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simply works!

안전한 공정 모니터링.

간단하게 동작하는 솔루션



It simply works!

단순한 기술이 최고 일 때가 있으며 

충분한 공정 이해 능력으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며 정확하게 

BK Mikro 는 공구와 공정을 모니터

링 합니다.

접촉을 통한 기계적으로 스케닝을 하므로 언뜻 보기

에 BK Mikro 가 하이테크 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중요한 이유는 제품의 

신뢰성, 쉬운 유지보수와 기름 분진, 절삭유로부터 

견디는 것 입니다.

예을들어 PROFIBUS 는 설치공간이 절약되며 

BK Mikro 소프트웨어는 공구 모니터링에 적합한 높

은 유연성을 가진 통합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

품의 공간유무를 확인 합니다

BK MIKRO 의 장점



It simply works: BK Mikro

안전조작: 자동화 라인에 광범위하게  BK Mikro 시
스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감시 기

능의 몇가지 예가 있습니다. 

위치 인식

•  편차 감지

• 공차 감시

•  두께 검사

• 직각 또는 선형 스케닝

외곽/ 형상 검사

•  형상 결함 검사

• 비정형 검사

•  소재 이송 검사

•  직각 또는 선형 스케닝

숨은 형상의 측정

•  직경/구멍

• 협소한 공간 테스팅 기능

• 특수 용도의

•  직선 감지

공구 모니터링

•  정지 또는 회전 공구 (선반용 및 머시닝센

터용 공구) 

•  싱글, 더블 스핀들 

•  파손 감지

•  꼬임 절삭날의 원형 감지 

제품 검사

•  이송/ 배출/ 여유 공간 검사 

•  공구가 매거진에서 잘 장착 되어진 여부 검사

•  길이와 직경 검사

•  직각 또는 선형 스케닝



BK Mikro 는 항상 안전

하게 동작

다양한 요구에 완벽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콘트롤 

유니트는 3가지 Type 이 있습니다.

“Basic”은 간단하고 가격적으로 저렴하며 하나의 

감시기능에 적용합니다.

“Premium” 은 여러 개의 물건을 모니터링 할 때 사

용하며 옵션 인 PROFIBUS 네트워킹은 CNC 소프

트웨어을 통하여 다수의 공구를 완벽하게 무제한

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며 확장 모듈의 옵션을 

추가하여 특별한 기능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BK 시스템은 3개의 부품으로 구성: 스캐너, 콘트롤 유

니트와 연결케이블

BK Mikro 동작 원리는 단순하며 인텔리전트 합니다.

기계사이클에 따라 검지봉은 스캐너에 의해 움직여 물

품의 위치를 스캔을 합니다. 콘트롤 유니트는 프로그램

된 파라메타와 결과를 비교하여 “o.k.” or “k.o.” 신호를 

디지털 입출력이나 PROFIBUS 를 통해 기계의 콘트롤러

에  전달합니다.

설정된 측정편차의 범위를 벗어나면 즉각 장비를 정지

합니다.

BK MIKRO 개요



TK9LIN50
선형 및 정확성: 무한의 반복능력

으로 높은 정확함 요구에 이상적

으로 적용. 

• 측정 범위 50mm

• 반복 정도 0.05mm

• 위치 검출

• 드릴 구멍의 깊이 측정

TK94A / TK94RL
견고하고 고속: 극단적으로 짧은 

측정 시간를 위한 각별히 강한 회

전 검출기가 요구되는 환경에 이상

적으로 적용.

• 간단하게 직각 모니터링

• 공구 직경 0.5mm 

• TK94A 한 방향 측정 (CW OR CCW)

• TK94RL 양 방향 측정 (CW AND CCW)

TK91A
역동적이고 높은 정밀도:   

긴 공구의 스캐닝과 작은 편차의 

파손을 감지.

• 한 방향의 축 감시

• 다양한 길이의 공구 측정  

• 최대 측정 공구길이 범위 700mm   

• 공구 매거진에서 이상적으로 측정



TK8A
간결과 정확: 짧은 측정 시간 및 

목표물로부터 먼거리에서 정확한 

측정 결과를 요구하는 것에 적합.

• 한 방향에서 축 감시 

• 상이한 공구 길이  

• 최대 측정 공구길이 범위 380mm  

• 공구 메거진 이상적 인 모니터링

TK96A / TK96RL
작고 활동적: TK9 은 작고 좁은 작

업 영역의 열악한 환경에 적합한 

감시 시스템.

• 단순직각의 검지

• 최소 공구직경 0.1mm

• TK96A 한 방향 측정(CW OR CCW) 

• TK96RL 양 방향 측정(CW AND CCW)

TK7A / TK7RL
간결과 빠름: TK7 은 가격에 민감

하고 특별히 빠르고 단순한 감시

에 적당.

• 단순 직각 검지 

• 최소 공구직경 0.3mm

• TK7A 한 방향 측정 (CW OR CCW) 

• TK7RL 양 방향 측정 (CW AND CCW) 

월등한 신뢰성: 스캐너는 아주 튼튼한 디자인으로서 절삭유나 칩이 침

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드러운 외형은 조정 장치의 도움이 없

이 쉽게 조립 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습니다. 

BK Mikro 는 제한적인 여러 가지 작업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

의 스케너와  검지봉을 준비 하였습니다.



It simply works: BK Mikro

BK Mikro 의 모든 요구와 검출 옵션의 최적의 적

용을 위한 액세서리 선정.

모니터링 싸이클의 관리와 쉽게 생성 위한 소프트웨

어 구성.

소프트웨어는 BK Mikro 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

다. 이것은 CNC 가공 프로그램 안에서 생성, 통

합, 공작물 관리, 공구검지 주기를 지원합니다. 프

로그램은 쌍방향 입력을 통하여 상호적인 지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두개의 운영모델

이 있으며 기본모드는 아주 중요한 기능들 만 축

소하여 표시하는 것에 반하여 프리미엄모드는 전

체적인 기능적 범위를 허용하여 512 개까지 공구

에 대한 파라메타 정리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스캐

너를 사용하기 위한 에어 아

답타.

여러 종류의 스캐닝을 위해 다

양한 길이와 형상의 검지봉.

스캐너의 완벽한 고정을 위

한 알루미늄 장착 브라켓과 

고정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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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Mikro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

www.centraltech.co.kr 

전화:

+82-2-897-0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