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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최근 전자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FPCB 

(Flexible PCB)가 모바일, TV, 영상, 음향제품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대면적 가공의 경우 현재 

금형을 제작 후 펀칭하는 방법으로 라우팅 

(Routing)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절단 

면이 거칠고, 필름이 말리거나 찢어지는  현상, 

burr 등이 발생하여 추가제거 공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가공 공 

정이 요구되며 기존 금형을 이용한 FPCB 가공 

공정의 대체기술로서 레이저 라우팅(Routing) 

공정이 주목 받고 있다. 레이저 가공 공정은 

제조환경을 친환경으로 변화 시킬 뿐만 아니라 

CAD 변경이 유동적으로 자유로우며, 비접촉 

가공에 의한 패턴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50μm 인 기존 금형 공정의 정밀도를 40μm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완 

해야 할 문제들 또한 존재하는데, 기존의 스캐 

너 단독가공의 경우 가공면적/속도의 한계로 

인한 제품의 납기일 지연과 불량률증가 현상 

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불연속 연결 부위 

에서 이음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것 들로 

인하여 실용화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장비 

도입이 시급하며, 현재 국외장비는 상당히 높 

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국내 PCB 제조 회 

사로서는 선뜻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 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 

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1. 

 

 

Fig. 1  Differences between conventional method 

using laser cutting and under developed 

method. 

 

 

2. 개발기술의 목적과 세부 개발 내용 

 

 본 개발기술은 대면적 레이저 라우팅(Routing) 

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갈바노 

미터스캐너(Galvanometer Scanner)와 가공기 플 

랫폼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발하여 초고속, 

연속, 대면적 가공(Large area cutting)이 가능 하 

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으로써 Roll to Roll 이송장치를 개발하여 

FPCB 의 연속적인 공급 및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작하였고 이송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사행제어, 장력제어, 정속제어 방법을 

선행개발 하였다. 

 Roll to Roll 시스템은 coverlay 를 최대 폭 500 

mm, loading 속도는 최대 400mm/sec 까지 

가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순서대로 

unreeler >  편집테이블 >  Tension detector > 

Buffer  >  Hold down roll  >  EPC sen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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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pivot type guide roller  >  편집테이블  >  

Reeler 로 구성되었다.   

 

Fig. 2  Hybrid Laser processing systems based on 

Roll to Roll method for FPCB continuous routing. 

 

 

 In/Out feeding unit은 2 roll press type 으로 servo 

모터에 의해 자동 텐션 조정이 되고, 마크 및 

길이 셋팅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개발된 

스캐너 - 스테이지 연동기술 (Stage-scanner 

synchronization) 에서 핵심은 상대적으로 관성 

이 작은 스캐너는 복잡하고 미세한 형상을 

가공하고, 관성이 큰 스테이지는 긴 직선 구간 

을 가공하여 가공영역의 대면적화와 스테이지 

가감속 시간 최소화에 따른 고속가공을 가능 

하게하는 것으로써 대면적, FPCB 가공을 위 

하여 필수적인 요소기술이라 할 수 있다. 

Coverlay 의 경우 가공 정밀도 향상으로 레이저 

가공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Roll to Roll 

방식의 적용 시 작업효율이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Fig. 3  The block diagram of FPCB laser routing  

     system. 

 

  

 

 

 

 

 

 

Fig. 4  The schematic diagram of FPCB laser                  

routing system. 

 

 

3. 결론 

 

 대면적용 Roll to Roll 방식으로 개발된 고 

효율, 고생산성의 고속레이저  라우팅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시장 확보뿐 아니라 국내 

에서 검증된 장비를 향 후 해외수출까지 확대 

하여 세계무대에서 국외장비와 충분히 겨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는 출연연-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인 " FPCB 연속 

라우팅(Routing)을 위한 레이저 가공기 개발 "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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