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초정밀

AIR FLOATING
다공질 세라믹(에어로플롯) 에어부상 유닛

대형 글래스 기판을 안정된 부상양으로 부상 높이를 제어
비접촉부상 반송이 가능 · 글래스의 처짐, 떨림을 경감시켜 택트, 성능 향상

단순부상 반송부

정밀부상 워크부

* 주요 사양
단순 부상 반송부

정밀 부상 워크부

사이즈

800 x 400 x 100mm

사이즈

455 x 400 x 51 mm

평면도

10 ㎛

평면도

5 μｍ

부상높이

100 ㎛ 이상

부상높이

30 ㎛ ± 5 ㎛

허용 사이즈

어떤 사이즈, 형태에도 대응

허용 사이즈

500 x 500 mm

상기 내용은 데모기 사양이며 구체적인 사양, 사이즈 등은 상담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사양, 사이즈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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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품 (카본계열)과 다공질 세라믹 비접촉 에어부상 유닛의 비교
기존제품 (카본계열등의 에어부상 유닛)

다공질 세라믹(에어로플롯) 에어부상 유닛

공압조정
Set Up
사후관리

공압제어, 조정 및 Set Up이 어려움.
지속적인 조정작업이 필요하며
사후관리가 어려움

SET UP, 공압제어, 조정이 간단
복잡한 공압제어가 필요없으며 사후관리가 용이

얼룩, 스크랫치

카본의 고열전도율로 인하여 공급에어
온도의 온도차에 의한 얼룩 문제 발생

다공질 세라믹의 낮은 열전도율로 공급에어의
온도차에 의한 얼룩문제등의 발생이 없음

이물, 오염

카본 자체 분진 발생 및 표면에
검은 가루가 뭍어나오는 오염

다공질 세라믹의 완전소결로
분진 발생 및 오염이 거의 없음

정전기

카본의 높은 전도성으로 오히려
정전기 발생의 원인이 됨

다공질 세라믹의 표면저항 약 1x10 Ω/sq
정전기 발생억제에 효과적 (*)
(측정조건 : 온도 25℃ / 습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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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기 발생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표면저항의 연구 결과 : 1x107 ~ 1010 Ω/sq
* 상기 다공질 세라믹의 표면저항 수치는 당사 측정 수치로 사양수치는 아닙니다.
* 다공질 세라믹 에어부상 유닛은 P.G.W (株)사와 Nano TEM (株)사가 공동 기술로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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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공질 세라믹 정밀 에어부상 높이 제어측정 방법 및 데이터
클램프
단순부상반송부

정밀 부상 워크부
클램프측PAD

앞측PAD

반송속도 110mm/sec

센서포인트(4개소)

글래스(850x850)

센서포인트(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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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시로부터의 글래스 위치 L/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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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시로부터의 글래스 위치 L/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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