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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검사 시스템

dimensionCONTROL

베어링 쉘 검사

베어링 쉘은 자동차 부문에서도 대량으로 제조됩니다. 생산이 대폭 자동화되었지만, 품질 검
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표면에 결함이 있거나 파열된 테스트 부품 또는 배치가 제대로 적용
되지 않은 부품을 작업자들이 수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작업 역시 자동화하
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베어링 쉘 타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
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양한 타입의 소결 베어링 쉘을 검사하기 위한 다목적 자동화 시스
템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었습니다.

측정 시스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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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첫 번째 카메라의 측정 작업

첫 번째 카메라는 부품의 첫 번째 페이스를 검사합니다. 이상적인 원형
을 기준으로 외부 직경이 얼마나 편차가 나는지 감지하고 설정된 한계
를 초과할 경우 해당 부품을 거부합니다. 또한, 중앙 구멍에 이물질이 없
는지 확인합니다. 페이스 검사 단계에서 소결에 의해 결합된 부품을 감
지할 수 있고 설정된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따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카메라의 측정 작업

두 번째 카메라는 칼라가 있는 부품의 칼라 표면을 검사합니다. 이상적
인 원형을 기준으로 외부 직경이 얼마나 편차가 나는지 감지하고 설정
된 한계를 초과할 경우 해당 부품을 거부합니다.

정확한 타입 확인
페이스 및 칼라 손상 감지
중앙 구멍에 이물질 여부 확인
소결에 의해 결합된 부품 확인
이상적인 원형을 기준으로 외부 직경의 편차 확인
최대 사이클 타임 2초(처리 포함), 1분에 30개 부품 처리

세 번째 카메라의 측정 작업

부품을 뒤집은 뒤, 첫 번째 카메라와 비슷하게 세 번째 카메라가 두 번
째 페이스를 검사합니다.

공급된 부품 100%를 검사하여 통과 또는 실패한 부품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서 레이저기
반광학마이크로미터와 세 대의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한 두 가지 측정 기술이 사용됩니다.

실행 측정스크린 샷

시스템 파라미터

치수 (진동 팬 및 제어 캐비닛 등 기계 시스템. 부품 호퍼 없음):

1 x 레이저 마이크로미터, 3 x 이미지 처리용 카메라

• 깊이: 약 720 mm

• 너비: 약 1,600 mm

레이저 마이크로미터(ODC)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속 레이저 마이크로미터로 모든 부품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배치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스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들 제품은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소결된 상태, 잠재적으로 교정된 상태로 부품을 점검합니다. 제품 타입에 따라
서는 벽이 매우 얇아서 변형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교정된 부품은 약간
기름기가 있습니다. 고객이 새로운 타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수준의 자동화

• 고도로 자율적인 시스템

부품의 통과 및 실패 여부를 평가할 때 검사
하는 특징은 부품 모양의 형태학적 편차와
표면 구조에서 반사된 빛 에너지의 변형(밀
도, 대조, 확산)입니다. 하자품과 정상품은 이
러한 면들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
자품의 폭과 길이는 하자 분류를 위한 기하
학적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목적

• 간단한 작동

• 새로운 부품을 위해 쉽게 확장 가능

• 짧은 설정 시간, 안정적이고 안전한 피팅

• 시스템이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음(그리퍼 없음)

• 공급 호퍼 및 분류 호퍼에 대한 컨트롤러의 인터페이스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562번길 1

천안사무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91
1동 305호
Tel. 041-555-8834 / Fax. 041-565-8834

경계 조건

장점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한 측정 기술

주식회사 카이스

• 높이: 약 1,900 mm (신호 램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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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13
(지족동, SK허브) 2층 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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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ekais.kr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20
엠제이테크노파크 A동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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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fo@ekais.kr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94-14
신화골든뷰 308호
Tel. 051-610-1348 / Fax. 051-610-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