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부품의 LDS가공
LPKF Fusion3D 1500



지난 몇 년 동안 LDS는 무수히 많은 계열 생산을 통해 자체 검증되었습니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했으며 현재 부품길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LPKF Fusion3D 1500는 LPKF 

고성능 구조화 장치의 성능과 콤팩트 시스템의 유연성을 결합하여 최첨단 LDS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킵니다. 

Step by 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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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레이아웃
제조업체는 사용되는 부품이 적어질수록 경제적입니다. 
이것은 생산 비용을 줄여주며 조립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공간을 줄여줍니다. LDS는오래전부터 
스마트폰의 안테나와 관련된 부품을 줄이는데 
탁월했습니다.

LDS 기술은 설계자들이 더 많은 기능을 언제나 더 작은 
공간에 통합하려는 지속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LDS를 통해 기존 플라스틱부품의 기계적 기능에 
더하여 전자적 기능까지 더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플라스틱 부품은 정확한 전도성과 신뢰할 만한 
통합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리테이닝클립(Retaining clip)은 WLAN 안테나가 
될 수 있으며, 실제 부품은 스크린 커버의 뒷면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전체 레이저 시스템은 정밀 리니어 
액츄에이터, 고품질 레이저 처리 장치 그리고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간으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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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S 기술의 장점:

• 대형 부품에 용이

• 유연한 생산 계획

• 더 적은 부품 수요

• 업그레이드 옵션 가능



LPKF Fusion3D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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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된 기술
LPKF Fusion3D 1500은 스마트폰 안테나와 같이 검증된 
LDS 기술을 더 큰 부품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정밀한 움직임과 제어를 제공하는 핸들링 
모듈과 리니어 액츄에이터로 콤팩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품들은 두 개로 구동되는 리니어 시스템에 의해 가공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부품들은 최대 400 x 78 mm 높이 
80 mm까지 생산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셔틀(Shuttle)이 
레이저로 처리되는 동안, 다음 셔틀(Shuttle)이 이동되어 
생산에 소용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레이저 시스템의 멀티헤드 설정은 추가적인 효율을 
가져다 줍니다. 다중 처리 장치 제어기(MPC)에 대한 
선택적 업그레이드를 사용하여 세 개의 처리 장치까지 
구조화(Structuring)기능을 분담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생산량에 상당한 이점이 됩니다.

주요사양:

• 작업영역: 최대 2 x 400 mm x 78 mm x 80 mm (L x W x H)

• 정밀 리니어 드라이버

• 간단한 픽스처(Fixture)

•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다중처리장치제어기(MPC)와 3개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프로세싱 유닛

LPKF Fusion3D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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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부품 지지대
레이저 공정 자체는 비접촉식입니다. 따라서, 부품 
지지에 필요한 요건은 다른 공정에 필요한 툴에 비교하여 
간단합니다. 부품 지지는 단지 레이저빔에 부품이 정확하게 
인피드될 수 있게 만 하면 됩니다. 부품의 고정은 클램프를 
이용하거나 적은 압력으로 즉, 정렬핀에 의해 정확한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 25 μm의 반복 
정확성은 전체 구조화 공정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LPKF는 부품 지지대 설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품 서비스 또한 이용 가능합니다. 각각의 지지대세트는 
광범위하게 시험되어 시험 기록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저렴한 유지비용의 리니어 액츄에이터 
(Linear Actuators) 
특별히 정밀하고 경제적인 리니어 액츄에이터는 레이저 
공정에 정확하게 제어되며 긴 수명과 최소한의 유지보수가 
특징입니다. 

안전 우선
LPKF Fusion3D 1500 레이저 구조화 장치는 후드가 
닫힌 정상 작동중에는 Laser Class 1급에 해당됩니다. 
핸들링 모듈의 장비 개방은 리니어 축이 움직이는 동안은 
수동조작은 라이트커튼(light curtain)으로 보호됩니다.

고성능 시스템 소프트웨어
레이아웃 프로그램인 LPKF CircuitPro 3D 프로그램은 
LPKF Fusion3D 라인의 모든 레이저 구조화 장치를 
제어합니다. 이것은 레이아웃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옮기고 공정 순서,생산시간의 최적화 그리고 생산량 증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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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부품 구조화
레이저는 규정된 작동 반경에서 작동하는 정밀한 툴입니다. 
복잡한 안테나와 같은 고주파 애플리케이션은 레이아웃과 
처리 결과물의 정확한 결과물에 달려있습니다. 처리 장치의 
스캐닝 필드는 160 x 160 x 80 mm (x, y, z)입니다. 이중 
피드를 사용하면 폭 2 x 78 mm가 사용가능 합니다. 스캐닝 
필드를 초과하는 것은 여러 구조화 공정을 합쳐 처리됩니다.

이러한 부가 공정에서 금속배선은 구조화된 표면에 입혀지며 
연결 영역을 균일하게 연결해 줍니다. 이것이 LDS 기술의 
핵심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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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증가
LPKF Fusion3D 1500는 생산 계획에 대한 주요 장점입니
다. 이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더 유연하게 제조 공정
을 설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LDS를 사용하여,생산공정을 변경하는 것은 새 프로젝트 
파일을 단지 로딩하는 것 같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LPKF 
Fusion3D 1500는 더욱 더 진보되었습니다. 각각의 셔틀에
서 서로 다른 고정장치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서로 다른 공
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 두 개의 제품이 단일 레이저 시스템에서 동시에 가
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품에 대한 긴급한 요구가 있을 
때 이상적입니다. LDS는 또한 한 쌍의 제품을 제조할 때 적
합합니다(예를 들어 좌우대칭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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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제품 개발 가속화
24시간/7일 풀 생산계획은 LPKF의 입증된 LDS장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된 서비스 직원들이 설치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센터는 타당성 연구와 기계 설계에 도움을 주며 주문생산은 
최대 생산량과 시리즈 초도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LPKF는 고객들의 어떤 제품 요구에도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고객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기술 데이터: LPKF Fusion3D 1500

구조화 영역 (X/Y/Z) 2 x 400 mm x 78 mm x 80 mm (15.8” x 3.0” x 3.1”)

처리 장치의 수 1 – 3

정확도* ± 25 μm (± 1 mil)

최대 구조화 속도 4 000 mm/s (157” 초당)

입력 데이터 포맷 IGES, STEP

소프트웨어 LPKF CircuitPro3D

레이저 파장 1 064 nm

레이저 펄스 주파수 10 kHz – 200 kHz

기계  치수 (W x H x D) 1 740 mm x 1 880 mm x 1 680 mm (68.5’’ x 74’’ x 66’’) 

기계 중량 약 1 600 kg (3 527 lbs), 배기장치 제외

작동 조건

전원 공급 400 V 단상, 50/60 Hz, 최대 7.2 kVA. 배기공급 지원하지 않음

냉각 공냉식

주위 온도 22° C ± 2.5° C (71.6° F ± 4° F)

습도 max. 70 %

필요 배기장치 선택사항; 옵션으로 이용 가능

* 보정 스캔필드

© LPKF Laser & Electronics AG, LPKF는 통보 없이 세부사양과 기타 제품 정보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LPKF와 그 자회사가 공급하는 시스템과 제품은 미국 및 기타 해외에서  
유효한 특허나 특허출원중인 특허에 의해 보호됩니다. 제품명은 식별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관련된 기업의 상표나 등록 브랜드명이 될 수 있습니다.

Worldwide (LPKF Headquarters)

LPKF Laser & Electronics AG   Osteriede 7   30827 Garbsen   Germany

Phone +49 (5131) 7095-0   info@lpkf.com   www.lpkf.com

North / Central America

LPKF Laser & Electronics North America

Phone +1 (503) 454-4200   sales@lpkfusa.com   www.lpkfusa.com

China

LPKF Tianjin Co., Ltd.

Phone +86 (22) 2378-5318   sales@lpkf.cn   www.lpkf.cn

Hong Kong

LPKF Laser & Electronics (Hong Kong) Ltd.

Phone +852-2545-4005   hongkong@lpkf.com   www.lpkf.com

Japan

LPKF Laser & Electronics K.K. Japan

Phone +81 (0) 45 650 1622   info.japan@lpkf.com   www.lpkf.jp

South Korea

LPKF Laser & Electronics Korea Ltd.

Phone +82 (31) 689 3660   info.korea@lpkf.com   www.lpkf.com

LPKF Laser & Electronics AG는 50개국 이상에서
제품을 판매 및 시장에 출시하고 있으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 대표부를 www.lpkf.com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