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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H-25M
고정도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

측정공구, 측정기준기, 계측시스템

●고정도 측정 요구에 맞추어 0.1μm 측정을 실현시킨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미쓰도요의 독자적인 『분해능0.1μm의 ABS(절대)로터리 
센서※1』 와『고정도 나사 가공 기술』로 기차 ±0.5μm를 
달성. 종래 모델과 같은 조작성으로 고정도 측정이 가능
합니다. ※1 특허출원중 (일본, 미국, 유럽, 중국)

●『고강성 프레임』과 『고성능 정압장치※2』사용으로 
측정 안정성이 향상. 또한 라칫스톱 소리로 확실한 작동 
확인이 가능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특허출원중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손에 들고 측정할 때에는 방열 커버(표준부속품)를 부착
하여 프레임에 전해지는 손의 열을 줄이고, 프레임 열팽
창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ABS(절대)로터리 센서※3로 전원을 킬 때마다 원점 맞춤 없
이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버 
스피드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특허출원중 (일본, 미국, 유럽, 중국)

● 최소 표시량의 전환(0.0001mm/0.0005mm), 기능 잠금(Funtion 

Lock), 프리셋 등 다양한 측정에 대응 가능한 기  능을 탑
재하고 있습니다.

기능 잠금(Funtion Lock)

0.0001mm
최소표시량

■사양

코드번호 293-100
제품명 MDH-25M
측정범위 0~25mm
최소표시량 0.0001mm (0.0005mm로 전환 가능)
기차（20℃） ±0.5µm※4

측정면 ø3.2mm
측정력 7~9N
위치검출방식 전자유도식 ABS 로터리 센서
질량 400g (방열 커버부착 440g)
전원 리튬 전지 (CR2032) 1개
전지수명 일반 사용 상태에서 약 2년

※4 양자화 오차 ±1 카운트 포함하지 않음

세계 최초 0.1μm 영역의 마이크로미터 등장
(2011년 6월 현재 당사 조사)



■표준 부속품

■기능

■외관 치수도   단위: mm

프리셋 기능(ABS측장계) : 측정 원점의 설정을 합니다. 측정 원점은 임의의 값을 프 

    리셋 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측정물에 대응 가능합니다.

제로셋 기능(INC측장계) : 임의의 위치에서 표시값의 클리어(제로셋)가 가능하며, 비 

          교측정이 편합니다. 제로셋을 한 후에도 원점에서 절대값 

   측정(ABS측장계)으로 복귀 가능합니다.

홀드 기능 : 표시값의 홀드(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해제 하면 직전에 설정한 

              제로셋의 위치, 또는 원점 위치에서의 측정값을 표시하기 때문에 표시

               를 보기 힘든 위치에서의 측정이 편리합니다.

최소표시량 전환 기능: 표시값 최소행의 분해능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0.1μm 표시

       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0.5μm 표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 잠금 : 부주의로 원점 위치를 변경하지 않도록, 프리셋 기능과 제로셋 기능 등

               을 잠급니다.

ON/OFF 기능: 측정 완료 후 전원을 끄실 수 있습니다. OFF 상태라도 원점이나 제

                   로 위치는 기억되어 있습니다.

오토 파워OFF 기능: 측정 완료 후 OFF를 누르는 것을 잊어도, 약 20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측정 데이터 출력 기능: 측정 데이터의 출력 기능이 있어서, 통계적 공정 관리 시스

        템이나 계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에러 표시: 만일 표시부의 오버 플로우나 계산 미스가 발생하면 표시부에 에러 메

             시지가 표시되어 측정 기능을 멈추기 때문에 잘못된 채로 계속 측정하는 

              것을 방지 합니다. 또한 전지의 전압이 저하되면, 측정 불가 상태가 되기 

              전에 전지 마크가 점등되어 전지 소모를 알려줍니다.

방열 커버 (No. 04AAB969A)1개
CR2032 리튬 전지 1개
스패너 (No. 200877) 1개
드라이버 (No. 04AAB985)1개
면닦이용 종이
검사성적서

고정도 디지매틱 마이크로미터
MDH-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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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00 MDH-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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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출원중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악세서리(옵션)
● 출력 스위치가 있는 연결 케이블
1m: No. 05CZA662
2m: No. 05CZA663
● USB인풋 툴 다이렉트
USB-ITN-B(2m):No.06ADV380B
●U-WAVE-T전용 연결 케이블
No. 02AZD790B 160mm 
풋 스위치용: No.02AZE140B
● 면 닦이용 종이 1,000장 No.04AZB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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