson 일본
3F Shiba NBF Tower, 1-1-30, Shiba Daimon 
Minato-ku, Tokyo 105-0012, Japan 

전화:  +81 34400 2400
taylor-hobson.japan@ametek.com

Taylor Hobson 한국
#309, 3rd FL, Gyeonggi R&DB Center, 105, 
Gwanggyo-ro,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16229 

전화:  +82 31 888 5255 
taylor-hobson.korea@ametek.com

Taylor Hobson 싱가포르
AMETEK Singapore, 10 Ang Mo Kio Street 65,  
No. 05-12 Techpoint, Singapore 569059 

전화:  +65 6484 2388 Ext 120
taylor-hobson.singapore@ametek.com

Taylor Hobson 태국
89/45, Moo 15, Enterprise Park, Bangna-Trad 
Road, Tambol Bangkaew, Amphur Bangplee, 
Samutprakarn Province 10540, Thailand 

전화:  +66 2 0127500 Ext 505
taylor-hobson.thailand@ametek.com

Taylor Hobson 대만
10F-5, No.120, Sec. 2, Gongdao Wu Rd.,  
Hsinchu City 30072, Taiwan 

전화:  +886 3 575 0099 Ext 301
taylor-hobson.taiwan@ametek.com

Taylor Hobson 멕시코
Acceso III No. 16 Nave 3 Parque Ind. Benito 
Juarez Queretaro, Qro. Mexico C.P. 76120

전화:  +52 442 426 4480  
taylor-hobson.mexico@ametek.com

Taylor Hobson 미국
27755 Diehl Road, Suite 300, Warrenville, 
IL 60555, USA 

전화:  +1 630 621 3099 
taylor-hobson.usa@ametek.com

1100 Cassatt Road, Berwyn, PA 19312, USA 
이메일:  info.corp@ametek.com 
웹사이트:  www.amet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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