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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Insertion System
For Press Fit And Solderless Interconnects



일반 기능
•	 .2"(5.08mm) 피치 적용 시 초당 최대 3회 삽입
•	 헤더 최대 2개
•	 고속 서보 드라이브 채용(High speed servo drives actuate)

1 X-Y 위치 테이블
2 삽입 헤드
3 PCB 모루(anvil) 지지대(PCB anvil support)
4 로터리 테이블(Rotary table)
5 자동 헤드 교체장치(Automatic Head Changer)

•	 삽입면적 18"x18"(457mm x 457mm)
•	 PCB 오차 수정을 위한 비전 시스템
•	 PCB 모루(anvil) 지지대(PCB anvil support)
•	 터치 스크린 모니터
•	 윈도우스 운영체제
•	 SMEMA 인터페이스
•	 라이트커튼을 갖춘 연동외장(Interlocked enclosure  

with light curtain)
•	 삽입 압력 모니터링 옵션 
•	 부품 릴 종단 감지 센서(Component end of reel sensors) 
•	 연속성 체크 센서 옵션(Optional continuity sensor)
•	 프레스 핏(Press fit) 무납땜(컴플라이언트) 부품 삽입 

멀티서트xs 는 자동차, 통신, 의료, 산업용 제품 시장에서 50년 동안 쌓아 올린 연결 부품 관련 

노하우를 집대성한 제품입니다. 

서보 동력(Servo Power) : 멀티서트xs는 완전 서보모터 구동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빠른 스피드는 물론 정밀한 부품 배치가 가능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비전 시스템(Vision System) : 멀티서트xs 장비에는 표준형 비전 시스템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PCB 보드 상의 왜곡 혹은 위치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전체 점검 기능 
(scan-all)이 내장되어 전체 생산 절차를 점검, 프로그램에 따른 삽입 위치를 점검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멀티서트(MultisertXS) 유연 삽입 시스템

시스템 옵션
•	 프로그램식 로터리 테이블 (stage) (0-360도)
•		 실시간 삽입력 모니터링
•		 상단 또는 하단 뷰 바코드 스캐너(Top or bottom view  

bar code scanners)

•	 CE 기준 준수

실시간 삽입력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윈도우스 운영체제의 
터치스크린 모니터

프레스 핏(Press	fit) 무납땜(컴플라이언트)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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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서트XE는 저비용 고효율, 고속 삽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소규모 생산시설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단일 헤드, 단독형 제품으로 12" x12" 크기의 면적에 삽입합니다. 헤드의 가동은 서보 동력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서보 동력 : 미니서트XE는 완전 DC 서보 모터로 구동됩니다. 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정확한 삽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전 시스템(Vision System) : 멀티서트XS 장비에는 표준형 비전 시스템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PCB 보드 상의 왜곡 혹은 위치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전체 점검 기능(scan-all)이 내장되어 
전체 생산 절차를 점검, 프로그램에 따른 삽입 위치를 점검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 : 국제 품질 규격인 ISO/TS16949-2002의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제작됩니다. 

미니서트XE(MinsertXE) 유연 삽입 시스템 

일반 기능
•	 0.2"(5.08mm) 피치 시 시간당 12,000회 삽입
•	 삽입 면적 12" x 12"
•	 고속 서보 동력 기술(High speed servo drive technology)
•	 PCB 오차 수정을 위한 비전 시스템
•	 단일 헤드 플랫폼
•	 부품 릴 소진 센서(Component end of reel sensors)
•	 터치 스크린 모니터
•	 윈도우스 운영체제
•	 라이트 커튼 포함 안전 외장

 (Safety enclosure with light curtain)
•	 프레스 핏(Press fit) 무납땜 결합(컴플라이언트) 부품 삽입

모듈형 삽입 헤드를 통한 빠른 
툴링 및 어플리케이션 변경

보드 오차 수정을 위한  

비전 시스템 장착

가장 엄격한 산업 표준에 따라 검증된 성능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윈도우스 
운영체제의 터치스크린 모니터

Solid	press	fit	and	solderless	(compliant)	components
프레스 핏 무납땜 컴플라이언트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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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 Mini, Mini Pin, and Feeders 

컴펙트 미니XB 삽입 시스템
일반 기능
•	 0.2"(5.08mm) 피치 기준 시간당 5,000회 삽입
•	 삽입면적 11.5"x 11.5"(292mm x 292mm)
•	 고속 서보 구동 기술
•	 단일 헤드 플랫폼
•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	 윈도우스 운영체제
•	 모듈형 삽입 헤드(Modular Insertion heads)
•	 벤치-탑 형 컴펙트 디자인

컴펙트 미니XB(Compact MiniXB)는 저비용 
고효율을 자랑하는 벤치 탑(bench top) 형 삽입 
시스템으로 소규모 생산설비를 겨냥하여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단일 헤드, 단독형 설비로 삽입 면적 
11.5"x11.5", 헤드는 서보 드라이브 헤드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미니 핀 삽입 시스템
일반 기능 및 장점
•	 삽입 속도 시간 당 3,000회
•	 사이즈 .020"~ .045"(5.08 ~ 1.14mm)
•	 경량화로 이동 편의성 극대화 (20kg, 44lbs)
•	 핀 길이 .200"~ 1.00"(5.080mm ~ 25.4mm)

미니핀(MiniPin)은 저비용 고효율 벤치 탑 핀 삽입 
시스템으로, 중·소 규모의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수리점(repair staion) 용도로 
가장 이상적인 제품인 미니핀은 무게가 가벼워  
이동도 용이합니다. 부품 교체도 간편 (최대 5개 부품)
하여 유연하고도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니핀은 오토스프라이스 연속 릴 핀을 공급, 삽입, 
절단하며, 그 속도는 시간당 3,000회에 이릅니다. 

연속 스탬프형 부품 피더(Feeders for continuous 
reeled stamped components)
호환성
•	 FUJI IP-2, IP-3
•	 UNIVERSAL – GSM
•	 PANASONIC MSF
•	 SANYO TIM 5100
•	 SIEMENS HF3, HF4 & HF5
•	 기타 시스템 호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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