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M I  동심도게이지

사용범위

동심도게이지 모델 A-10, A-20, H-50은 스텝샤프트, 샤프트 슬리브, 부싱블록 같은 
회전대칭되는 작업물의 측정에 적합합니다.

주사용법

샤프트 측정물의 런아웃, 동심도 등의 정밀 측정

회전체 내외경의 신속, 정밀 측정

단일 샤프트 측정물의 다점 정밀 측정

내경과 외경의 평탄도를 동시에 신속 측정

주요특징

표준정밀도 0.005mm, 고정밀도 0.002mm

빠른 측정, 리툴링 불필요

편리한 조작, 광범위한 사용범위

이동하기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함

일반적 사용 환경에서 작동가능

측정물의 특수성에 따라 맞춤 제작이 가능

동심도게이지 선택시 고려해야할 3가지 측면

표준정밀도와 고정밀도

메인 롤러

인디케이터/게이지 사양과 다이얼 인디케이터, 측면캐리어, 측면테스트 인디케이터, 
보조 어셈블리 등의 기타 악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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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측정 범위

직경(mm) 길이(mm)
모델명

인디케이터/
게이지 종류

A-10

A-20

H-50

싱글 테스트 인디케이터

3 - 25

10 - 50

20 - 102

102

152

203

≤ 5

≤ 5

≤ 5

정밀도(㎛)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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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시

측정물의 크기에 따라 측정물 고정대의 높이를 조정하면 적절한 압력으로 측정물을 
고정해 줍니다.

고정대 손잡이를 이용해 측정물 고정대를 높이고 난 후 측정물을 메인 롤러에 올려 
놓고 측정물 고정대를 측정물 뒤편에 내려놓습니다.

측면이동 부품의 높이를 인디케이터의 측정헤드가 측정물 표면에 닿을때까지 조정한 
후 인디케이터의 0점을 조정합니다.

테스트 인디케이터의 측정헤드가 측정물 표면에 닿아있는 동안 측정물에 적합한 
위치에 맞게 조정한 후 인디케이터의 0점을 조정합니다.

손잡이를 회전하면서 세팅된 인디케이터 값에서 최대/최소값을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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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모든 부품은 청결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작은 먼지 하나라도 있다면 블로워를 이용해 
제거해야 하며 기름 얼룩이나 지문이 묻어있다면 면으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동심도게이지의 정확도를 떨어트리거나 파손을 피하기 위해 임의적인 분해와 조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먼지가 앉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야 하며 녹방지를 위해 방청유를 
바르고 건조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게이지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평상시 측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작방법

동심도게이지는 직사광 또는 습도가 많은 장소와 온도가 높거나 진동이 심한 곳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건조하고 깨끗한 환경에 두어야 합니다.

동심도게이지는 이동하거나 측정 진행중에는 충격, 부딪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히 
다뤄야 하는 고정밀 측정기입니다. 

정밀도에 영향 받지 않도록 메인 롤러와 슬라이드바는 방청유(ex:WD-40)를 살짝 묻힌 
부드러운 천이나 탈지면으로 닦아야 합니다.

동심도게이지를 보호하려면 청결한 작업환경과 기본 방청은 필수입니다.

측정시에는 정밀한 측정을 위해 동심도게이지를 수평으로 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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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원인 해결방법

FAQ

측정시 작업물이 
축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작업대가 수평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작업대가 평평하지 않습니다.

측정대상물을 교체합니다.측정 대상물의 표면이 테이퍼 
형태입니다.

측정헤드 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측정헤드에 가하는 압력이 너무 
강합니다.

메인 롤러를 깨끗하게 닦아 
줍니다.

메인 롤러에 먼지나 이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메인 롤러의 회전이 
부드럽지않습니다.

타이밍 벨트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타이밍 벨트에 이물질이 
끼어있습니다.

측정물의 표면을 닦아주거나 
교체합니다.

측정물에 끈적하거나 자성이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사이드 캐리어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슬라이드바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슬라이드바에 먼지나 
이물질이있습니다. 

방청유, 방청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방청작업을 합니다. 

슬라이드바에 녹이 발생했습니다.

측정시 작업물이 
축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조정 스크류를 교체합니다.조정 스크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디케이터의 바늘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측정물을 교체하거나 표면을 
청결하게 합니다.

측정물의 표면이 테이퍼 형태이거나 
표면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스크류를 조여주거나 
교체합니다.

제품 이동시 측정헤드의 클램프가 
풀렸거나 손상을 입었습니다.

측정헤드를 교체합니다.측정헤드가 낡았습니다.

새로운 동심도게이지로 
교체합니다.

동심도게이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316동 215호(원곡동, 트리플렉스)
T. 031-494-1103  F. 031-494-8247
M. sales@amigage.com

www.amig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