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전사고 예방  

 칼날이 날카로우므로 사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uperPIG와 부속품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제품 설명  

SuperPIG는 ISO 2808에 따라 거의 모든 소재 표면에 처리된 코팅 두께 측정 시 사용할 수 있는  

측정기로써 매우 섬세하며 파괴력을 지닌 기기입니다.  

가장 적절한 측정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측정치를 제공하는 기기가 바로 SUPER입니다. SuperPIG는  

거의 모든 소재 표면에 처리된 1개 또는 그 이상의 코팅 층을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크로스-커트

접착 테스트 방법(코팅 표면에 격자무늬로 칼집을 내어 코팅의 접착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설명서  

측정 범위: 2~2000 microns 

현미경: 확대력 50X (측정 눈금 있음) 

눈금 측정 범위: 0.00-2.50mm (직선 측정) 

편차: 정밀도는 칼의 절단 각도와 사용자의 측정치 분석에 따라 달라짐.  

배터리: 4XAG3Material : 알류미늄 양극 처리된 티타늄 

폭: 25mm 

높이: 110mm 

길이: 60mm 

 

2.2 세부 사항  

1. 회전 가능한 칼날 홀더  

2. 선택한 칼날 

3. 측정 눈금이 있는 현미경  

4. 라이트 ON/OFF 

5. 가이던스 휠 

6. 현미경 초점 조절용 휠  

 

 

사용 설명서  



  

 

 

7. 빛을 비추어 표면을 검사하는 부분  

8. 칼날 교환용 통로 (그림에는 보이지 않음)  

 

3. 표준 규정 

ISO 2808에 따라 표면에 처리된 거의 모든 코팅 두께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표준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구성                                                      

 SuperPIG와 손목용 끈                     

 검은색 마커 

 1,2,3 절단용 칼날                                  

 6각형 스패너 

 벨트 클립이 있는 가죽 파우치    

 

                          

                     (2.2 세부 사항)                                       (4. 구성)  

 

5. 측정 준비  

5.1.  1,2,3 그리고/또는 4 칼날 끼우기  

    칼날 홀더에는 동시에 3개의 칼날을 끼울 수 있습니다. 칼날 홀더의 둥근 휠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으며, 아래쪽에 보이는 숫자가 현재 선택한 칼날입니다.(위 사진 참고) 칼날을 끼우는 동안에,  

이 숫자와 칼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칼날 1과 4는 칼날 홀더의 한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칼날을 교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평평한 표면에 SuperPIG의 칼날 홀더 휠 부분(1)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기기를 옆으로  

놓습니다.  

2. 제공한 6각형 스패너-3을 이용하여 볼트(8)를 느슨하게 풉니다. 숫자가 써있는 쪽을 위로 하여  

칼날을 홀더에 끼우고 칼날을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사진 참고)  

3. 6각형 스패너-3으로 나사를 다시 조입니다.  

4. 홀더의 휠을 돌린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 칼날 홀더에 칼날들을 끼웁니다. 이미 한 개의 칼날

이 끼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2 격자모양의 칼날 끼우기 (옵션) 

격자모양의 칼날을 이용하여 표면 코팅 접착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1. 격자모양 칼날 홀더를 “딸깍” 하는 소리가 난 후 조금 더 돌립니다.  

2. 제공한 6각형 스패너-3를 이용하여 볼트를 느슨하게 풉니다.(8, 그래서 격자모양 칼날이  

나사에 맞도록 합니다.) 

3. 다시 6각형 스패너-3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입니다.(8)  

                          

               ( 5.1.1. 1,2,3그리고/또는 4칼날 끼우기)         ( 5.2 격자모양 칼날 끼우기)  

 

5.3 측정 전 준비사항  

실제 사용하기 전에 SuperPIG를 시험용 표면 위에 두고 여러 번 설정을 달리하여 측정에 알맞은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1. 하얀 코팅이 되어 있는 시험 표면 위에 약 20mm의 검은 선을 긋습니다.  

2. 빨간 버튼(4)를 눌러서 불빛이 밝혀지도록 하고 기기의 밝아진 부분을 검은색 선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따라서 2.2 세부사항의 그림처럼 기기는 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3. 현미경(3)을 통해 표면을 관찰하고 초점 조절용 휠을 이용하여 검은색 선의 경계 부분도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초점을 맞춥니다.  

4. 이제 SuperPIG를 모두 조정하였으며, 측정하시면 됩니다.  

  

     6. 측정  

        1. 측정할 표면에 약 20mm의 검은색 선을 긋습니다.  

        2. SuperPIG의 칼날을 그어진 선 뒤쪽에 두고 선을 가로 질러서 앞으로(사진에 나온 방향으로) 

당겨 코팅만 잘라줍니다. (측정기에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너무 깊이 자르면 표면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코팅 층의 패턴이 달라져서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칼날이 아주 빨리 닳게 됩니다.   

        3. SuperPIG 차일(Tilt)을 치고, 밝은 부분(7)을 검은색 선과 자른 코팅 면이 만나는 부분에  

          놓습니다.  

        4. 현미경(3)을 통해서 관찰하고 검사하고자 하는 위치에 초점 조절용 휠(6)을 돌려서 초점을 맞춥니다.  

          (사진 참고)  

                    

           (5.3 측정 전 준비 사항)                          (6. 측정)  

 

        5. 눈금을 읽고 SuperPIG에 새겨져 있는 D 팩터 수치를 곱해줍니다.   

 

칼날 번호 커트 앵글(도) D 팩터 (μm) 측정 범위 (μm) 

1 45 20 20- 2000 

2 26.6 10 10-1000 

3 14 5 5-600 

4 5.7 2 2-250 

 

 

 



 

 

6.1 관찰:  

             여러 개의 코팅 층은 각 코팅 층의 색깔과/또는 건조된 표면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밝기와 초점을 조정하고 SuperPIG의 위치를 바꾸거나 잘린 단면을 

조금 적셔 주면 적은 양의 피그먼트로도 코팅 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에는 실제 형상이 거꾸로 나타나며 SuperPIG가 이러한 상을 관찰하여 표면 검사가 이루어  

집니다.  

            아래 그림은 (조각)칼 X로 자른 단면을 SuperPIG의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한 모습입니다.  

 

             

 

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라색: 코팅  

    분홍색; 칼날의 커트 앵글로 자른 코팅 단면 

    노란색: 표면 

파란색: 칼날의 90도 사이드로 자른 코팅 단면  

 

코팅 두께는 분홍색 표면 위의 눈금의 수를 세어서 D 팩터 수치를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코팅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눈금을 세고 해당 칼날의 D 팩터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코팅 절단면 경계에 있는 불규칙적인 부분은 눈금을 셀 때 빼고 측정하기 바랍니다.  

   

        7. 칼리브레이션(교정) 

        ·  SuperPIG는 오래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좋은 저장 상태를 유지하여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서비스로 부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별도 구매 가능한  

교체용 칼날은 제외).  

        ·  칼날은 항상 예리하게 유지하고 손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칼날이 맞게 끼워졌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칼날을 다시 끼우시기 바랍니다.  

  

 

 



 

 

         ·  SuperPIG는 특별한 교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확인을 원한다면 TQC로 기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8. 유지 관리 

         · 견고하게 설계되었지만 정밀 기계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뜨리거나 두드리지 마십시오.  

         · 항상 사용 후에는 기기를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기기를 닦고 다른 기계적인 방법 예를 들면 무선 브러쉬나 연마용 페이퍼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강한 세정제의 사용은 기기의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합니다.  

         ·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9. 관련 제품  

        

          SP4010 젖은 필름         SP3000                   SP0050                    D10065 

두께측정기Ⅱ            마스터 페인트 판        코팅 손상 확인 라벨      LED 플레쉬라이트   

 

   10. (법적 책임 등의) 거부 표명 진술   

    본 사용설명서에서 제공한 정보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설명서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사로부터 제품이 해당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자사는 제품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본 설명서 및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제품의 품질 또는 조건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제품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가 상세하게 문서를 통해 수용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모든 문제, 손실, 손해 (자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망, 부상의 경우는 제외)에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품의 실제 사용 경험과 끊임없는 제품 개발 정책에 따라 본 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은 발행을 거듭하면서 교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