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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FPGA PCB 데드카피, 1L



Impedance, Build-up,

High-Speed System 설계기술을

접목하여단순한Graphic작업이아닌

YnJ만이 가지고있는 풍부한경험과

노하우를통해 회로의흐름과특성에

맞는 설계를진행합니다.

PCB
Design



01 02 03 
내층부식

사양 내층노광

설계 file을 film과 공정
data를 출력

노광공정을 통하여
내층보드에 회로 이미지 형성

보드에 형성된 이미지를 부식
공정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동박제거하여 회로형성

04 AOI

자동광학검사장비로 회로의
제작상태 검사

07 06 05
OXIDE

X-RAY 적층

X-ray M/C을 이용하여
내층에 형성된 외층 Drill 기준

Hole을 찾아 가공

내층기판과 층사의절연체,
외층동박을 사양에 맞게 열과
압력을 가하여 MLB형성

적층시 층 사이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처리

08 DRILL 09 도금 10 외층노광

부품삽입 및 층간 전기도통을
위하여 기계적, 또는 Laser로

Hole을 가공

Drill 가공된 Hole속의 도체층
만들고, 부품 Hole에 납땜을
하기위한 무전해 및 전해도금

외층 필름과 Hole을 정합한후,
노광작업을 통해 외층회로의

이미지를 형성

13 문자인쇄 12 PSR인쇄 11 외층부식

부품실장위치나 기호드의
제품정보를 표시

B/D의 표면 보호와 회로사이의
Short를 방지하기 위해

Solder resist ink를 도포

노광 공정을 통해 제품 외증에
형성된 이미지를 현상, 부식공정을

통해 불필요한 동박 제거

14 표면처리

표면 산화 방지 및 Soldering
성을 확보하기위해 동표면을

Ni-Au, Sn/Pb, Flux 등으로처리

15 외형가공 16 

17
최종검사

BBT

Panel 상태의 제품을 고객이
요구한 KIT size로 회형을 가공

저항값을 체크해 회로의
OPEN&SHORT 여부를 검사

품질상태를 검수하여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

OXIDE

내층부식

최종검사18
최종검사

공정고객에게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낱개 및 단위로 진공 포장하는 공정

최종검사

단면, 양면& MLB PCB를

샘플부터소량, 대량, 양산까지

저렴하게제공해드립니다.

PCB
Production



자료 및 자재확인 프로그램 작성

Metal Mask

PCB 투입

자재 Check

Solder, Bond 준비

Printer 작업

Chip Mount

이형 Mount

중간검사

Feed Back 좌표 수정 시간별 검사

1차 목 시검사

Reflow 투입

비전검사 / 목시검사

출하 /수삽진행

Profile 작성

Solder, Bond 상태검사

QC Part List 검사

관리자 검사 확인 Check

Feed Back

SMT (표면실장기술)
Surface Mounting Technology

PCB 위에납(solder paste)또는

무납(PB free paste)를Print하여

그위에각종 SMD 부품을 chip

mounter 장비를이용하여정해진

위치에실장하고 Reflow M/C를

통과시켜접합(땜)하는기술

PCB
Assembly



Altium Designer 교육 (Artwork)

하드웨어 담당자로써 PCB 설계, 회로도 업무를 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배우고자하는 분들께 아트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로설계와 아트웍을 병행한다면 디버깅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한틍 높일 수 있습니다.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초보자에게 맞춤교육 형태로
진행합니다.

1대1 멘토링수업으로 진행됩니다.

Impedance, Build-up,

High-Speed System 설계기술을

접목하여단순한Graphic작업이아닌

YnJ만이 가지고있는 풍부한경험과

노하우를통해 회로의흐름과특성에

맞는 설계를진행합니다.

Artwork
Education Altium Designer

Artwork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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