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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노보테스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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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다사다난하면서도 매우 성공적인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고객 여러분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고객과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고객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호 블룸노보테스트 뉴스에서 이와

표시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생산성이 높은 양산 시설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생산 디지털화가 세간에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Industry 4.0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저희는 블룸노보테스트 뉴스를 통해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전세계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다양한 고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객사들 모두 블룸의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Industry 4.0의 목표는 "지능형 공장"입니다. 지능형 공장에서는 생산 시설과 주변 장치 간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번 놀라며 당연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측정 기술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19페이지를 여러분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산 공정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천합니다. 무선 송신 프로브 TC60을 사용하여 예술 작품과 라 페니체 극장을 복원하는 중국 고급가구 제조업체 루벤스 아트 갤러리(Rubens Art Gallery)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기술 발전에 뒤쳐지지 않고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깊은 인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Industry 4.0은 많은 기업에게 이번 혁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또는 일명 혁명이라 불리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Industry 4.0은 근본적으로 생산 폐쇄형 연속 공정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네트워킹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형 기계는 양방향 통신을 통해 생산 공정을 독립적으로 조율합니다.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적응형 요소를 사용하여 완제품까지
제품과 공정 품질을 최적화하는 것이 이미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응형 생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산
Alexander BLUM 사장

고객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은 저희 기술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성원에 힘입어 저희는 지난 해 특히 표준 형상에 적합한 표면 조도계를 개발하고 CNC화면에 직접

공정에 보정 값을 전달하는 전반적인 절차에 측정 및 테스트 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블룸노보테스트는 Industry 4.0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공정을 구현해왔습니다.
그리고 측정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온 덕분에 이제 거의 모든 측정 또는 테스트 작업에 최적의 기계 통합형 또는 후처리 솔루션을

13페이지에서는 20년 넘게 유지해온 노보테스트 테스트엔지니어링 사업부와 다임러 AG(Daimler AG)의 협력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임러 AG는
기어박스를 비롯해서 구동축과 유압 부속품 등에 사용하는 다양한 테스트 벤치를 20대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다임러의 미국 자회사인
디트로이트 디젤(Detroit Diesel Corporation) 사가 기어박스 테스트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테스트 벤치는 그 규모뿐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방식으로
기어박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면에는 블룸 테크토크(BLUM TECH-TALK)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실었습니다. 블룸 테크토크는 참가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블룸의 새로운 이벤트로서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호 뉴스도 즐겁게 읽어보실 것을 기대하며 블룸노보테스트에 대해, 그리고 블룸의 다양한 고객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측정 부품의 경우 블룸은 최신 기계 통합형 조도 측정과 디지로그 기술을 통해 기계 통합형 부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스캔을 통해 공작물에서 극미한 표면 오차가 발생해도 이를 인식하고 스캔 결과를 토대로 재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모두 자동화하여 불량을 최소화합니다.

Alexander BLUM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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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알루매트는 모든 작업에서 블룸의 LaserControl 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접촉식으로 절삭 공구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산
품질 향상을 위해 대부분의 공작기계에 Z-MT 공구측정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공작물 측정에는 TC50 터치 프로브를 사용한다. TC50은 공작물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계의 열변위를 자동으로 보정하고 분당 3미터라는
놀라운 속도로 측정한다. 또한 블룸의 다른 프로브와 마찬가지로 비마모
광전자 측정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강한 쿨란트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모든 측정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할 수 있다.
MicroCompact NT와 Mini NT 레이저 측정 기기는 특허 받은 NT 기술,
레이저 광학용 보호 시스템, 공구 세척용 블로우 노즐을 통합하여
절삭유와 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접촉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구를
점검하고 측정한다. 또한 포커스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가공 속도에서도
정확한 측정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연중무휴로 작업이 가능하다.

이탈리아

소형 유선방식 Z-MT 공구측정장치는 혁신적인 shark360 측정
메커니즘을 갖추어 수평 머시닝센터와 터닝센터에 적합하다. 주로

접촉식 공구 측정, 파손 감지, 길이 및 반경 측정은 물론 축 보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Z-MT 프로브는 shark360 측정 메커니즘에 페이스
기어를 통합하여 최고의 정밀성을 보장한다.
블룸 측정 시스템이 알루매트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자 알맥스와 그릭
매트렉스도 이들 시스템을 도입했다. 알맥스는 2004년 합병된 자회사로
트렌티노에 있으며 매트렉스는 2013년 합병된 자회사로 살로니키에
위치하고 있다.

블룸노보테스트는 새로운 No.1이다
Astolﬁ는 "블룸노보테스트 제품의 성능은 최근 몇 년간 확실히 증명됐다.
그래서 우리는 머시닝센터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블룸 제품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블룸의 측정 기술은 정밀하고 믿을 수
있으며 생산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탈리아
지사의 독일 계측 전문가가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서비스를 요청하면 반나절 내에 응답을 해주고 정말 신속하게 전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욱 빠르고 더욱 정밀하게
고급 알루미늄 압출 공구는 생산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기업 알루매트 알맥스 매트렉스처럼
고도의 정밀성과 품질로 이 과정을 마스터한 곳도 드물다.
이 회사는 머시닝센터에 레이저 공구측정기와 터치 프로브를
장착하여 생산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제품 정확도를 높였다.
알루매트의 금형 제작 현장에서
블룸노보테스트 이탈리아 서비스 책임자 Roberto Pagani(왼쪽)

Emanuele Astolﬁ,
알루매트 매니저

알루매트-알맥스-매트렉스(Alumat-Almax-

검증 서비스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리드타임 단축은

Matrex) 그룹은 역량과 열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우리 회사 전략의 근본이자 경쟁사와의 중요한 차별점이다.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알루미늄 압출공구 생산업체이다. 이

공구 생산은 계획부터 완성까지 약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탈리아

기업

회사는 연구개발 및 첨단시설에 꾸준히 투자하고 적합한

사실 10년 전만해도 공구 하나를 생산하는 데 12-15일 정도

파트너를 선정함으로써 알루미늄 압출공구 시장을 개척하는

걸지만 지금은 6일로 대폭 단축됐다."라고 덧붙였다.

선도기업으로 성장했다.
알루매트는 1994년 이탈리아 베르가모 인근 시세라노에서

리드타임을 단축하기 위해 머시닝센터를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공정을 최적화해야 했다. 또한 다운타임이 없고 품질 관리

설립되었고 현재는 약 50여명의 직원이 알루미늄 압출용 강철

기능을 쉽게 통합할 수 있고 공정 각 단계에 직접 개입하여

금형을 설계 및 생산하고 있다. 회사는 설립 이후 생산능력을

편차를 즉시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꾸준히 확장하여 1998년 이미 매출이 3배까지 늘어났다.

알루매트는 6년 전 블룸노보테스트의 기술과 전문성을

시간과 품질이 중요하다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치수를 포함한 공작물 위치를 확인하고

알루매트의 Emanuele Astolﬁ는 "우리 공구는 기본적으로

공구를 모니터링하는 블룸 시스템을 머시닝센터에 장착했다.

고객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되는 개별 품목이다. 우리는

이들 블룸 제품은 알루매트가 예상 작업 시간을 관찰하면서

고객에게 개별 금형을 공급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제품 계획 및

원하는 품질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 > www.aluma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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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포지 드 쿠셸 툴 샵은 약 3년동안 휴런 머시닝센터에 블룸 측정 장비를 장착하여 사용해왔다.
이 회사는 생산 공정 최적화라는 목표 아래 사이클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블룸의 레이저 공구측정 시스템과 TC52 터치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항상 중요하다. 블룸노보테스트 터치 프로브는 마그네틱
플레이트에 공작물을 장착한 후 측정 사이클만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측정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터치 프로브는 공작물을 측정하거나
정해진 속도에서 공작물의 제로 포인트를 수집한다. 블룸노보테스트의
Guillaume Thenon 전 프랑스 지사 대표는 "블룸노보테스트의
광전자 측정 메커니즘은 프로빙 속도가 매우 빠르다. TC52의 경우
2000mm/분까지 가능하고 정확도도 타사의 터치 프로브보다

변위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 Thenon은 "정삭 공구는 24,000rpm
까지 가능하지만 황삭 공구는 약 2,000rpm가 한계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스핀들의 속도변화에 따른 변위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레이저 시스템 덕분에 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다.
광학 시스템은 비접촉식 공구 세팅(길이 및 반경), 샤프트 파손 및
절삭날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마모 상태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뛰어나다."라고 말했다. 또한 "블룸 FormControl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치되어 있다. 측정 시스템은 광학 기술을 이용하여 가공 속도에서

Régis Varney는 "예를 들어 LaserControl 시스템을 통해 절삭면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공을 시작하기 전에 미세한 절삭면
오류까지 감지하여 공정 안전성을 높이고 공작물 손상 또는 불량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포지 드 쿠셸 공장은 휴런 기계에
통합된 블룸 시스템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주저 없이 동일한

공구를 측정하는 동시에 현재 척킹 상태(런아웃)는 물론 스핀들

구성으로 두 번째 기계를 주문했다.

사용하면 사용자가 공정 중 가공 오류를 즉시 확인하고 최초 클램핑된
상태에서 해당 부품을 재가공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블룸 MicroCompact NT 레이저 측정 시스템은 휴런 기계에 직접
왼쪽부터: Cyrille Martin (가공 및 공구 엔지니어), Régis Varney (가공 책임자),
Guillaume Rey (블룸노보테스트 기술 영업), David Grimont (작업장 엔지니어),
Guillaume Thenon (전 블룸노보테스트 프랑스 대표)

오트 마른 주 노쟝 지역은 오래 전부터 날붙이류 생산지로 유명하다. 19세기
중반부터는 제철 산업지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현재는 SIFCOR 그룹의
자회사로서 포지 드 쿠셸(Forges de Courcelles) 사업장에서 고온 압축
안전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크랭크샤프트 시장의 선두기업
최근 포지 드 쿠셸은 회사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매출의 나머지 5%는 트럭 부문에서
발생한다. 공장의 Régis Varney 책임자는 "우리 공장은 스티어링 박스와
구동축을 비롯해 차량용 킹핀, 트럭용 삼각형 컨트롤 암과 같은 차체 부품을
주로 생산한다. 특히 직접 분사식 디젤엔진이 도입된 후 크랭크축 관련 제품의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말했다. 포지 드 쿠셸은 직원 수 470명, 매출 1억
1660만 유로, 연간 53,600톤 규모를 자랑하는 유럽 크랭크샤프트 시장의
선두기업이다. 크랭크샤프트 생산량은 매년 3백만 대에 달한다. 이 회사는
또한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고 툴 샵에 현대식 머시닝센터를 설치하여 매일

프랑스

프로브는 특히 크랭크축샤프트 가공의 리드타임을 줄이고 정밀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블룸노보테스트의 측정 기술과 휴런 기계의 결합
이 공장은 팔레트 교환 장치가 장착된 수평 머시닝센터를 주로 사용하여 생산
전환 시간이 짧다. 또한 팔레트 13개가 장착된 머시닝센터 MAKINO A88도
3대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부 공정에서 로봇 용접 스테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포지 드 쿠셸은
수요 증가에 맞춰 시설을 확장하고 생산 자원을 현대화하기 위해 수직
머시닝센터인 휴런 K2X10을 설치했다.
휴런 K2X10의 특별한 점은 공구를 측정하는 레이저 측정 시스템과 공작물을
측정하는 터치 프로브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측정 장비는 모두
블룸노보테스트 제품이다. "팔레트로 기계를 운반할 수 없음에도 이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작업 시간을 단축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룸노보테스트
덕분에 측정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자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금형을 최대 20개까지 공급하고 있다.

> > > www.sifcor.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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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76-DIGILOG 터치 프로브의 스캐닝 측정 기술은 실제 공작물 표면과
CAD 데이터 간 편차를 거의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별(디지털)
측정보다 측정 속도가 5배 이상 빨라 초당 최대 1000개 값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값을 측정하면 통계 분석을 통해 이상치를 걸러내고
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높이는 동시에 가공 오류를 즉시 감지할 수 있어 대형 부속품을 풀었다가
다시 고정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루렌 정밀은 이러한 이유로
생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 측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만

블룸노보테스트는 최근 수 년간 수십 대의 머신에 터치 프로브를
측정 프로그램은 윤곽과 측면 라인 스캐닝 측정 또는 기어 너비 측정 등
여러 가지 측정 과정을 사용하여 형상 정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형상을
측정한 후에는 소프트웨어로 측정 값을 수집하여 그라인딩 프로그램으로
전달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공정 신뢰성을 보장한다.

설치했다. 이는 루렌 정밀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루렌 정밀은 디지털 터치 프로브를 사용한 스캐닝 측정을 100% 신뢰하고
있다. 기계 통합형 측정 장치는 가공 시간을 크게 줄이고 공정 안전성을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루렌 정밀의 목표와도

있는 머신을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Industry 4.0"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지능형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블룸노보테스트의 기계 통합형 계측 시스템은 진정한 발전을 의미함과
부합한다.

협력을 통한 품질 향상
루렌 정밀은 기어 그라인딩 머신과 절삭 공구 생산업체이다. 이 회사는 혁신적인
디지로그 기술을 계기로 2009년부터 블룸노보테스트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루렌 정밀(Luren Precision Co., Ltd.)은 1994년 대만 신주시에

블룸노보테스트와 루렌 정밀은 국제 박람회에서 처음 인연을

설립되었다. 설립 후 처음 몇 년간은 호브와 쉐이빙 커터와 같은

맺었다. 당시 박람회는 독일 측정기술 전문기업 블룸이 다양한

고정밀 기어 절삭 공구를 주로 개발하고 생산했다. 이후 회사의

종류의 공작기계용 생산계측 장비와 더불어 스캐닝 터치 프로브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공작 기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TC76-DIGILOG를 최초 공개하는 자리였다.

개발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쉐이빙 커터 생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샤프닝 장치, 기어 그라인딩 머신, 웜 그라인딩 머신을
개발한다.

당시까지 공작기계에는 디지털 측정 시스템만 사용되고 있었고
루렌 정밀 역시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해 기어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측정은 프로빙 작업이 많아서 시간이

당시 대만은 수입 기어를 주로 사용했다. 대만 산업계는

매우 오래 걸렸다. 루렌 정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과 긴 납품기간으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공작물을 보다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블룸의

어려웠다. 이는 루렌 정밀이 기어 생산을 시작한 이유 중

솔루션을 발견했다. 블룸노보테스트는 TC76-DIGILOG를 통해

하나였다.

업계 최초로 기어 그라인딩 머신에 측정 장치를 통합하고

루렌 정밀은 생산 공정부터 품질 보증까지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스캐닝 기능을 향상했다.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기계와

그라인딩 머신은 루렌 정밀처럼 생산업체가 운영 소프트웨어

공구를 제공하고 있다. 루렌 정밀의 혁신적인 제품은 대만 기어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특히 스캐닝 측정의 경우 루렌

생산업체가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루렌 정밀의

정밀 역시 자체적으로 스캐닝 측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목표는 기어 생산 기계 및 공구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이를 머신에 통합했다. 이후 머신은 접촉식 측정뿐 아니라

다지는 것이다.

공작물 표면의 아날로그 스캔도 가능해졌다.

> > > www.luren.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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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속도에서 인라인 측정
오늘날 품질과 생산성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생산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품질
기준을 충족하려면 뛰어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 안전 공정을 보장하는 지능형 솔루션에 대한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블룸노보테스트 측정장비사업부는 신생 터닝머신 생산업체인
인벤터가 고객에게 맞춤형 생산 및 측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측정이 끝나면 공작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다. Schöller는 "두
기계는 통합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한다. 측정한
공작물과 스핀들 배치를 토대로 스핀들의 편차가 없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제어 작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벤터는
터닝센터와 측정 장비를 통합한 덕분에 보정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측정실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를
없앴다. Prahler는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되어 직원들의 작업량이
줄고 더욱 안전해졌다."라고 말했다.

인벤터(Inventhor) 사는 4축 수직 터닝머신 생산업체이자 중-대형 규모의 선삭

사용할 수 있다. 머시닝센터 직후 적용하면 머시닝센터와의 수정 인터페이스를

가공라인을 제공하는 시스템 공급업체이다. 회사 창업자인 Ralf Prahler는 원래

포함한 폐쇄 루프를 머시닝센터 바로 뒤에 적용하면 그 장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반틀랜드-제르슈파눙스-테크닉(WZT: Wendland-Zerspanungs-Technik GmbH)

공작물 취급과 측정 시스템의 자동 보정은 6축 로봇으로 가능하다. 또한 이에

사를 설립하고 양산 부품만 생산했었다. 당시 WZT는 양산 부품 생산에 적합한

해당하는 모듈을 통합하면 BMK 5를 통해 공작물 테스트 외에도 분류, 라벨링

터닝머신을 찾지 못해 직접 터닝머신을 제작하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또는 포장 작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던 중 양산 부품 고객 중 한 곳이 "IRIDIUM"이라는 이 터닝머신이 맘에
든다면서 동일한 머신을 주문했고 이를 계기로 숙련된 가공 기술자이자 기계
엔지니어인 Ralf Prahler는 2004년 인벤터(Inventhor GmbH)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터닝머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정과 높은 생산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장에서는 평당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기계는 설치 면적이 작고 이동 거리가 짧아야 한다. 블룸노보테스트의
측정 장비가 설치된 인벤터 터닝머신은 생산성이 매우 높고 설치
면적이 작아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Prahler는 "이전에 사용했던
솔루션과 비교해 고객의 사이클 시간도 줄었다"라며 "BMK 5는 설치
면적이 작으면서도 자동차 산업의 품질보증시스템 요건을 충족하고,
가공 환경에서 바로 측정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완전히 다른 두 개 시스템 통합하려면 협력이 중요하다. Prahler는 "
지금까지 언제나 매우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절차를
추구해왔다. 열악한 생산 조건과 엄청난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통합
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고객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 아직까지 한 건의 고객불만도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양사의 이러한 협력은 사이클 시간 단축과 생산량 20% 증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 공동 프로젝트는 일례일 뿐이다. 계측 전문기업 블룸노보테스트와
터닝머신 생산업체 인벤터는 2011년부터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Prahler는 "양사의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는
블룸노보테스트가 블룸과 인벤터 제품을 모두 이용하는 고객에게
측정 장비를 공급한 후, 이 고객이 설계, 시도 및 테스트된 장비를
찾으면서 이뤄졌다. 블룸노보테스트의 BMK 5는 매우 정교하다."

독일

인벤터 CEO Ralf Prahler(좌)와 블룸노보테스트
세일즈 엔지니어 Holger Schöller

라고 말했다. 측정 및 자동화 셀은 측정 루틴을 통합하여 품질과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거의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 로봇을
사용해 민감한 공작물도 매우 신중하게 취급한다.
인벤터와 블룸노보테스트가 개별적으로 참여하긴 하지만, 양사
제품의 결합은 고객 혜택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공생 관계를
상징한다. 앞 사례에 언급된 공통 고객은 2015년 가을 기준 측정
장치가 통합된 터닝머신을 이미 4대 설치했고 올해 4분기에 한 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Ralf Prahler는 "인벤터와 블룸노보테스트는 공동 노하우를 통해
독일 고객에게 생산 경쟁력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각 공작물 생산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면 터닝머신과 측정 장비의 결합은
대부분의 경우 동유럽 계약생산업체의 부품 견적가보다 낮은 편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를 빠르게 회수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블룸과 계속 협력하고 싶다. 우리의 모든 터닝머신에 블룸
BMK 5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블룸노보테스트 측정장비사업부의 세일즈 엔지니어인 Holger Schöller는
"BMK 5 자동 측정 장치는 최종 사용자의 사양에 맞춰 조정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인벤터는 자동차 관련 안전 부속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공작물을 전수
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오늘날 WZT와 인벤터는 독일 히차커에 본사를 두고 100여명의 직원과 인턴을

터닝머신과 자동 측정 장비가 상호작용하는 예를 하나 살펴보자. 두 개 스핀들

고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벤터는 74종에 달하는 터닝머신을 시장에 출시했고

각각이 하나의 공작물을 완전 가공하는 경우, 터닝머신 분배 시스템에

이들 대부분은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인벤터 터닝머신은 성능이

유휴시간이 발생한다. Ralf Prahler는 "공작물 하나를 가공하는 동안 다른

입증된 기술과 설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생산 루틴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다.

스핀들에 다음 공작물을 장착한다"라며 "슬라이딩 캐리지 개념은 이동과 유휴

이로인해 가공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1차 공정 시간을 확대하고 유휴 시간을

시간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같은 시간에 보다 많은 부품을 생산하고 검사할

단축하며 결과적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BMK 5의 경우 관절 로봇이 가공된 공작물을 받아서

블룸노보테스트의 BMK 5 측정 및 자동화 개념은 모듈 방식으로 측정 셀을

직경, 진원도, 길이 또는 거리 등 변수를 동시에 측정한다. Schöller는 "우리는

측정 장치에 각각 전달한다. 측정 장치는 다중 측정 기능을 사용하여 공작물의
확장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공작물을 취급한다. 공정 중 측정과 달리 BMK 5

개별 스핀들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동시에 전수 검사를 위해 사이클 시간을

자동 측정 장치는 머신 밖에서 사이클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후처리

단축해야 했다. 더욱이 몇 분 내에 기존 공작물 변수는 물론, 향후 나타날 수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BMK 5는 유연한 독립형 장치에서 완전 통합되고

있는 변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테스트 장비를 설계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IT6

매우 생산성이 높은 직렬 생산의 인라인 측정과 테스트 셀까지 다양한 용도에

표준에 따른 공차기준과 완제품의 형상에 다라서 작업의 방향이 결정된다.

> > > www.inventho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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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어박스 테스트 벤치
자동차와 트럭 기어박스는 회전수와 토크 변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낮은 연료

공장에서 조립하고 검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레드포드 공장은 트럭

케이블 세트, 드라이브 어댑터, 압축공기 및 유압 접합부를 설치 또는

기어박스를 조립하여 NAFTA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트럭 기어박스에

해체할 때에만 수작업이 가능하다.

사용량과 높은 토크 간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를 관찰하고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임러는 이미 테스트 벤치를 추가

검사해야 한다. 블룸노보테스트 테스트 벤치는 설치 전부터 포괄적이고 믿을 수
있는 품질 관리를 지원한다.

주문한 상태이다.

구역으로 전달하고 조립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작업 구역에서 오류를

블룸노보테스트는 E.O.L 테스트 벤치와 검사 테스트 벤치 등 두 가지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한다.

테스트 벤치를 레드포드에 공급했다. E.O.L 테스트 벤치는 조립이 끝난
레드포드에 위치한 다임러의 완전소유 자회사인 디트로이트

기어박스를 최종 테스트한다. 이는 조립 후 기어박스의 다양한 기능을

AG)" 사업부는 블룸노보테스트의 안정적인 테스트 벤치를 20

디젤(DDC: Detroit Diesel Corporation)에 E.O.L 테스트 벤치 2

테스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명 최종 라인(End of Line) 테스트

년 이상 사용해왔다. 현재 다임러는 전세계 사업장에서

대와 트럭 기어박스용 검사 테스트 벤치 1대를 설치했다.

벤치라고도 불리는 E.O.L 테스트 벤치는 다양한 토크와 회전 수 테스트를

이들은 기어박스 테스트 벤치가 주를 이루지만 구동축, 펌프

다임러는 이러한 프로젝트 성과를 토대로 블룸노보테스트를

또는 유압 테스트 벤치도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테스트 벤치 입찰자로 검토했다. 다임러와 블룸의 협력

테스트 시스템에서 테스트한다. 테스트가 끝나면 정상 기어박스는 발송

트럭 기어박스의 테스트 벤치 종류

"글로벌 파워트레인 다임러 AG(Global Powertrain Daimler

블룸노보테스트 테스트 벤치를 20대 이상 가동하고 있다.

기어박스는 개별 테스트 벤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다임러가 특수 개발한

통해 기어박스의 조립 품질을 보장한다. E.O.L 테스트 벤치는 완전
자동이지만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뢰성
다임러 A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극도로 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요구한다. 블룸노보테스트는 몇 년간 모든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왔다. 즉, 블룸은 서비스 요청에 매우 신속하게 응답하고 고객
위치한 지역의 시간대에 관계 없이 전세계 어디서나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블룸노보테스트에서 교육받은 측정 및

관계는 양사 모두에 상당한 상호 이익을 안겨주면서 해가

검사 테스트 벤치에서는 E.O.L 테스트 벤치 품질을 검증하고 특수 기능을

테스트 전문가가 시운전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다임러는 기어박스

장기적 협력관계

갈수록 확고해져왔다. 예를 들어 블룸노보테스트는 인도

상정한다. 이 시점에는 기어박스의 사소한 문제라도 탐지할 수 있는

생산량을 유지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와 미국 사업장에

블룸노보테스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어박스 생산 테스트

사업장에 테스트 벤치를 설치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프로젝트

엄밀한 검사가 요구된다.

테스트 벤치를 설치할 때 시운전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독일 라슈타트 가게나우에 위치한 다임러

이행 능력을 증명했다. 미국 사업장에 설치한 테스트 벤치는 몇

공장에서 트럭 기어박스 조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미 상당수

달 전에 가동을 시작했다.

진행해왔다. 현재 가게나우 공장에만 블룸노보테스트 기어박스

테스트 벤치는 요구 사항에 따라 외관이 완전히 달라진다. 레드포드

블룸노보테스트는 효율성과 생산량을 영구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테스트

공장은 안전을 위해 외형 치수 13.5m x 6m x 3.5m, 총중량 23톤의

벤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임러는 블룸의 이러한 노력을

테스트 벤치 18대가 설치되어 있다. 최근 다임러는 독일이 아닌

대형 트럭

해외 사업장에 테스트 벤치를 설치했다. 먼저 인도 사업장에

오늘날 가게나우의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은 주로 대형 트럭용

캐빈을 2층 구조로 설계하여 스위치기어와 전기 제어 장치를 상단에

수동식 기어박스용 테스트 벤치 2대를 설치했고 이후 미국

기어박스를 생산한다. 향후 미국 수출용 기어박스는 레드포드

배치했다. 테스트 벤치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며 테스트 전후 기어박스에

캐빈에 검사 테스트 벤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설치 공간을 줄이기 위해

인정하고 향후에도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 > www.daiml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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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측정,
스캐닝 측정,
새로운 소프트웨어

블룸노보테스트는 2015년 밀라노 공작기계 박람회(EMO 2015)에서 TC63-RG

측정 값은 블룸 보어 게이지에서 수십 년 간 사용해온 것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된 측정

블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경고와 공차 한계 등을 정의하거나 현재 측정 결과를

모듈식 표면 조도계, 기내 측정식 조도 측정 및 스캐닝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센서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측정압이 매우 낮게 적용한 덕분에 표준 사양과 유사한

분석할 수 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은 제어반에 설치된 BLUM IPC48-20에서

머시닝센터의 디지로그 측정 소프트웨어를 새로 선보였다.

원뿔형 조도 측정 요소를 사용할 수 있고 팁 반경이 매우 작아 매우 정확한 측정이

실행되고 윈도우 7 임베디드에서 원격 연결을 통해 컨트롤러에 출력된다. 지멘스

블룸노보테스트의 Winfried Weiland 마케팅 책임자는 "지난 전시회에서 최신 조도
측정 및 디지로그 기술에 대한 반향이 컸다"라며 "특히 기계에 통합된 공작물 표면
테스트 장치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호응을 힘입어 이들 기술 개발에

가능하다. 시스템의 측정 분해능은 70나노미터로, 불과 몇 초 만에 밀링, 터닝,

840Dsl 컨트롤러의 경우 CPU가 강력하여 IPC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디지로그

그라인딩 가공된 일반 공작물 표면의 마지막 μm까지 측정하고 조도 매개변수 Ra, Rq,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Rt, Rz 및 Rmax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Weiland는 "최근 몇 년간 공작기계 개발 시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이

더욱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 EMO에서 블룸 디지로그 제품군의 막내격인 TC63-RG

블룸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조도 측정과 디지로그 기술의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했다.

매우 커졌다. 기계 디자인을 손상시키거나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로 화면과 제어 장치를

표면 조도계를 소개할 수 있었다. TC63-RG는 컨드로 홀과 실린더 보어, 실링 면 또는

특히 분석과 표시 방식도 혁신적으로 발전했다. 이제 소프트웨어 RG 2.0을 사용하여

추가하는 것은 이제 구식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의미에서 블룸은 트렌드에 부합하는

시트 베어링과 같은 일반 평면 표면의 조도를 고정밀도로 측정하기 위해 특수

조도값 외에 표면 파형, 비대칭 또는 접촉 면적비 등 다양한 매개변수를 표시할 수

통합 솔루션을 컨트롤러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작기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있다. 그리고 디지로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경로 기반 측정에 대해 특정 신호를

조도 측정 솔루션을 공급하는 측정 기술 생산업체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분석하여 형상과 표면 결함뿐 아니라 측정 표면의 길이와 각도 등도 기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TC63-RG 표면 조도계는 아날로그 조도 센서와 기본 액세서리(연장 및

블룸은 머시닝센터 제어 시스템과 디지로그 및 RG 시스템 통합 기술에서도 큰 진전을

앵글 어태치먼트 등), 베이스 기기에 라디오 무선 송신 장치를 통합한 것이다. 모듈식

거뒀다. 덕분에 레트로핏 진행시 새로운 블룸 터치 패널 TP48-21을 사용하여 분석

구조로 되어 있어 측정 조건에 맞춰 시스템을 쉽게 조정할 수 있고 특히 대형 또는 표면

소프트웨어 작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계 제어 화면에 직접 표시하고 공구를 작동할

접근이 어려운 공작물에 매우 유용하다.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자는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머시닝 프로그램을 간단히 전환하고

공작기계 콘트롤러화면을 통해 디지로그 기술 및 조도 측정용 분석
소프트웨어를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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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노보테스트
영국 지사 대표인
David Mold와의 인터뷰
블룸노보테스트 뉴스는 매호에서 블룸 직원을 한 명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블룸노보테스트 UK의 데이비드 몰드 지사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블룸과 함께 해온 경험을 이야기했다.

고객 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 사업장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 중 측정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기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꽤

때문에 신규 사용자를 대상으로 통합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젠 저희 자체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모두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룸 UK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저는 UK 팀이 영국 항공우주산업에서 거둔 성과가 특히 자랑스럽습니다.

블룸 UK는 고객에게 어떤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영국의 주요 항공우주 기업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비교적 낮았던 설립
초기부터 저희는 이들 기업이 사용하는 공작기계의 기본 요건으로서

블룸노보테스트 UK는 1999년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님의

이제 저희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영국 선진 항공우주기업과 협력하고

기본적으로 블룸 제품은 공작기계에 이미 장착된 상태로 고객에게

경력과 블룸에 입사하게 된 계기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있습니다. 소규모 팀으로서는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죠.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고객이 어떠한 용도로 저희 제품을 사용할지

블룸의 입지를 성공적으로 다졌습니다. 이제 항공우주 기업 중 상당 수가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사용자는 저희를

공작기계를 새로 구매할 때 블룸 측정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는 1990년대 미크론(Mikron) 공작기계에서 서비스 엔지니어로
일했었습니다. 그때도 블룸과 블룸의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블룸 UK 자회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블룸 UK는 어떤 방식으로 지역 고객의 생산 라인 최적화를 지원하고

찾아오고 저희는 블룸 제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

비단 영국 팀뿐 아니라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제품군을

있나요?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도 제어에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독일 연구개발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영국 항공우주산업의 특성에 맞춰

문제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부품을 재가공해야 하는 고객의 경우, 기계를

블룸의 대표 제품인 LaserControl NT를 중심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통해 부품을 '처음부터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드림으로써 당면

공작기계 제조업체가 블룸 측정 솔루션이 장착된 제품을 영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계제조사 장비를 통해 저희 장치를 구매한 고객에게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공구 및

있었기 때문에 블룸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블룸은 UK에

서비스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장비의 측정 정치를 저희 제품으로

공작물 절단 기계의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강력하고 반복 가능한 가공

서비스지원 네트워크나 자회사를 두지 않고 독일에서 직접 제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객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시험,

공정을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룸 UK를 설립하게 되었죠. 이러한

교육 및 시연용 머시닝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DMG, 치론(Chiron), 헤믈레(Hermle), 헬러(Heller), 마키노
(Makino), 스타라그(Starrag), 아지샤밀(Agie Charmilles) 등 많은

설립 배경 때문에 설립 초기 저희는 제품 판매보다는 기존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불룸 제품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에 집중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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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노보테스트 UK 지사 대표
David Mold

현재 영국의 산업 상황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향후 제조산업을 어떻게
머시닝센터가 블룸 UK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은가요?

지원해나갈 계획인가요?

저희는 작년에 브리짓포트 머시닝센터를 구입하고 장비에 블룸 측정

영국은 언제나 항공우주산업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항공우주 시장에는 어떻게 진출하게 되었나요?

장치 일체를 장착했습니다. 이후 기존 및 잠재 고객을 블룸 UK 사업장에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에 블룸은 작업자

저희는 하나의 생산 라인 또는 셀에만 시스템을 설치해도 고객이

초대하여 현재 출시된 제품을 포함한 최신 기술을 시연하거나 테스트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만족한다면 다른 생산 라인은 물론 영국의 다른 생산 현장으로 빠르게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브로셔로는 알기

지원합니다. 자동차 시장 또한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려운 제품 성능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리짓포트 머시닝센터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동시에

기계제조사들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이러한 전략은 성공했고

두 번째 기능은 고객 교육입니다. 이제 고객 사업장이 아닌 저희 사내에서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블룸 프로빙을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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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가구. 현대적 생산
루벤스 아트 갤러리는 고풍스러운 스타일로 예술 작품을 구현하는 고급 가구 제조업체다.
블룸노보테스트는 혁신적인 첨단 제품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측정 기술 개발회사다.
두 기업은 적어도 겉으로는 보기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지만 우연을 계기로 지금까지 밀접한
협력 관계를 지켜오고 있다.
클래식의 르네상스

정확한 위치 선정: 말하기는 쉽지만...

루벤 아트 갤러리(Rubens Art Gallery)는 앤틱 스타일 제품의 전통을

열정, 성실뿐 아니라 정밀한 측정을 통해 일관된 품질을 지키는

루벤 아트 갤러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훌륭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인력과 원자재, 기계에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목재 가공은 금속만큼
높은 정밀성이 요구되지는 않아 최신 5축 머시닝센터를 사용해
작은 디테일까지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목재 공작물은
가공 전에 특별한 사전처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작물을
고정시켰다가 풀기를 반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루벤 아트 갤러리는 지금까지 이동, 고정, 위치 결정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수동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육안으로 공작물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공작물 위치가 올바른지
보장할 수 없었고 결국 최종 제품의 정밀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루벤 아트 갤러리는 매우 고가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것이 중요하다.

가공에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지키기 위해 중국 황금기 스타일의 가구를 제작한다. 설립 초기에는
19-20세기 유화 액자만 복원했으나 이후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진
고급 도금 액자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다. 루벤 아트 갤러리는
베니스 오페라하우스 "라 페니체" 복원 작업에 참여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이 회사는 뛰어난 실력으로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장식품 복원에서는 원작보다 낫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고급 클래식 작품은 매우 정교하여 복원이 쉽지 않다. 따라서 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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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찾기

루벤 아트 갤러리는 머시닝센터에 터치 프로브를 설치한 후 약간 과정하자면 침침하던

루벤 아트 갤러리는 복잡한 공작물의 위치를 정확히 선정하기 위해 현대적 가공

세상이 갑자기 밝아진 것 같았다. 더 이상 육안으로 정확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독일 전문지에서 관련 제품을 찾던 중

TC60 터치 프로브의 정밀한 측정 기술 덕분에 머시닝센터에서 데이터를 즉시 수정할

블룸노보테스트를 발견하고 상하이에 위치한 블룸노보테스트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다.

수 있었다. 더 이상 눈을 가린 채 가공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생산성과 정확도가

블룸 중국은 루벤 아트 갤러리의 요청에 즉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루벤

높아지고 오차율이 줄고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 그 외에도 블룸은 공구 모니터링을

아트 갤러리가 가진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블룸 China 지사장 Ingo Wirth는 "루벤

위해 레이저 측정 시스템을 설치했고 궁극적으로 30-40%까지 생산성을 향상했다.

아트 갤러리의 생산 조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 단, 5축 CNC 머시닝센터에서

루벤 아트 갤러리의 머신 작업자는 "TC60 터치 프로브 덕분에 이제 머시닝센터에서

공작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원재료 활용을 극대화하기를 원했다."라고 당시

아무런 문제 없이 공작물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 요건에 즉시 반응하고 가공에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기술적 관점에서 금속 가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분석 결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가공이 끝나면 공작물을 다시 측정하고 기준 데이터와

현재 루벤 아트 갤러리에서 사용하는 5축 머시닝센터에 공작물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면

비교한다."라며 "터치 프로브를 통해 기본 데이터를 측정하고 훨씬 효율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루벤 아트 갤러리의 Siegfried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공정이 매우 안정화되었다. 이제 주문

Frost는 블룸 중국의 제안과 프레젠테이션에 깊은 인상을 받고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다.

받은 제품을 간단하게 가공하고 동일 제품을 여러 번 생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블룸 TC60

단 하나의 최고

루벤 아트 갤러리는 독일 유명 목공기계 전문회사의 머시닝센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루벤 아트 갤러리는 블룸노보테스트의 측정 기술을 이용하여 가공문제를 해결했다.

머시닝센터의 기술적 특징을 확인한 결과 TC60 무선 송신 프로브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블룸 TC60 터치 프로브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뛰어난데다가", "친절하고 즉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C60은 분당 3m의 놀라운 속도로 머시닝센터의 공작물 위치와

서비스 대응"도 루벤 아트 갤러리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Siegfried Frost는 "블룸

치수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방향, 초고속, 고정밀 시스템이다. 터치 프로브는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한 협력업체 중 최고이다. 최고 중 하나가 아니라 단

머신 내부에서 최신 데이터 전송 기술을 사용하여 공작물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하나의 최고이다."라고 극찬했다. 또한 "당연히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또한 절삭유와 금속 또는 목재 파편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서도 사용할

새 머시닝센터를 구입한다면 블룸 제품과 솔루션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블룸이

수 있다. TC60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측정 정밀도가 높다.

신제품을 출시하면 기꺼이 테스트에 참여할 의향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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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 영업부장,
타키 타이치로

생산적인 협력관계
이 일본기업은 자동 공압 및 유압 클램핑 장치와 시스템을 생산한다. 제품은 자동차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회사는 고급 시스템 생산 시 블룸노보테스트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공작물을

파스칼 영업부장 TAKI, Taichiro와의
인터뷰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외에도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약 10,000sqm 규모의 세 번째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공장이 가동된다면 생산성을 10-15%

파스칼은 어떻게 시장점유율을 높였나요?

까지 향상할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저희가 실제 이 분야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사내 생산율은 95%입니다. 직원 300명의 중소기업에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비용 편익뿐

유럽, 특히 독일에 강력한 경쟁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아니라 기본적으로 품질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EMO 2015에서 유럽

블룸노보테스트와의 협력 관계가 파스칼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블룸노보트스트와 함께 일한 것도 벌써 10년이 되었군요. 그

협력을 통한 혁신
파스칼과의 협력관계는 이미 블룸노보테스트 일본에 매우 큰 도움이

능숙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블룸의 제품, 지원, 노하우는 저희가

되고 있다. 특히 블룸노보테스트가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고객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회사는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혁신적인 하드웨어 외에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도 뛰어나다. 예를

예를 들어 얼마 전 블룸노보테스트가 저희 회사를 위해 특별한 측정

들어 터치 프로브가 측정한 값을 머신 제어 장치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사이클을 준비해준 덕분에 가공 품질을 크게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하여 CNC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조정함으로써 낭비를 방지하고
빠른 프로빙 속도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성장을 보장하는 신제품 개발

클램프, 스핀들용 N2 가스 스프링 등 다양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생산성에 집중"이라는 슬로건은 블룸뿐 아니라 저희에게도 부합

파스칼은 창립 후 지금까지 2000여개 제품을 개발해왔다. 특히 1975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하는 것 같습니다.

파스칼의 원리를 바탕으로 일명 "파스칼 펌프"라 불리는 압축공기 구동식

공구 교환 장치의 개척자
파스칼은 세계 최초로 공구 교환 장치를 개발하여 자동차 생산 라인의 가공

시장에 맞춰 특수 개발된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동안 블룸은 저희 회사가 특이한 요청을 할 때마다 항상 빠르고
생산공정을 최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압펌프를 개발한 후 자동화용 제품을 다수 출시했다. 제품 대부분은 프레스,

중장기 글로벌 전략은 무엇인가요?

일본

정밀하게 측정한다.

또한 블룸노보테스트는 최근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일본에 2개 사업장을 두고 계시는데, 두 사업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출성형공장, 주조공장 또는 공작기계 등 자동차 산업 생산 라인에서 사용되고

시간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현재 파스칼은 차체 제작에 사용되는 공구

있다. 파스칼은 높은 제품 품질 덕분에 시장에서 매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교환 장치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작업자로 공장 가동

제품을

공작기계의 경우 회사는 생산성과 가공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작물 클램핑

준비가 가능하다" 라는 뜻의 "단일 단도리(Single Dandori)" 라는 말은 파스칼

사업장은 주로 소형 부품을 대량

시스템 자동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품의 결정적 장점을 가장 잘 설명한다. 이후 이 회사 고객들은 단 10분 안에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팔레트 클램핑 시스템, 회전식 살수기, 공구

전체 공구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10분 단도리"로 바꾸어 불렀다.

오이타 사업장은 5개 공장에서 복잡한
주로

충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로그와

같은

혁신

기술은

머시닝센터에서 직접 표면을 스캔하거나 조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생산하고

야마가타

지원한다. 블룸은 또한 공작기계에 측정 장치를 통합하여 Industry
4.0, 스마트 공장 또는 자동화/노동절약적 공정 등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고 있다.

> > > www.pascaleng.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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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4시간 생산품질 보장
마그나 툴링은 인도 푸네 지역에 위치한 작지만 우수한 금형회사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정밀사출금형을 개발 및 제작하여 자동차, 의료기기, 전자제품,
백색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해왔으며 이후 품질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블룸노보테스트는 Sachin Netrabyle 대표와 생산 측정 장치로 생산성을 향상한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다.

Netrabyle 사장은 "머신에서 블룸의 Z-Nano 시스템으로
공구를 세팅하고 TC50 터치 프로브로 형상의 제로 포인트를
확인하고 FormControl로 가공이 끝난 공작물을 테스트하고
있다. 덕분에 작업 시간은 줄고 품질은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Z-Nano 공구 세팅 프로브는 회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공구 길이 측정 오차율이 크게 감소해 재작업이 줄고
정밀성이 높아졌다. 또한 공구 길이를 수동으로 입력하면서
발생하는 입력 오류 문제도 해결했다. 지름 0.2mm의 소형
공구도 매우 확실하고 신속하게 공구 파손을 감지할 수 있다.
블룸 터치 프로브와 측정 소프트웨어는 또한 회사의 가치를

블룸노보테스트 자회사

블룸노보테스트 서비스 오피스

블룸노보테스트 시스템 통합설치업체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Netrabyle은 "TC50 덕분에 공작물
세팅 과정이 10-15분에서 불과 몇 분으로 줄였다. 그리고 TC50
과 FormControl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완성 금형의
마그마 툴링 사장, Sachin Netrabyle

검사 시간이 45분에서 12-15분으로 줄었다. 블룸 측정 장비
덕분에 야근 근무조에 기계 작업자가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마그나 툴링(M/s. Magna Tooling Corporation)의 Sachin

말했다.

Netrabyle 사장은 기계공학자이자 금형 설계 전문가이다. 그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절감

인도 생산 분야에서 몇 년간 광범위한 경험을 쌓고 통찰력을

Netrabyle 사장은 "머신에 통합된 블룸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키운 후 2010년 마그나 툴링 사를 창립했다. Netrabyle 사장은

모든 공작물 윤곽을 측정하고 반복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공차 5

이전 회사에서 주로 사형과 다이스 개발 업무를 주리 처리했기

미크론 이하의 금형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 시스템

때문에 마그나 툴링도 이 분야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덕분에 가공 작업 자체가 생산 사이클 시간의 95%를 차지하게

품질 대 생산량

되었다. 나머지 5%는 수작업 시간이다. 그리고 극도로 정밀한
가공으로 이 역시 단축됐다. 예전에 금형 하나를 완성하려면

Netrabyle 사장은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국내외 모두에서

50-125시간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18-25시간에 가능하다."

플라스틱 사출 금형 산업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고

라고 강조했다.

사업 부문
측정부품사업부

측정장비사업부

노보테스트
테스트엔지니어링사업부

측정부품사업부는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측정 제

측정장비사업부는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업계 및 해당 부품

NOVOTEST는 블룸노보테스트의 테스트 엔지니어링 사업

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구 세팅과 모니터링을 위

공급업체의 주요 회전 대칭형 부품과 관련한 형상 또는 지

부입니다. NOVOTEST는 자동차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

한 레이저 측정 시스템 및 프로브, 공작물과 공구 측정을 위

오메트리 측정과 균열 테스트에 사용하는 입증된 첨단 솔루

유압 및 항공기 업계를 위한 기능, 내구성 및 수명 테스트에

Netrabyle 사장은 "회사는 예전보다 경쟁력이 강해졌다. 블룸의

한 터치 프로브는 물론 초기 셋업 단계에서 포괄적 생산 관

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측수 층정 및 테스트 요구 모두를

사용하는 테스트 벤치를 계획, 설계, 제조하고 있습니다.

측정 시스템 덕분에 정밀성이 향상되고 리드타임은 절반으로

리를 위한 정교한 프로빙 소프트웨어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역량 있는 파트너 입니다.

마그나 툴링은 중소 금형회사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진

단축됐다. 이는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또한 공작기계 내에서 가공 중/후 워크 형상을 측정하여 검

지금까지도 대량 생산을 지양하고 연간 공차 5미크론 이하인

되었다. 물론 우리가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다른 제품을

사성적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내 계측 소프트웨어를 공급하

정밀 플라스틱 사출 공구 40-50개만 생산하고 있다.

테스트하지 않고 바로 블룸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 있습니다.

있었다. 갑작스러운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금형 산업도 일련의
문제에 당면했었다. 금형산업은 장점과 단점을 각각 가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생산량보다는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설명했다.

구하고 얻었다
마그나 툴링은 정밀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비용

정밀도 향상. 리드타임 절반으로 단축.

NOVOTEST는 설계 및 제작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동화 시
스템으로의 통합도 진행합니다.

테스트해본 결과 블룸이 가장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정밀성과 반복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생각해도
블룸을 선택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생산 자동화 제품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블룸노보테스트의 TC50 터치 프로브, Z-Nano 공구 세팅

Netrabyle 사장은 측정 장비를 매우 신뢰하여 블롬 영업사원이

프로브, FormControl 측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마키노 수직

잠재 고객과 함께 마그나 툴링을 방문하고 측정 장비의 기능을

머시닝센터를 찾았다. 현재 이 회사는 수직 머신닝센터 외에도

직접

마키노 와이어 절단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노보테스트의 확고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상징한다.

확인하도록

허락했다.

이는

마그나

툴링과

새로운 고객센터

블룸
블룸노보테스트는 작년 라벤스부르크 본사에 고객센터를 신설했다. 센터 1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및 기술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기술센터는 고객, 직원 및 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측정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다양한 브랜드의 머시닝센터를 사용해 직접 테스트하는 공간이다. 이 센터는 에어
히트펌프를 포함하여 생태학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냉난방한다. 센터 2층에는
라운지, 장식장, 카운터 및 테이블을 포함 약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새로
문을 열었다. 레스토랑은 직원과 고객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갖거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단순한 카페테리아 이상의 역할을
한다. 센터는 영감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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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혁신 | 솔루션 지향
블룸노보테스트는 2015년 6월 15-17일 사흘간 독일 라벤스부르크 본사에서
제1회 블룸 테크토크를 개최했다. 시계부터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고객들이 참석하여 생산계측산업의 최신 기술동향을 확인했다.

블룸은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의 매우 매우 좋은 사례라
고 생각한다....
베르톨드 헤믈레 AG, 영업부장, Michael Bisser

블룸노보테스트 테크센터에서는 머시닝센터에서 사용되는
최신 측정 및 테스트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다.

블룸노보테스트의 알렉산더 블룸 사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블룸은
예전부터 주요 전시회를 통해 최신 동향과 특별한 신제품을 소개해왔다.
그러나 이들 박람회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소개하고 이에 관해 논의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따라서 블룸은 정보 전달의 관점에서 새로운 방식을

시간 제약 없이 특정 기술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행사....

찾기 시작했고 결국 블룸 테크토크가 탄생했다. 산업계의 기존 고객 행사와

MTU 프리드리히스하펜 GmbH 생산엔지니어링부서

반대로 테크토크는 방문객 개개인을 특히 중요하게 고려했다."

하루 종일 방문객을 이처럼 배려하는
회사는 없었다....
테크니체 슐레 하이덴하임. Volkmar Buck

Martin Striedacher

블룸 테크센터에서 머시닝센터를 이용하여 진행됐던 시연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기계에 통합된 조도 측정기와 디지로그 기술을 사용하여 공작물을 스캔
측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외 머시닝센터에서 측정 소프트웨어
FormControl을 사용하여 자유형상 표면과 표준 형상을 바로 측정했던 시연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소기업부터 상장기업까지 전문가와 책임자 등 업계 관계자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블룸노보테스트는 방문객들에게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든 것을 개방했다. 블룸 테크센터에서 디지로그 기술 적용과 기계 통합형
조도 측정기에 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생산 및 조립 시설을 견학하고

기술적으로 특히 머시닝센터에서의 조도
측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머시닝센터를 사용한 시연회를 관람했다.

알프레드 하시스 포르멘바우 GmbH생산 관리자,
Michel Hennig

또한 이번 행사는 블룸의 응용기술 전문가들이 방문객을 직접 만나 계측 문제
해결을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더욱이 모든 시연과 논의가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소그룹 단위로 이뤄졌다는 점도 칭찬받을만 했다.

머시닝센터에서

LaserControl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구를

세팅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과 측정장비사업부와 노보테스트 테스트엔지니어링
사업부가 최근 개발한 솔루션을 시연했다. 고객의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테크토크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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