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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giacomi는 Multilayer 보드용 본딩
장비를 생산한 세계 최초의 회사 중
하나이며 전 세계 수백대의 본딩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이 분야의 선두업체
입니다.

Piergiacomi 본딩 장비의 간결함과
신뢰성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년 동안 소모품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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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3가지 본딩 기술:

 Thermal bonding (열전도 방식)
 Inductive bonding (유도가열 방식)
 HF Pulse bonding (고주파 펄스 방식)

판넬 고정 2가지 방식:

핀(pin) 방식
 CCD 카메라 (pin 無)



Thermal bonding(열전도방식)

 두꺼운 판넬에 부적합
 높은 에너지 소비

가열기(히터)

PCB



Inductive bonding(유도가열방식)

유도가열방식은그림과같이 1차코일및 2차코일이있는변압기의원리

입니다. PCB는변압기의 2차코일역할을합니다.



High Frequency Pulse Bonding
(고주파펄스본딩)

좋은 점이 많은 혁신적 기술



HF pulse bonding
고주파펄스본딩

펄스본딩은안테나역할의원리입니다.송신안테나와수신안테나가

있습니다. 본딩헤드가송신, PCB가수신안테나역할을합니다.



고주파펄스본딩기술

에너지절감효과 : 10kw 의유도가열방식대비경제적인 700w

· 

더빠른속도 : 유도가열방식대비 2~3배높은생산성
· 

안정성 : 유도가열방식(4개) 대비더많은 12개의본딩헤드적용가능
· 

정확성 : 안정적이고 반복적인온도제어시스템
· 

다양한제품군 : 다양한 PCB 제품군에손쉽게적용가능
· 

쉬운캘리브레이션 : 자동헤드캘리브레이션



고주파펄스시스템의구조

각헤드는스마트하며, PC에의해개별적

제어되며완벽히독립적입니다.

각헤드는 PC로부터데이터를받고, PC로데이터를돌려보냅니다.



각헤드는쌍방향네트워크통신시스템으로연결됩니다.

Power line

Data bus

각헤드는고유한 IP 주소를가지고본딩프로그램을수신하여

PCB에서의피드백을위해 PC와개별적으로통신할수있습니다.

고주파펄스시스템의구조



펄스본딩프로필을프로그래밍하여, 모든제품군에적용하는

유연한시스템을제공합니다.

단순히온도와시간뿐만이아닙니다.

고주파펄스시스템의구조



단순히온도와시간뿐만이아닙니다.

고주파펄스시스템의구조



당신의손끝으로모든조작을가능하게합니다.

고주파펄스시스템의구조



고주파펄스방식 vs 유도가열방식 & 열전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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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펄스(HF Pulse) 기술탑재한장비

HPAM3000 SBM1000

MBM4000

듀얼테이블본딩기
(핀방식사용)

CCD 본딩기 (핀無)

수동본딩기



CCD 정합본딩기

HPAM3000

정합방식 : 2 CCD camera (pin 無)

· 

본딩헤드: 4 +4 , total 8 bonding pints

· 

적용분야 : medium/small series – prototyping

· 

정합정도 : +/- 15 microns

·

CNC 수치제어에의한본딩위치정렬

·
터치스크린제어



듀얼테이블핀방식본딩기

SBM1000

정합방식 : 2 ~ 4개의정합용핀사용 (Multiline PEP 호환)

· 

본딩헤드: 6 +6 , total 12 bonding pints

· 

적용분야 : large/medium/small series

· 

듀얼타입의적층테이블탑재
·

CNC 수치제어에의한본딩위치정렬
·

터치스크린



수동본딩기

MBM4000

정합방식 : 2 ~ 4개의핀사용(Multiline compatible)

· 

본딩헤드: 4 bonding pints

· 

적용분야 : medium/small series

· 

싱글회전테이블탑재
·

터치스크린



기본사양

최대판넬사이즈 : 760 x 610 mm 
최대판넬두께: 15  mm 
전력소비량: <1 kW 
전압 : 220 V 단상
Air 소비량 : 30 Nl/min



간결한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



고주파펄스제품본딩결과

제품본딩결과 :

1. 경쟁사대비본딩시간단축으로인한생산성증가.

2. 위의사진과같이본딩포인트타는문제가없음.

3. 본딩작업프로파일의프로그래밍으로 강력한본딩력구현가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