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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스마트 에너지 헤드 

기술 (SEH) 

특허 출원 중 

SBM1000 은 멀티보드의 본딩을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 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계한 Piergiacaci 의 

목표는 본딩 속도와 에너지 절감을 모두 증가 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효율 본딩 헤드 SEH (Smart Energy Head)와 Smartbonding 소프트웨어 

사이의 시너지 덕분에, 본딩 시간 단축 및 에너지 소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빠른 본딩 프로세스와 결합 된 이중 테이블은 우수한 본딩력  

으로 최고의 생산 속도를 보장 합니다.  

• 본딩 속도 최대 100 % 증가 

• 보드 최대 사이즈 사용을 위한 본딩 면적 감소  

• 내층 에는 특별한 패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최대 70%의 높은 에너지 절약 

• 본딩 헤드에  적용되는 파워 프로파일의 쉬운 생성을         PC에 

의한 스마트 에너지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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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비는 인쇄 회로 기판 멀티 보의 준비를 쉽게 만들어 본딩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 및 구현  되어 

있습니다. 

SBM1000의 기능 원리는 열 및 압력을 유도하는 비트를 사용하여 제품의 두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가지 본딩 작업을 수행하여 내층과  프리 프레그를 결합 하는 것입니다. 이 비트는 프리 프레그의 물성 반응에 유리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러한 방식으로 리벳 으로 레이업을 하는 기계 시스템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사용되는 다른 시스템에도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다른 정합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스팟 본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프레스 생산성 향상 : 고정구 핀 방법과 같은 다른 시스템에서는 프레스에 삽입 할 수 있는 제품 수를 핀 길이로 조절 

합니다. 반대로 스팟 용접에서는 열 전달 속도, 층 수 및 프리 프레그 유형에 따라 조절이 가능 합니다. 

• 기계적 변형 없음 : 본딩 제품은 기계적인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제품 손상 위험 없음 : 본딩된 제품은 리벳을 사용한 것 처럼 프레스 공정에서 제품 사이에 분리 및 판넬이 손상 될 위험이 

없습니다. 

• 청결함 : 스팟 본딩은 매우 청결한 정합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 프레그 (prepreg) 수지가 구멍을 통해 녹아서 핀 주변에 

이물이 생기는 현상은 없습니다. 

• 이상적인 제품 두께 : 스팟 본딩은 가열 된 패드 방식 덕분에 최적의 제품 두께를 보장 합니다.  

• 제품의 쉬운 취급 : 본딩 접합은 프레스 공정을 위해 제품을 단단하고 안정적 이며 가벼워서 취급 하기가 쉽도록 만듭니다. 

• 저비용 : 스팟 본딩 시스템은  드릴링 및 리벳팅 시스템에 비해 확실히 저렴 합니다. 또한 단상 230 Vac 전원 공급 장치 

덕분에 SBM 1000은 에너지 절약을 가능 하게 합니다. 

• 신속성 : SBM 1000은 일반적으로 작업 설정을 위해 2 분 미만이 필요 하므로 작업 변경이 정말로 빠릅니다. 또한 동일한 

본딩 사이클을 사용하여 둘 이상의 제품을 본딩 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 유지 보수가 필요 없음 : 유지 보수는 기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트 교체 또는 윤활 작업 필요 없음). 

• 높은 신뢰성: SBM 1000은 간단한 메커니즘과 고품질의 자재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비해 높은 신뢰성을 제공 합니다. 

정합 과정에서 스팟 본딩의 장점 



 

Technical features 

적층 기술에 적용 되는 새로운 

기술은 스마트한 제어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및 소비 전력을  

최소화 하면서 본딩 시간을 대폭 단축 합니다. 열 또는 유도방식의 다른 본딩방식 과 비교하여 SBM1000는 최대 

70 %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히 고다층 에서의 본딩 속도가 100% 향상 됩니다. 

• 제품의 면적을 최대한 활용한 본딩 면적 감소  

• 내층의 특수 패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최대 70%의 에너지가 절약 됩니다. 

• PC 통한 스마트 에너지 제어 : 본딩 헤드에 의한 전력 프로파일 생성이 쉬우며, 신속한 작업 설정을 위한                        

모든 작업 (파라미터 및 프로파일 설정. 서버 드라이버 구성) 도 작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본딩 헤드 SEH의 수는 8 ~ 16개 까지 가능합니다. 

• 주요 작업인 (Rigid & FPCB) 뿐만 아니라, 본딩헤드 가 필요한 어느 공정 에라도 특수 본딩기를 설계하고 

실현 하는 것 도 가능 합니다. 

•         230Vac 60Hz 단상 전원 입니다. Smart bonding 소프트웨어는 모든 본딩헤드의 파라미터를 제어 합니다. 

특히 최적의 전력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본딩시간을 최적화 하고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순간 전력을 관리 

합니다. 

 
 
 
강철 구조 및 강철 새시 
알루미늄 테이블 
안전 회로를 갖춘 공압 실린더에 의해 테이블 구동 
 PC에 의해 제어되는 스텝 모터 거리 조정 
본딩 사이클 종료가 활성화 되면 공압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핀에서 제품이 분리 
PLC & PC 로 구동되는 센서와 부품 
본딩 포인트 개수                                                                                                                             6 + 6                                                                                                            
본딩 쿠폰 사이즈                                                                                                                             5 x 20mm ~ 10 x 20mm 
최대 제품 사이즈                                                                                                                             762 x 610 mm 
최소 제품 사이즈                                                                                                                             300 x 250 mm 
최대 본딩 두께                                                                                                                                 10 mm 
사이클 타임(6층시)                                                                                                                          30 초 
새 작업 셋팅 시간                                                                                                                             <2 분 
전원 공급                                                                                                                                        230 VAC, 60Hz 
전원 소비                                                                                                                                                                                             1.5 KW 
공급 에어 압력                                                                                                                                 0.6 ~0.7 Mpa 
에어 소비량                                                                                                                                     < 30 Ni/min 
무게                                                                                                                                               450 kg 
장비 사이즈                                                                                                                                     2.4 x 1.2 x1.35 m 
작업 공간                                                                                                                                        3.5 x 2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