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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BJ레이제시스템 (주)BJ LASER SYSTEM입니다.

저희 회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방식인
화이버 레이저(Fiber Laser) 발진 방식의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레이저제품은
기존 방식인 램프 펌프나 다이오드 펌프 방식보다 더욱 유리하고 최소형으로서,
높은 신뢰성과 함께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품입니다.

자체 기술로 제작공급을 진행 해드리고 있으며,
저희 회사의 다양한 레이저 응용분야에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여러분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저 업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생산/판매 제품
레이저 마킹기(Bizen Series),
레이저 커팅기(Bicut Series),
레이저 용접기(Biweid Series)

ABOUT US

(주)BJ Laser System은 레이저 장비 전문 제조 기업으로 선진기술,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가치 창조를 목표로 특화된 제품의 개발연구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레이저장비 응용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차 향상된 레이저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BJ Laser System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BJ레이저시스템  대표이사 변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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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 Technical Data

옵션 Option

 적용분야 Application

  핸드폰, 키패드, 자동차 전장품, 플라스틱 사출품, 전자 부품, 의료장비, 귀금속류, 도금, 도색제품, 자동차, IC, 실리콘웨이퍼,
  전자기기, 통신, 컴퓨터, 시계, 안경, 예술품, 장식품 등

 적합재질

  금속, 플라스틱, 나무등 의 재질

     제품특징 및 규격

*강력한 Peak Power 적용
*타사대비 짧은 시간에 더 선명한 마킹
*빠르고 정롹한 스캐너로 인한 명확하고 깨끗한 인쇄
*국내 최초 파이버레이저 적용으로 10년이상 축적된 안정성
*3년 무상A/S지원(단, 본사 직접 거래시)
*어떠한 상태에서도  선명하고 안정적인 성능
*고객 맞춤형 기능으로 인한 손쉬운 사용성
*0.001mm 까지 정밀하게 이동 가능한 스텝모터 적용
*가이드 레이저 사용으로 인한 편리한 초점거리 조정기능

컴팩트(Compact)한 외형 사이즈와 
파워풀한 마킹 성능정밀한 리니어 업다운기를 
하나로 결합한 마킹기입니다. 

Bizen C Series 
컴팩트형 레이저 마킹기

www.bjlase.com레이저 마킹기 / Laser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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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축 스캐닝 시스템
300mmx300mm의 
넓은 범위에 고정도 마킹

    로터리 인덱스
반지같은 동그란 물품을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로터리 인덱스

    집진기
마킹시 발생하는 분진이나
미세먼지들을 흡입

항목/모델명 Bizen C Series

레이저소스 Ytterbium Pulse Fiber Laser

주파 20~200 khz

마킹속도 30000mm/s(스캐닝속도) 600CPS(쓰기속도)

마킹영역 110mm x 110mm / 175mm x 175mm

정격전압 220v 60hz 단상

사용환경 5  to 40  10~90%RH(단,결로가 없을것) 접지 저항 10 이하

냉각방식 공랭식

소비전력 500W

펄스에너지 0.66 MJ / 1.2 MJ

레이저출력 10W ~ 30W

수명 100,000 시간(약 10년) 사용환경에 따라 다름



기술데이터 Technical Data

옵션 Option

 적용분야 Application

  핸드폰, 키패드, 자동차 전장품, 플라스틱 사출품, 전자 부품, 의료장비, 귀금속류, 도금, 도색제품, 자동차, IC, 실리콘웨이퍼,
  전자기기, 통신, 컴퓨터, 시계, 안경, 예술품, 장식품 등

 적합재질

  금속, 플라스틱, 나무등 의 재질

     제품특징 및 규격

*강력한 Peak Power 적용
*타사대비 짧은 시간에 더 선명한 마킹
*빠르고 정롹한 스캐너로 인한 명확하고 깨끗한 인쇄
*국내 최초 파이버레이저 적용으로 10년이상 축적된 안정성
*3년 무상A/S지원(단, 본사 직접 거래시)
*어떠한 상태에서도  선명하고 안정적인 성능
*고객 맞춤형 기능으로 인한 손쉬운 사용성
*0.001mm 까지 정밀하게 이동 가능한 스텝모터 적용
*가이드 레이저 사용으로 인한 편리한 초점거리 조정기능

*위 규격은 스탠다드 모델 규격입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맞춤 사이즈 제작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맞춤형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원하는 기능과 원하는 사항에 맞춰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생산합니다.

Bizen T Series 
테이블형 레이저 마킹기

www.bjlase.com레이저 마킹기 / Laser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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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축 스캐닝 시스템
300mmx300mm의 
넓은 범위에 고정도 마킹

    로터리 인덱스
반지같은 동그란 물품을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로터리 인덱스

    집진기
마킹시 발생하는 분진이나
미세먼지들을 흡입

    X-Y-Z 테이블
X,Y,Z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정밀한 리니어 테이블

항목/모델명 Bizen TO Series Bizen TF Series

펄스에너지 1.2 0.66mJ / 1.2mJ

주파수 대역대 0~25khz 1~1000khz

정격전압 110~220V 50/60khz 110v~220v 50/60khz

소비전력 1kW~1.5kW 700W

사용환경 5  to 40  Non-condensing 5  to 40  10~90%RH(단,결로가 없을것) 접지 저항 10 이하

마킹영역 110mm x 110 / 175mm x 175 110mm x 110 / 175mm x 175

마킹속도 30000mm/s 600cps 30000mm/s 600CPS

레이저모듈 RF CO  Sealed Laser Tube Ytterbium Pulse Fiber Laser

레이저 출력 20~30W 10W ~ 60W

냉각방식 공랭식 공랭식



기술데이터 Technical Data

옵션 Option

 적용분야 Application

  핸드폰, 키패드, 자동차 전장품, 플라스틱 사출품, 전자 부품, 의료장비, 귀금속류, 도금, 도색제품, 자동차, IC, 실리콘웨이퍼,
  전자기기, 통신, 컴퓨터, 시계, 안경, 예술품, 장식품 등

 적합재질

  금속, 플라스틱등 금속재질

     제품특징 및 규격

*강력한 Peak Power 적용
*타사대비 짧은 시간에 더 선명한 마킹
*빠르고 정롹한 스캐너로 인한 명확하고 깨끗한 인쇄
*국내 최초 파이버레이저 적용으로 10년이상 축적된 안정성
*고객 맞춤형 기능으로 인한 손쉬운 사용성

공장형 자동화 시스템 구축장비로서
방진/방수 및 탁월한 쿨링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장기간 사용에 유리합니다.

Bizen F Series 
산업라인용 레이저 마킹기

www.bjlase.com레이저 마킹기 / Laser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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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축 스캐닝 시스템
300mmx300mm의 
넓은 범위에 고정도 마킹

     바코드 리딩 시스템
바코드 리더기와 연동하여 리딩률
체크와 리딩 그레이드 판별

     비전 시스템
비전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위치나 크기 모양을 판별하여 마킹

항목/모델명 Bizen FO Series Bizen FF Series

레이저 모듈 RF CO  Sealed Laser Tube Ytterbium Pulse Fiber Laser

주파수 대역대 0~25khz 1~1000khz

마킹속도 30000mm/s 600CPS 30000mm/s 600CPS

마킹영역 110mm x 110 / 175mm x 175 110mm x 110 / 175mm x 175

정격전압 110v~220V 50/60khz 110v~220V 50/60khz

사용환경 5  to 40  Non-condensing 5  to 40  10~90%RH(단,결로가 없을것) 접지 저항 10 이하

냉각방식 공랭식/에어콘 적용 공랭식/에어콘 적용

소비전력 1kw~1.5kw 700W

펄스에너지 1.2mJ 0.66mJ / 1.2mJ

레이저 출력 20W ~ 30W 10W ~ 60W



기술데이터 Technical Data

옵션 Option

 적용분야 Application

  장신구, 보석, 전자 부품, 공예품  분야

 적합재질

금, 은, 동, K금, 스테인리스 등 각종 금속 및 기타합금

     제품특징 및 규격

*간단하고 간편한 조작
*24시간 작업이 가능한 안정적인 성능
*저렴한 유지 관리비
*용접후 변형이 작음
*800만타 램프 사용

보석류(jewelry), 금속 (metal) 등을
용접 하여야 할 때 사용되는 용접기 입니다.

Biweld LMD Series 
레이저 용접기

www.bjlase.com레이저 용접기 / Lase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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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리 인덱스
반지같은 동그란 물품을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로터리 인덱스

기술데이터 LM-D 60 LM-D 100

정격전압 230V, 50/60 Hz

평균전력 60W 80W

피크펄스전력 7.5 KW 9 KW

펄스 에너지 60 J 100 J

펄스 지속시간 0.3 ~ 30 ms

펄스 주파수 0~20 Hz

용접 직경 0.2 ~ 2 mm

초점조정 모터 조정

펄스모양 7 pre-set ~ 7 impostati

메모리 프로그래밍 Up to 250 ~ Fino a 250

스테레오 현미경 LEICA

챔버 조명 LED

냉각방식 수냉식/공냉식

집진기 통합

LM-D 치수 54x69x133 cm

순중량 LM-D 90 Kg



 적용분야 Application

  펀칭, 재화, 다양한 두께의 가공이 필요한 광고, 공예품 업종

 적합재질

아크릴, 나무, 가죽, 면, 종이, 패브릭, 대나무, 유리, 캔버스

www.bjlase.com레이저 절단기 / Laser Cutting

LA
S
E

R
 C

U
T
T
IN

G

13

B
J 

LA
S
E

R
 S

Y
S
T
E

M

12

Co2 Laser
씨오투 레이저 절단기

비금속 재질 커팅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대형 작업대로 광범위한 면적의 커팅이 가능합니다.
주로 아크릴, 나무, 종이, 페브릭, 면 재질등의
광고업종이나 공예품 제작업종에서의 커팅 
작업에 유용한 레이저 커팅기 입니다.

     제품특징 및 규격

*더블 헤드 시스템으로 2배의 작업 효율
*15~20년 의 긴 사용시간
*온/오프라인 작동 모드
*다양한 이미지 포맷 지원
*광범위한 커팅 면적
*편리한 판넬 제어모드

기술데이터 Technical Data

기술데이터 BCL1006X BCL1309X BCL1610X BCL1812X

커팅면적 1000x600mm 1300x900mm 1600x1000mm 1800x1200mm

레이저파워 80W 100W 120W 150W

레이저타입 CO2 타입 레이저, 10.6

냉각방식 수냉식

조각속도 0~60000mm/min

커팅속도 0~40000mm/min

레이저 출력제어 0~100% 소프트웨어 제어

최소 판화크기 영어 편지 :1.0mmx1.0mm

최고 스캔 정밀도 4000DIP

위치 정확도 +0.01

소프트웨어 제어방식 DSP 컨트롤 시스템

지원되는 그래픽 형식 DST, PLT, BMP, DXF, DWG, AI, LAS, etc

호완 가능 소프트웨어 CORELDRAW, PHOTOSHOP, AUTOCAD, TAJIMA, etc

색 분리 가능

구동 시스템 고정밀도 3상 스탭모터

보조장비 배기팬 및 배기 파이프

정격전압 AC110V/220V+10%,50HZ/60HZ

작업환경 온도:0~45C, 습도 5~95%(응축수 없음)

기술 데이터 LC-5030 Laser engraving & cutting machine

커팅면적 500x300mm

레이저파워 40W

레이저타입 co2

냉각방식 공랭식

레이저출력제어 0~100% 소프트웨어 제어

최고스캔정밀도 125, 250, 300, 380, 500, 600, 760, 1000

위치정확도 0.01

지원되는그래픽형식 BMP, PLT, DST, DXF, AI, JPG, GIF, PGN, TIF ….

호완가능소프트웨어 LaserworkV9, CorelDraw AutoCAD Photoshop

구동시스템 Leadshine 드라이버 및 스텝모터

보조장비 배기팬 및 배기 파이프

정격전압 AC/220V/1PH/50Hz

작업환경 온도 : 0~45C, 습도 5~95%(응축수 없음)



 적용분야 Application

판금, 우주항공,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 정밀부품, 금속제품, 주방용품, 공예품, 공구,
장식물, 광고, 각종금속의 제작 공정 산업 등

 적합재질

연강, 실리코강, 스테인레스, 니켈, 알미늄합금, 타타늄 합금, 갈바, 아연도금, 동파느 각종금속 재질 등

기술데이터 Technical Data

Fiber Laser
화이버 레이저 절단기

www.bjlase.com레이저 절단기 / Laser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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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재질 커팅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대형 작업대로 광범위한 면적의 커팅이 가능합니다.
주로 각종 금속제품, 공예품, 기계 제작업종에서의 
커팅 작업에 유용한 레이저 커팅기 입니다.

     제품특징 및 규격

*초미세 레이저 빔 초점에 의한 초정밀 절단, 고속 절단
*손쉬운 유지 보수
*저렴한 유지 비용
*냉온 열처리 프레임 사용으로 안정된 내구성

기술데이터 Bizen F1530

작업공간

작업공간

1500x3000mm

최대 속도 100m/min

위치 정확도 0.03mm

반복 정확도 0.02mm

레이저 출력 파워 500W/700W800W/1000W/1500W/2000W/2500W/3000W/4000W

최소 선폭 0.1mm

지속 가능 시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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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3, 신일IT유토 
지식산업센터터 1112호 
TEL : 070-7766-6644 FAX : 031-689-6431
www.bjlase.com E-mail : support@bjlase.com

www.bjlase.com

Laser machine

Pursuit of the best quality
based on advanced technologies

BJ Laser System. Co., Ltd

(주) BJ레이저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