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asuring & Testing Technology Made in Germany

2014/01/KO

블룸노보테스트  
뉴스

> > > 우수한 생산성을 보장하는 초정밀 파트너

> > > 터치 방식에서 스캔 방식으로

> > > 디지로그: 한가지 기술이 지닌 다양한 가능성

> > > "블룸은 저희의 눈(eyes)과 같습니다."



> > > TC64-RG 조도 측정 게이지는 시스템 통합형 품질 
모니터링 분야에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 공로로 EMO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 < <

Alexander Blum 
사장

블룸노보테스트 뉴스는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저희의 다양한 

활동을 고객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호는 저희의 

이러한 노력과 전세계적인, 엔지니어링 및 솔루션 중심 개념에 대한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1997년 블룸노보테스트가 중앙 유럽 시장의 틈새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한 이래로 고객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저희의 세계화 방향도 이에 맞춰 변화해왔습니다.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2008년과 2009년까지만 해도 기계, 설비 및 소비재 생산 

분야는 일명 세계의 작업장이라 불리는 일부 국가에 생산력이 집중되는 

흐름이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판매 시장에서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개별 제품을 

생산하거나 필수 서비스와 제품 구성만큼은 고객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의 

성장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혁신과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우수 기업과 상대적으로 약한 경쟁사의 방식은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시장의 이러한 분배 구조 변화는 생태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소비재의 가치를 높이는 기계와 설비 

생산 공학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기계 설비 분야는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고도의 자동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에는 일시적 임금 인하 또는 기타 비용 절감 

효과보다 경영진의 의지와 혁신 역량, 작업자의 교육 수준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다중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복잡한 생산 기계를 자동 공정에 

통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투자에 속하는 이들 장치는 

아직까지 작동 방법이 복잡하고 폐쇄형 연속 공정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사용자 화면을 단순화하고 자동 공정과 CAD/CAM, 

ERP 기능을 작업자의 생산 공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장치는 가치가 높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공작물을 가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고가 부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 동향은 간단하지만 자동화하기 어려운 표준 기계에서 일명 

"소모성 기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소모성 기계는 현대적 흐름 개념에서 

주문과 관계 없이 대량 생산되고 딜러와 최종 소비자가 옵션을 쉽게 추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로봇 솔루션 등으로 손쉽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계는 중소기업의 자동 턴키 생산 솔루션 및 자동차 산업 또는 의료 

공학의 자동화된 소비재 또는 소형 부품 생산 공정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 지역의 비용 여건에 관계 없이 전세계적으로 

자동화 셀과 상호 연결이 가능한 생산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작기계에서 센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작물과 공구 측정 시스템은 주로 애플리케이션에 센서/

계측기기를 연결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계 제어 능력보다 이들 

계측기기의 성능이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 생산 시스템/

장비의 폐쇄형 연속공정에 스캐닝 터치 프로브, 조도 테스트, 와상전류 

계측기기, 기계의 측정 헤드 분리 등과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도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 

블룸노보테스트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저희 임직원들의 열정과 

우리의 기업 문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는 "한가지 기술, 다양한 가능성(One technology, many 

possibilities)"라는 모토에 따라 새로 출시된 다양한 디지로그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저희 제품이 공작물과 비정형적 표면 측정과 테스트에 

집중했다면 이번 신제품은 단일 소스에서 다양한 검증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TC64-RG 조도 측정 게이지는 EMO 2013에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품질 모니터링 분야에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 공로로 독일 전문지 "머신마켓

(Maschinenmarkt)"가 혁신 제품에 수여하는 “MM 상"을 수상했습니다.

블룸노보테스트 뉴스에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고 저희의 제품과 경험을 

통해 함께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룸노보테스트의 고급 System 

Integrator (설치 및 기술지원 대리점)와 400명이 넘는 직원은 전세계에서 

저희의 능력을 보여줄 것 입니다.

Alexander Blum 

사장

측정부품 사업부 책임자 Mr.Heribert Bucher 와  
머신마켓(Maschinenmarkt) 잡지 수석 편집장 Mr. Frank Jablon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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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위
스 생산성을 보장하는  

초정밀 파트너 

스위스 명품시계 제조업체 크리스토페 클라레 SA는 블룸노보테스트를 절삭공구용 

레이저 측정 시스템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이로써 측정 전문기업 블룸은 명품 시계 생산 

공정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명품 시계의 대명사로 알려진 스위스 유라의 크리스토페 

클라레는 오래 전부터 블룸노보테스트와 협력하여 가공센터에 

생산 계측 장비를 설치해왔다. 

장인의 열정
크리스토페 클라레는 시계 만드는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마이크로 엔지니어링은 하나의 신념이다. 유년시절부터 

그를 움직여온 이러한 열정은 명품 시계 제작의 필수 요건이라 

불리는 초정밀과 미세공학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이들 

초정밀 세계의 복잡성과 완전성은 그가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시계 산업에 평생을 바치는 진정한 이유가 되었다. 

그는 독학으로 시계를 공부하다가 스위스 시계 장인 밑에서 

명품 시계의 비밀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시계 제작이 아닌 

복잡한 시계를 사서 복원한 후 되파는 일부터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최고급 명품 시계를 만들기 위해 뚜르비용, 리피터스, 

뮤지컬 프리셉트, 미닛 리피터, 크로노그래프, 절연체를 

사용한 플라이백 핸드, 이중 레트로그레이드를 사용한 

퍼페츄얼 데이 등 새로운 무브먼트 설계와 시뮬레이션(CAD)

부터 최종 조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완벽을 추구했다.

그리고 1987년 가이 엘리아(Guy Ellia)와 장 뒤낭(Jean 

Dunand) 등과 같은 명품 시계 제조업체에 전용 무브먼트를 

공급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인, 마이크로 메커니즘 

예술가로서 무브먼트를 조립하는 고객 브랜드의 정신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현하고 있다.

크리스토페 클라레는 공기 정화, 온도 제어, 소음 흡수 기능을 

갖춘 2000평방미터 규모의 2층 건물을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1층에서는 부품을 생산하고 인공으로 공기가 정화되는 

2층에서는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무브먼트를 하나씩 조립한다. 

직원들은 아직 어리지만(평균 28세)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최소 생산 공차
시계 제작에서 정밀 측정은 100분의 1밀리미터가 기본 

단위지만 미크론이나 나노미터 크기로 측정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럴 때는 디지털 제어 측정기를 사용해야 한다. 생산관리 

측면에서 그들은 약 8000개의 작동 범위와 2000개의 시리즈 

제품생산을 관리한다. 한번에 진행되는 생산량은 아주 적다.  

1년간 5번에 걸쳐 50개 정도의 부품만 생산 하기도 한다.

Christophe Bouveret 생산 관리자는 ≪르 솔레유 도르(Le 

Soleil d’Or)≫에서 "고도로 복잡한 시계를 만들려면 부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평균 450개 부품으로 구성된 

무브먼트 30개를 설계했습니다. 부품이 많아질수록 각 부분의 

공차도 정밀해집니다. 따라서 부품 공정 과정에서 매우 엄격한 

정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허용 공차 범위를 쉽게 벗어나게 

됩니다."라고 설명한다.

최신형 공작기계
공작물은 밀링과 보링, 방전, 레이저 커팅, 프로파일 터닝, 

기어 커팅, 버니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크리스토페 

클라레 작업장에는 18대의 머시닝 센터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사용한지 4년이 되지 않는 비교적 신제품들이다. 이들 

머시닝 센터는 대부분 1% 이하의 불량률을 유지하고 있다. 

크리스토페 클라레는 3축, 4축 또는 5축 밀링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 또는 특수 공구를 사용해 공차 범위 5 미크론 

이하로 각 부품을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는 통합형 공작기계(

각기둥 및 회전부품)를 선호한다.

안전한 초정밀 실현
명품 시계 제조업체는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르로클 공장은 효율성과 제조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를 주저하지 않고 알려주었다. 바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블룸 

LaserControl NT-H를 사용해 수천 개의 공구, 드릴, 비트, 탭, 밀링 

커터를 매일 측정하는 것이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내장형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LaserControl NT-H는 3세대 레이저 기술을 사용해 절단 공구를 

측정하기 때문에 극한의 조건에서도 신뢰성을 보장하고 최고의 가공 

정밀성을 제공하며 어떤 회전 속도에서나 절삭날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특수 공구 모니터링
LaserControl NT-H는 공구 세팅,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측정, 런아웃 

콘트롤, 충돌 위험 없이 러너(또는 테이퍼) 결함 표시를 비롯해 

다이아몬드 형태 또는 CBN 절삭날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머신 프로그램에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력하면 밀링 시 톱니 수를 포함한 표준 및 특수 공구 형태를 검사하고 

광학 장치와 포커스 레이저 빔이 탑재되어 있어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동안에도 모든 측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Christophe Bouveret 는 "저희는 공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무엇보다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블룸 제품은 직경 10분의 1밀리미터의 초소형 

공구까지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의 모든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LaserControl로 공구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라고 평가한다.

생산성 증대
그는 "생산성 또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공구를 세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공작기계에서 공구 마모를 감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공구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잘못 입력할 위험이 있었지만 이제 기계의 디지털 제어 장치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시스템 

덕분에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클라레 생산 관리자 Mr. Christophe Bouve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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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방식에서  

신속한 스캐닝 방식으로

기어를 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정밀한 방식은 톱니를 연삭하는 

것이다. 스위스 제조회사 라이샤워(Reishauer)는 이 기술을 사용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부분까지 공작물을 연마함으로써 최신 기계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이제 

블룸노보테스트 TC76-DIGILOG 디지털/아날로그 프로브는 최신 기계의 필수 부품이 

되었다.

18세기 스위스 발리셀런에서 공구 제조업체로 시작한 

라이샤워 AG(Reishauer AG)는 몇 년 전부터 톱니 연마기와 

관련 공구로 사업 분야를 전문화하면서 최대 직경 1000

밀리미터의 기어를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CNC 

그라인딩 센터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라이샤워는 최대 가공 직경이 각각 60, 160, 260, 360 

밀리미터인 모듈식 기어 연삭기 4종을 출시했다. 이중 가장 

작은 시스템은 고출력 기능을 갖춰야 하는 자동차 기어박스의 

유성기어를 연마할 때 사용된다. 이들 기계는 일반적으로 특수 

기어휠 측정기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품질관리측정을 실행하고 

있어 사실상 측정 기능은 부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어가 클수록 배치 크기가 작고 가공 사이클이 길어서 

공작물을 빼내고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합형 측정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라인딩 디스크나 공작물을 교체하면 측정 작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어가 클수록 가공 사이클에서 

그라인딩 디스크를 여러 번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측정 시에는 소재 

형태와 관련된 치수를 비롯해 측정값을 기록한다. 측정값이 

정확하면 소재 위 특정 부위로 이동이 빨라져서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잇봉우리면과 기저직경 외에도 프로파일방향으로 

기어를 따라 4-6쌍의 기어 치면을 측정해야 한다.

라이샤워는 2009년 EMO에서 측정 기술 전문기업 

블룸노보테스트를 처음 만났다. 머시닝 센터 전용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프로브와 레이저 측정 시스템을 공급하는 

블룸은 디지털 스캐닝 시스템에 사용된 기본 기술을 활용하면 

아날로그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TC76-DIGILOG 

디지털/아날로그 프로브를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기어는 기계를 설정한 후에 연삭해서 측정실로 

옮겨진다. 일부 기어는 크레인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크기가 

크고 측정실이 멀리 떨어져 있기라도 하면 기어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기계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에 작업한 기어의 측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음 기어를 바로 가공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기어를 재작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어를 다시 로드했을 때의 원래 상태를 

재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소재 1개 가격이 1만 5천 유로인 

것을 감안하면 이때 작업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얼마나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연마기 

옆에 CMM을 설치하면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지만 이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설정하고 옮기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기계에 측정 장치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Tobias Schr)der 제품 관리자는 "이전에 사용한 디지털 

프로브로 플랭크 라인과 프로파일을 기록하려면 1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또한 스코어링처럼 트루잉 공구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공 오류를 정확히 감지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죠. 

이는 스캐닝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이제 트루잉 후 치면를 연마한 다음 바로 측정해서 공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drea Siedmann은 새로운 측정 방식을 

이렇게 설명한다. "TC76-DIGILOG의 장점은 디지털 측정과 

아날로그 측정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구를 

측정하려면 먼저 암에 프로브를 장착해 측정해야 하는 공작물 

쪽으로 옮기고 기계 축을 사용해 프로브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프로브를 사용해 잇봉우리면 직경 방향으로 움직여서 

치간의 중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모든 지점에서 공작물을 

스캔할 수 있는 디지털 측정 방식을 사용해 시스템이 치간의 중심부를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스캐닝 측정을 통해 톱니 양쪽 끝과 중심부의 

3개 프로필과 각 측면 기부 부근과 톱니 중앙 봉우리의 3개 치면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어 크기에 따라 보통 4-6개 정도의 톱니가 

사용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6줄 두 묶음의 기어에서 30개 

정도의 지점을 측정해 기록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캐닝 측정으로 이러한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이제 측정 사이클 시간은 15분에서 수분으로 단축됐다. 공작물 당 15

분에서 30분 그리고 풍력발전기에 사용하는 초대형 기어의 경우 약 1

시간 정도 소요되는 가공 시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DIGILOG 측정으로 

각 기어를 개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되어 공정 신뢰성이 향상됐다. 

Andrea Siedmann은 측정 결과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

공인 측정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공 후에 측정기에서 기어를 최종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 후에 생산 작업을 바로 

시작하거나 가공 중간 또는 가공 후에 측정 작업을 수행하려면 내장형 

측정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로 절대값이 아니라 가공 

오류 탐지와 같은 상대값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블룸 프로브와 측정기의 

측정 보고서는 대부분 결과가 동일하고 측정값 변동치는 최대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허용공차보다 훨씬 작습니다."

Tobias Schr)der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블룸 DIGILOG 

프로브의 스캐닝 측정을 사용해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인 덕분에 보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휴 시간을 줄여 품질과 공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품을 영업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블룸노보테스트와 신뢰할 수 있는 협업 관계를 맺은 

덕분입니다. 이러한 협업은 저희와 저희 고객뿐 아니라 새로운 TC76-

DIGILOG 공급하는 블룸까지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Ms. Andrea Siedmann과 Mr. Tobias Sch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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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용  

고정밀 금형가공의  

선두주자

구미에 자리 잡고 있는 프로테크는 탄탄한 가공기술력으로 모바일용 소형정밀 금형부품을 생산, 

금형시장의 다크호스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가공장비의 경쟁력이 품질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정밀금형 부품가공에 있어 고컬리티와 생산성 향상에 블룸노보테스트의 측정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세계인의 로망이 된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똑똑한 

모바일로 자리 잡았다. 2000년 설립된 프로테크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모바일에 들어가는 소형 정밀금형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이다.

25년간 금형전문가로 잔뼈가 굵은 박상호 대표는 프로테크의 

경쟁력을 인력과 첨단(고정밀)장비, 가공 환경의 차별화로 꼽는다.

“앞선준비”로 가공경쟁력을 보여주다
설립 초기부터 와이어가공 기술력을 축적해오던 박 대표는 5-6년 

전부터 고속가공기를 들여와 초정밀금형 부품을 생산할수 있는 

라인업으로 제품경쟁력을 향상 시켰다.

특히 와이어가공기, 고속가공기, CNC연삭기, 3차원측정기 등 

수십대의 첨단 설비는 초정밀 금형가공기술의 현장을 볼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또 반도체 생산라인처럼 항온항습을 유지하는 

깨끗한 가공환경은 차별화된 생산과 납기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생산라인을 

시스템적으로 단순화, 체계화, 자동화 시키는 것이 경쟁력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박 대표는 말한다.

이 회사의 가공기술력이 모바일 금형부품 분야에서 명성을 얻게 된 

데에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내다보는 안목과 과감한 결단력을 

지닌 박 대표만의 투자 전략이 주효했다. 또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품질은 기본으로 거래기업의 기술적 보안 

부분이나 정보 등에 대해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과 신뢰가 낳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모든 공급업체는 가격, 납품기간, 품질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밀한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프로테크에서 가공하는 소형금형부품은 5미크론 정도의 공차로 

타이트하다. 따라서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첨단 설비와 환경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블룸노보테스트의 

측정시스템인 워크프로브와 레이저 센서는 정밀금형부품 가공공정 

상 빼놓을 수 없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셋업시간 단축, 기상측정 가능으로 정밀도•생산성 
UP
“제품의 셋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가공면의 측정이 가능한 

기상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라고 말하는 박 대표는 “

블룸의 워크프로브와 레이저 센서는 자동프로그래밍으로 

가공시간을 단축시키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고정도의 컬리티를 

유지할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매우 

만족스럽다”라며 신뢰를 전한다.

블룸노보테스트의 측정시스템은 프로테크의 가공환경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도 프로테크의 초정밀 부품 

가공의 파트너로서 그 위치가 더욱 견고해 보인다.

한편 프로테크는 소형 정밀 금형부품 가공기술의 경쟁력을 발판으로 

향후 초정밀 금형가공기술의 강자로 부상한다는 목표로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금형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 설계에서 사출까지 세트금형 메이커로 자리매김할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정도의 설비와 인력, 최첨단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품경쟁력과 더 나아가 프로테크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신념으로 남들보다 한발”앞선 준비”로 금형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프로테크의 미래가 기대 되는 이유이다.

 

프로테크  
박상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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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은 저희의  

눈(eyes)과 같습니다."

고정밀 제조산업은 공작기계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산 계측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사람에 비유하자면 마치 눈처럼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 공작기계 제조업체 

"하이티엔 정밀"은 블룸노보테스트 제품이 자사 기계 공구 애플리케이션에 완벽하다고 

평가한다.

대부분 닝보 하이티엔정밀기계(하이티엔정밀)하면 하이티엔 

플라스틱 기계(Haitian Plastics Machinery)를 떠올린다. 

실제로 하이티엔 플라스틱 기계는 세계 최대 사출 성형기 

공급업체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이티엔정밀은 빠르게 성장하는 플라스틱 기계 시장과 

이보다 훨씬 빠른 공작기계 시장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기술 

전환을 꾀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 일본 니이가타(NIIGATA)

와 다이니치(DAINICHI) 기술 전체를 매입했다. 하이티엔 

정밀의 Zhou Yirong 마케팅 부이사는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작기계가 기계 분야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한다.

하이티엔정밀은 몇 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기존의 것을 

흡수하고 혁신을 더한 일련의 기술들을 소개했고 다강 정밀, 

얀샨 정밀, 대련 정밀에서 관리하는 3개 생산 클러스터를 

개발했다. 현재 하이티엔 정밀은 호라이즌탈 터닝 센터, 더블 

칼럼 머시닝 센터, CNC 선반 및 터닝 센터를 비롯해 어느 

분야에나 적용할 수 있는 수백 종의 모델을 가공하는 플로어 

타입 보링과 밀링 머시닝 센터 등 5개 제품 시리즈를 보유한 

NC 공작기계 선도기업으로서 항공우주와 항공, 자동차, 

기관차, 선박, 군사, 기계, 전력, 성형, 디젤엔진 등 다양한 

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품질과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이티엔 정밀은 

블룸노보테스트의 협업 관계를 이러한 노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우회로를 통한 연결 
항공우주와 항공 산업의 생산 시스템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공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작기계 설비 공급업체는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이티엔 정밀 또한 이러한 궤도를 성공적으로 걸어왔다. 

그러나 창허 항공산업 그룹(창허 항공)과의 협업은 흥미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하이티엔 정밀의 Lin Guoyong 

공작기계개발 관리자는 "창허 항공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당사 공작기계에 블룸노보테스트 레이저 공구 

세팅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한다.

공작기계 가공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실시간 측정 

시스템은 5축 머시닝 센터와 고속 밀링 장치 등과 같은 중급 및 

고급 공작기계의 필수 액세서리로서 가공 정밀도 향상과 공정 

안정성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이티엔 정밀은 그전부터 

블룸노보테스트를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협업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창허 항공의 특별한 요구는 

블룸노보테스트가 하이티엔 정밀과 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Lin Guoyong은 "고객의 요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라며 "블룸노보테스트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지만 같이 일해 본적이 없고 우리 

공작기계에 블룸노보테스트 측정 시스템을 설치해 본적이 

없다는 점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창허 항공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고객이라서 기술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블룸노보테스트의 애프터서비스나 실제 작업 효율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이티엔 정밀의 이러한 우려는 

결국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다.

초기 협업
다행히 하이티엔정밀은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블룸노보테스트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블룸노보테스트 

기술자와 영업사원은 하이티엔 정밀에 여러 차례 방문한 덕분에 

블룸노보테스트 중국 자회사인 블룸노보테스트 트레이드(상하이)와 

하이티엔 정밀이 단기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Gong는 "하이티엔 정밀은 공작기계의 극한 작업 환경에 맞춰 설계된 

고급 절삭 공구 측정 시스템인 LaserControl NT A3를 가장 먼저 

구입했습니다. LaserControl NT는 오염물질과 절삭유에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보호 장치와 단단하고 견고한 기계 설계, 지능형 NT 

전자장치 등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높은 신뢰성과 

정밀도를 보장합니다."라고 설명한다.

뛰어난 정밀도
Lin Guoyong은 "블룸노보테스트와의 첫 번째 작업이 지금도 생생히 

생각나네요."라며 "당시 저희는 블룸노보테스트와 제대로 작업할 수 

있을지, 창허 항공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블룸노보테스트의 뛰어난 기술력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헌신적인 서비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 하이엔티 

정밀과 블룸노보테스트의 첫 번째 작업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원활하게 

이뤄졌다.

첫 번째 작업이 성공을 거두자 하이티엔정밀은 LaserControl NT 

시리즈 외에 CNC 공작기계에 공작물을 세팅할 때 사용하는 터치 프로브 

TC50과 TC60, Z-3D 접촉식 공구 세팅 시스템을 여러 공작기계에 

설치하면서 블룸노보테스트와의 협업 관계를 강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블룸노보테스트를 보다 심도 깊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Lin Guoyong은 "저희는 공급업체와 작업할 때 가장 먼저 제품 품질 

그리고 서비스를 봅니다. 블룸노보테스트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완벽했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라며 "더욱 중요한 점은 측정 

기술을 선도하는 공급업체로서 블룸노보테스트는 중국 시장에 최고의 

제품과 기술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 

회사가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라고 

블룸노보테스트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했다.  

하이티엔정밀의 구매부는 블룸노토테스트 제품 시리즈를 사용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 기술부, 생산부, 영업부와 고객의 사용 보고서와 

후기를 토대로 블룸노토테스트에 대해 정규 공급업체 감사를 실시하고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평가를 내렸다.

품질을 보장받은 블룸노보테스트의 "밝은 눈" 덕분에 고효율 정밀 

공정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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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로그(DIGILOG): 

한가지 기술  
   - 다양한 가능성                     

디지로그 제품의 돌풍... 

블룸노보테스트는 지난 박람회에서 온도 측정 시스템 TG81, 터치 프로브 TC64-DIGILOG, 보어게이지 BG60, 혁신적인 표면 

조도 게이지 TC63-RG 등 디지로그 제품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Heribert Bucher 측정부품 사업부 책임자는 "공작물 측정 및 테스트 전용으로 디지털/아날로그 터치 프로브 TC76-DIGILOG

를 개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단일 소스에서 공작물과 보어 측정, 공작물 온도 감지 및 보정은 물론 공작물 표면 조도 검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보어게이지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허용 공차가 매우 작은 생산 공정에서 사용하는 혁신적 측정 시스템 게이지 BG60이다. BG60은 스핀들에 

설치하는 내장형 공구로서 클램핑된 공작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결함을 즉각 탐지한다. 특히 실린더 헤드 및 블록, 

커넥팅로드, 밸브와 같은 엔진부품과 유압 부품처럼 보어 직경이 동일한 공작품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디지로그 라디오 터치 프로브
컴팩트한 사이즈의 터치 프로브 TC64-DIGILOG는 머시닝 센터에서 아날로그 스캔으로 공작물의 공정 결함을 검사하는 

솔루션으로서 BG60처럼 케이블이 아니라 검증된 BRC 라디오 기술을 사용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터치 프로브 TC64-DIGILOG

는 CNC 밀링과 터닝 센터에 완벽한 솔루션이다. 5축 기어를 가공하는밀링 머신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이미 확인됐고 터닝 

머신은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표준 터치 프로브로 사용해 공작물의 조도 테스트, 방사상 흔들림 공차 및 원통도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

온도 측정 시스템
TG81은 건식 가공 또는 온도 변화가 심한 공작물 가공 과정에서 공작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온도 측정 시스템이다. 또한 

공작물 고정 장치에 최대 8개까지 센서를 장착해 현재 온도를 감지하고 BRC 라디오 기술을 통해 기계 조정장치에 이를 전달한다. 

NC 콘트롤러는 이들 데이터를 토대로 보정 값을 계산하고 가공 공정에서 이를 즉시 적용한다.

표면 조도 게이지
TC63-RG은 시스템 통합형 품질 모니터링 분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표면 조도 게이지이다. 지금까지 블룸 측정 제품으로 

공작물 크기는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했지만 표면 조도는 후공정에서 하거나 또는 공작물을 고정하고 수동으로 작업할 때만 

측정할 수 있었다. DIGILOG 기술을 통합한 표면 조도 게이지는 예를 들어 공구의 마모로 인하여 공작물 표면 조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 중에 결함을 검출한다.. 마지막으로 초기 소재 세팅 상태에서 공작물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새 공구로 

다시 작업하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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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와 "기계"를 연결하는 창의력

블룸노보테스트 뉴스는 매호에서 블룸의 첨단 측정 및 검사 제품을 사용하는 일본 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일본 나라현 이코마시에 위치한 MST를 소개한다. MST는 "공구"와 "기계"를 

연결하여 우수하고 창의적인 툴링 기술을 제공한다.

MST(MST Corporation, Haruki Mizoguchi 사장)의 역사는 1937

년 3월 후쿠오카현 나가타시 미조쿠치 철공소에서 시작된다. 이후 

회사는 항공기 부품과 고정밀 공작기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1946

년 툴링 분야에 진출해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해 일본 국내외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NC 공작기계를 포함해 

공산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툴링 솔루션을 개발했다. 최근에는 

흑연가공과 정밀가공 기술 지원 분야에도 진출했다.

회사는 1991년 회사 명칭을 MST로 변경하고 "굳은 의지와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독창성을 배우기" 위해 간사이 과학도시에 새로운 본사를 

설립했다.

압도적 존재감을 자랑하는 슬림라인
1998년 MST는 회사창립 60주년에 맞춰 공구 제작을 시작한 이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슬림라인" 열박음홀더를 출시했다. "슬림라인"

은 홀더와 공구의 열팽창 계수가 다르다는 점을 활용한 혁신 제품으로 

가공 방식과 용도별로 다양한 시리즈가 출시되어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다른 신제품도 개발되었다.

≫SlimlineZ≪는 드롭 스토퍼와 회전 스토퍼를 장착한 Z 생크 공구 

구조를 통해 공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슬림라인의 그립력을 강화한 

신제품이다. 채터링이나 고속 로딩 시 홀더에서 엔드 밀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SlimlineUNO≪는 런아웃 공차를 1미크론 이하로 줄인 초정밀 

열박음홀더이다. 기존 홀더와 비교해 흔들림 공차의 정확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나노 수준으로 가공하는 공구의 표면 정확성도 

향상됐다. 이러한 흔들림 공차의 정확성 향상은 공구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SMART GRIP≪ 은 설정 및 가공 시간을 줄여 생산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5축 가공용 고정 장치이다. 자동 조작에 적합하고 

다양한 작업 홀더와 헤드를 연결하는 ISO HSK-A 타입은 머시닝 

센터에서 고강성과 위치 정확성을 검증 받았다.

인터뷰: 공장 완전 자동화에 기여한 블룸 

블룸노보테스트: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 설립하는 공장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r.Mizoguchi: 새 공장은 저희 회사의 장기 경영 전략입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생산부지는 약 2.3배, 연면적은 약 1.5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기회로 생산 시스템을 제품 중심적 

공정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블룸노보테스트: 새 공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Mr.Mizoguchi: 무인 작동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 효율성 

향상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밀링과 터닝 공정에 자체 추진형 

제품 운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품질 제품을 보다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무인 작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작기계 제조업체 및 기타 시설 생산업체와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블룸노보테스트: 고속 무빙 프로브에 대한 미팅을 가진 후에 저희와 

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r.Mizoguchi: 소재 자체에는 고정밀 측정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측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블룸에 부탁했었죠. 

블룸노보테스트의 프로브는 타사 제품보다 훨씬 빠르고 정밀하게 

공작물을 측정합니다. 새 공장에서도 블룸 제품을 사용해 모든 

공작기계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블룸노보테스트의 터치 프로브가 

새 공장의 제품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블룸노보테스트: 생산능력 향상 외에 어떤 해외 진출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Mizoguchi: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 독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지역에 "J 

콤포" 재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상하이와 인도에도 재고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MST 사장 Mr. Haruki Mizog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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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 레이저 시스템을  

통한 품질 관리 

항공학은 언제나 기술 진화를 선도해왔다. 항공기 부품은 

매우 복잡하고, 수명, 품질, 안전성, 효율성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최고급 부품을 사용한 최고급 

기계를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고 매우 정교한 기술을 통합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항공기 부품 제조는 환경, 안전성, 스마트, 경제성 네 가지 

핵심 개념에 기반한다. 차세대 제품은 친환경적이고 보다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 부품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스페인 

자무디오에 위치한 ITP(Industrias Turbopropulsores)에서 

이러한 제품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창립된 ITP는 

항공기 엔진 설계와 생산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지만 롤스로이스, GE, P&W, 스네크마, 하니웰과 

협력하여 EUROJET, EuroProp, MTRI 유럽 컨소시엄 등 

다양한 민간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조 분야의 첨단 기술
항공기 시장을 선도하는 ITP는 자무디오 본사에서 사용하는 

공작기계의 공구를 세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블룸노보테스트의 LaserControl 시스템을 설치했다. 물론 

이는 블룸의 경험과 기술 행동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T지난 7년 동안 블룸노보테스트는 ITP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CNC 머시닝 센터와 수직 선반에 이들 측정 시스템을 30대 

이상 설치하여 ITP 작업장의 원활한 작업 흐름을 지원해왔다

(Rigide, SACEM, Cincinnati, Mandelli, Hermle, Forest 

Line, Waldrich, GMTK, Pietro Carnaghi 등). 

속도, 정확성 및 생산성
ITP는 다른 요소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계의 구성, 애플리케이션, 구조 등을 조사한 다음 

Mini NT, Micro Compact NT, NT-H 3D 모델 등 각각에 

가장 적합한 LaserControl 모델을 선정해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가공작업에 사용되는 절삭 공구는 별도의 툴 

프리세터에서 측정 및 검사를 행하고 CNC 콘트롤러에 측정 

데이터를 저장한다. 블룸 레이저는 가공 공정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계 내에서 2차 측정을 수행한다. 모든 

레이저 시스템은 블룸의 특허 받은 NT 전자 기술을 사용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어 주변에 쿨란트가 있더라도 

공구의 각 모서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ITP 기계는 

매우 정교하고 다운타임이 발생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기능을 통해 100% 생산성을 유지하고 가동 

중단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코넬이나 기타 합금 등 항공기 부품 자재를 가공하는 

과정에 결함이 발생하면 폐기 및 불량 부품으로 인한 손실이 

높아진다.

이전에는 절삭 공구에 대한 2차 측정 작업을 작업자가 

수동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작업자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블룸 시스템으로 2차 측정이 

자동화되면서 손실 시간이 줄고 생산 시간이 증가했다. 

생산 구역의 Mariano Gutierrez 작업장 관리자는 "블룸 

레이저 시스템 덕분에 공구의 길이와 직경을 측정하고 구형 

(球形) 공구의 형태를 관리하고 형태에 관계 없이 공구의 어느 

지점에서나 마모와 파손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Micro Compact NT와 Mini NT 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비회전 공구를 측정하는 기계에서는 NT-H 3D가 사용된다. 접촉식 

프로브를 레이저 시스템 본체에 추가하여 비회전 공구를 측정 및 검증 

할 수 있다.

기계 CNC에는 측정 데이터가 저장되고 모든 사이클 호출과 오프셋 

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통계 관리를 통해 기계가 멈춘 이유 또는 가장 

문제가 많은 공구 등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문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조 과정에서 탐지된 모든 오류 정보를 파일에 기록한다. 이들 

레이저 측정 시스템은 최대 200,000 rpm의 스핀들 속도에서 공구의 

반경과 길이를 측정하는 등 기존의 접촉식 공구 세팅 장치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측정 속도는 생산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한편 블룸 레이저는 밀폐 시스템에서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IP68 

보호 등급을 통해 냉각수와 미세가루, 절삭칩 등에서 시스템을 

보호한다. 공기 노즐로 액체와 미세가루를 제거하여 시스템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하고 셔터와 공기노즐을 통해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이 외에도 블룸 LaserControl 시스템은 포커스 레이저 빔을 통해 측정 

정확성을 높이고 측정할 수 있는 공구 직경을 5 미크론에서 거의 

무한대로 늘렸다. 또한 공구가 아무리 얇더라도 공구 각 모서리를 

측정할 수 있다.

Mariano Gutierrez는 "마지막으로 블룸은 지금까지 매우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본사에서 가깝고 스페인 

공작기계 산업의 요람이라 불리는 바스크 지방에 블룸 영업서비스센터가 

신설돼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전문가의 신속한 기술 지원은 저희가 시장을 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했다.

생산 관리자 Mr. Mariano Gutierrez, 및 블룸노보테스트  
스페인 지사 기술영업 매니저 Mr. Jokin Beri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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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 고객사 인터뷰:   

MOLTEC 정밀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머시닝 

센터에 블룸노보테스트의 터치 프로브와 공구 세팅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블룸노보테스트 제품은 가공 과정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여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경쟁력
MOLTEC은 말레이시아 최대 금형 생산업체인 동시에 고객에게 

최고의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외 경쟁사보다 

가격은 높을 수 있지만 MOLTEC는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질 제품과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성공 요소와 향후 계획

Sunny는 "저희 회사는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매우 

원활합니다. 이는 경영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사가 성공하는데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MOLTEC에서는 이사회실을 통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주고받습니다. 또한 블룸노보테스트와 같은 유명 기업의 

우수 장비를 사용하여 고객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제작 및 생산하는 전략도 성공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Sunny는 향후 사업 확장 계획도 설명했다. "저희는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춰 국내에서의 운영 역량을 증대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국내외 수요를 충족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마케팅 사무소를 

증설하여 회사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Jocelyn는 회사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면서 "블룸노보테스트 제품을 사용해 지역 정부 규정과 

규칙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과의 관계
MOLTEC은 7년 동안 블룸노보테스트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블룸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MOLTEC은 원자재 및 

장비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최종 제품 품질에 주는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자재 공급이 지연되면 생산 공정이 

지연되고 궁극적으로 고객 납품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품 

시간 또한 품질만큼 중요하다.

MOLTEC 정밀은 블룸노보테스트의 공구 세팅 프로브 Z-Nano를 

사용해 CNC 머시닝 센터에서 공구 길이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파손을 감지한다. 블룸의 다른 접촉식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Z-Nano는 광전자 측정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프로브 내부에 장착된 

소형 라이트 배리어를 차단하여 트리거 신호를 생성함으로써 

장기간 사용 후에도 프로브가 마모되지 않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한다.

Sunny는 "블룸의 고품질 측정 시스템을 제조 공정에 통합하면서 

설정 시간이 단축되고 정도가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축된 

시간을 활용해 전반적인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블룸 솔루션은 매우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룸은 계속해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룸 솔루션은 CNC 머신을 비롯한 저희 모든 시스템과 매우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선을 통해 

블룸 솔루션을 계속 이용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에 위치한 MOLTEC 정밀은 말레이시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금형회사이다. 회사는 정밀 전자 장치, 전기 및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고품질 금형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한다. 블룸노보테스트는 MOLTEC 정밀이 역동적 금형회사로서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룸노보테스트와 아시아국제금속가공뉴스(IMNA: International Metal 

Working News for Asia)는 Alan Ng과 Sunny Ng 책임자 및 Jocelyn Tan 

마케팅영업 관리자를 만나 회사의 프로필과 전략, 향후 확장 계획 및 

블룸노보테스트와의 성공적인 협력 관계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사 배경
MOLTEC은 1993년 설립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회사와 경영진 

모두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

Alan은 "지금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만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외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품질과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다 넓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수준에서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고품질 다이와 금형 제조 

기업으로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최고급 품질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결과 ISO 9001과 2000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저희 회사에 

매우 중요한 성과로서 고객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사업 초기 난관
MOLTEC은 사업 초기 확보했던 고객이 아직까지도 회사의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남아 있지만 당시에는 이들 고객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Sunny는 "초기에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저와 Alan은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죠."라고 말한다.

MOLTEC은 고품질 서비스로 신규 고객 확보라는 첫 번째 난관을 통과했다. 

MOLTEC의 고품질 서비스를 접해본 고객은 MOLTEC을 주변에 추천하고 

반복해서 영업 기회를 제공했다.

오늘날 회사는 독일, 일본, 중국 등 우수한 외국 기술을 도입했다. Sunny는  

"저희는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생산 과정에서 최고를 추구합니다. 

Mr. Sunny Ng 및 Mr. Alan Ng MOLTEC 정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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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블룸노보테스트 브라질 자회사  

Lilian Barraud 대표

블룸노보테스트 뉴스는 매호에서 블룸 직원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는 상파울로 인근 캄피나스 시에 신설된 

브라질 자회사의 Lilian Barraud 대표를 만났다.

2011/2012년부터 브라질 자회사를 관리해오셨는데, 그 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대학에 다닐 때 국제교환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한번은 영국 산업교환 

프로그램 연수생으로 영국에 머물렀는데 당시 저를 초대했던 영국 회사가 

1996년 3월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거기서 블룸노보테스트를 처음 알게 됐죠. 그때 박람회에서 블룸이 혁신 레이저 

측정 기술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스페인 공작기계 산업의 요람이라 불리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지방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스페인 유학은 새로운 기술과 언어를 

배우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적 측면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학(기계공학과)을 졸업하고 2000년 7월 1일 블룸노보테스트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자회사에서 기술 영업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고국인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을 오갔었죠. 그리고 2008년부터 2012

년까지 프랑스 자회사 대표로 사무소를 관리하면서 남미의 국제 개발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남미에서 블룸의 측정 기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했었죠. 이후 블룸 브라질 자회사를 신설해 브라질은 물론 다른 남미 

국가의 발전을 증진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브라질 자회사는 이제 막 신설됐습니다. 회사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회사를 신설하는 작업은 매우 흥미로운 도전이고 브라질의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에 대한 편견도 많은 편이죠. 브라질은 단순히 전통 

엽서가 멋지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생활하는 나라가 아니라 빠른 산업 성장으로 

인해 블룸노보테스트 측정 기술과 같은 고생산성 솔루션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OEM 기업을 지원하고 브라질뿐 아니라 전세계에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브라질에 자회사를 신설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객을 지원해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블룸 제품뿐 아니라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지원한 경우도 괜찮습니다.

TC50 터치 프로브를 사용해 측정 시간을 35%까지 줄인 

항공회사가 생각나네요. 당시 5축 기계에서 대형 공작물을 

측정하는데 거의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공작물이 워낙 크고 

복잡했기 때문에 수백 곳에 달하는 기준점을 확인하려면 실시간으로 

측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24시간 가동되는 기계의 전반적인 가공 

가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프로빙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객은 최대 속도 3,000mm/min에서 공작물을 측정하고 기계 

선형축 한계를 훨씬 능가하는 최대 가속도 50 m/s²에서 변위를 

보정하는 TC50 터치 프로브의 성능에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TC50를 사용해 측정 속도를 높이고 프로브 경로 재설정 

시간을 절감해 작업 시간을 4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임으로써 

고객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고 기계 생산성을 

향상했습니다.

어느 금형 회사의 성공 스토리도 꽤 인상적입니다. 당시 고객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구 관리 문제에 

제기됐었습니다. 고객은 사전 설정 단계부터 가공 중 마모 보정, 

마모가 심하거나 파손된 경우 교체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구 수명을 

모니터링하기를 바랬고, 거의 10기 정도에 달하는 기계에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높은 유연성을 

보장하는 LaserControl NT를 설치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는 이 고객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신 LaserControl 

NT 기술과 수준 높은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aserControl, 터치 프로브 TC, 보어게이지 BG 등 저희 측정 시스템은 

대부분 공작기계에 설치되어 수입됩니다. 따라서 지역 지원을 통해 OEM 

기업뿐 아니라 최종 사용자에게도 교육,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 및 예비 

부품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 지역 서비스 팀은 이들 제품의 풀서비스를 

지원하고 개보수 작업 시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간 

브라질 자회사를 통해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꾸준히 향상하고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브라질은 현재 주요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브라질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현재 브라질은 다른 BRICS 국가와 마찬가지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브라질은 사회와 경제 분야 모두 크게 

성장했고 사회 최하위계층의 생활 수준 또한 많이 향상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시장이 점점 국제화,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국제 인지도가 

높아지면 새로운 기회도 늘어나지만 경쟁 또한 치열해집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브라질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생산 자원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과 생산성입니다. 블룸노보테스트는 생산성 증대에 집중해 브라질 산업에 

최첨단 측정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비를 줄어나갈 

것입니다.

브라질 기업은 현재 해외 여러 경쟁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룸노보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브라질 고객의 경쟁력을 지원하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질 산업이 다른 개발도상국에게 뒤쳐지지 않으려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블룸노보테스트의 3개 사업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측정부품 사업부는 자동차 산업, 우주 항공, 금형 및 다이, 의료, IT, 석유 

등 대부분 산업 분야에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LaserControl와 Z-Nano 공구 세팅은 가공 공정에서 공구를 모니터링하여 

품질을 향상하고 불량품을 줄이도록 지원합니다. TC 터치 프로브는 

공작물을 빠르고 쉽게 설정하여 생산 시간을 늘리고 FormControl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공정 말미에 공작물을 측정하여 필요한 경우 원래 

설정 상태에서 공작물을 재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된 

디지로그 기술(디지털+아날로그)은 윤곽선 스캐닝과 조도 측정 등과 같은 

새로운 측정 분야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  측정장비 사업부는 브레이크디스크, 드럼, 휠 허브, 디퍼렌셜 하우징 등 

회전 대칭형 부품의 균열 검사 및 치수 및 형상 측정에 사용되는 자동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공급합니다.

•  테스트엔지니어링 사업부는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여 기어박스, 테스트 

장비 또는 유압 호스의 기능, 내구성, 수명을 검사하는 테스트 벤치를 

제공합니다.

브라질 지사 Blum-Novotest Sistemas de Medição Ltda의  
Mr.Lilian Barraud 대표  

브라질 지사 Mr. Rubem Malamdrin, 
Ms. Mayara Gon™alves,Mr. Rog rio Mor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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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노보테스트 자회사               블룸노보테스트 서비스 오피스                블룸노보테스트 시스템 통합 설치 업체

블룸노보테스트  

전세계 자회사 
1968년 독일 라벤스버그에서 설립된 블룸노보테스트(Blum-Novotest GmbH)는 전세계 공작 기계, 항공우주, 

자동차 산업에 고품질 측정 및 테스트 장치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제조업체이다. 오늘날 블룸노보테스트는 유럽 

6개 지역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인도, 브라질에서 4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문 시스템 통합 설치 업체 및 지역 판매 회사와의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블룸 제품을 지원한다.

 
새로운 태국 자회사 대표

작년 블룸노보테스트는 전세계 공작기계 산업에서 중요 시장으로 떠오르는 방콕에 자회사를 신설했다. 회사는 

새로운 태국 자회사를 통해 국내외 제조업체는 물론 지역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부문
측정부품사업부
측정부품사업부는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우수 측정 기술을 개발 및 생산한다. 공구 설정 및 

모니터링용 레이저 측정 시스템 및 프로브, 공작물 및 공구 측정용 터치 프로브는 물론 초기 설정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정교한 프로빙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측정장비사업부
측정장비사업부는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에 회전 대칭형 부품의 치수와 형상을 

측정하고 균열을 검사하는 첨단 솔루션을 공급한다. 사업부는 또한 개별 측정 및 테스트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량 있는 파트너이다.

노보테스트 테스트엔지니어링사업부
‘노보테스트(NOVOTEST)’는 자동차 및 유압 산업에 테스트 스탠드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블룸노보테스트의 테스트엔지니어링사업부이다. 사업부는 기능, 내구성, 수명 테스트에 사용하는 

테스트 스탠드를 기획, 설계, 생산하고 고객의 자동화 시스템에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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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가 열린 6일 동안 많은 보고 경험하셨을 텐데요, 다른 박람회와 

비교해서 EMO 공작기계 박람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MO 박람회는 국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참여하는 행사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덕분에 학교에서 배운 영어 실력을 

총동원해야 했지만요. 그리고 박람회규모도 컸지만 전시된 기계도 정말 

크더군요. 집채만한 밀링 머신과 머신에서 가공되는 부품 크기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박람회 전시대에서 블룸노보테스트 박람회 담당자와 함께 일하셨는데 

어땠나요?

블룸노보테스트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호의적이었어요. 사실 저희 고객이 

모두 그렇게 친절한 것은 아니거든요. 진정한 '한 팀'이 되어 즐겁게 일했어요. 

직원들이 모두 가족처럼 서로 잘 어울렸고 덕분에 작업 분위기가 정말 

밝았어요. 

박람회를 통해 블룸노보테스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나요?

솔직히 처음 터치 프로브를 보고 드릴 회사인줄 알았어요. 하지만 블룸 직원이 

저와 같은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블룸의 각 제품과 적용 분야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 준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알고 보니 자동차, 

시계, 핸드폰, 플라스틱 부품, 항공기, 의료용 삽입물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품에 블룸 제품이 사용되고 있더군요.

Blum 회장 사모님과 같이 요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땠나요?

박람회 전에 사모님과 함께 하는 코너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실제 사모님을 만나보니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더군요. Ms. Noriko BLUM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 사모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달리 정말 친절하고 솔직하고 현실적이고 열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희를 거의 딸처럼 대하면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요리할 때는 스시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나중에 친구나 

가족끼리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여자친구들끼리 흔히 그러듯 핸드크림도 

빌려주시고 정말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물론 일은 많았지만 거기에는 익숙하니까요.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매일 

아침 즐거운 마음으로 박람회장에 출근할 수 있었어요. 블룸노보테스트에서 

인턴으로 일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즐겁게 일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드릴판매 회사인줄..."

독일 하노버 공작기계 박람회 EMO 2013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의미에서 블룸노보테스트 행사를 

진행했던 Ms. Liisa Apel과 Ms. Jennifer Gronde를 만나 박람회에 대해 물어보았다.

박람회 진행자 Ms.Liisa Apel 및 Ms.Jennifer Gronde와  
이야기를 나누는 Mr. Winfried Weiland 블룸노보테스트 마케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