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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laser scanner를 활용하여 대면적을

연속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동기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의 scanner system을

이용한 레이저가공은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

지만 가공영역의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테이지를 이

용한 step and scanning 기법이 개발되었다.

이 기법은 레이저 가공 후 스테이지가 이동하

고, 다시 가공하고 스테이지가 이동하는 방식

으로 대면적을 가공 할 수 있으나, 스캔영역

사이의 부분에서 가공품질이 균일하지 못하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캐너와 스테이지를 동기화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축 스테이지와

2축 스캐너를 동기화하는 on-the-fly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또한 동기화 되어 가공할 때에

는 가공속도에 따른 스테이지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스테이지 속도가 적절하지 않는다

면 레이저 가공이 스캐너 작업영역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 기존의 정밀한 레이저 시스템

의 영역한계를 극복하고, 연속적인 FPCB

Coverlay 절단 할 수 있는 패스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350×350 mm 크기에 6개의 동일

한 FPCB 샘플 가공을 통하여 시스템의 우수

성을 증명하였다.
 

2. 온더플라이를 위한 시스템 설계

2.1시스템구성

 on-the-fly를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는 마킹을 할 수 있는 

스캐너 시스템이다. 스캔보드로부터 명령받은 디

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갈바노미터

(galvanometer)의 구동 드라이버에 전달한다. 갈

바노미터의 부착된 2개의 미러는 이 신호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두번째는 제어부이고,이 파트는 다시 

3부분으로 구성된다. 스캔보드는 레이저 동작과 

갈바노미러의 동작에 관련된 기능을 담당한다. 

MOTF(marking on-the-fly) 보드는 스캐너와 스

테이지를 동기화를 담당하며, 동기화 부분에서 제

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테이지의 위치신호를 

입력받아 스캔보드에 전달하며, 방향과 스케일링

을 설정해 준다. 모션보드는 스테이지의 동작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부로 1축의 리니

어 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on-the-fly를 

위한 스캐너 보드와 MOTF 보드를 개발하였다.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Fig. 1 System configuration

2.2동기화기술

 기존의 step & scanning 방법은 스캐너가 스

캔영역을 가공 후, 스테이지가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를 반복하게 되면 같은 정밀도로 대면적을 가공

할 수 있다. 하지만 스캐너와 스테이지가 동기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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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스캔영역 사이에서 균일

성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동기화된 on-the-fly 

방법을 위하여 그림 2같이 블록다이어 그램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Autocad data는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입력된다. 첫번째는 입력되는 

CAD 데이터의 길이로 가공 될 수 있게 갈바노미터

가 움직이게 하는 스케일 변환이 필요하다. 왜냐하

면 실제 가공길이는 미러의 움직임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신호는 다시 스테이지로부

터 오는 신호와 비교하게 된다. 스테이지에서 오는 

신호 스케일도 미러를 움직일수 있는 스케일로 

변환된다. 이 신호가 갈바노미터의 구동드라이버

로 전달되어 미러를 움직이게 된다. 두번째는 셀분

할 알고리즘에 의해 스테이지가 갈 속도와 방향이 

정해진다. 스캐너와 스테이지가 동기화되어 가공

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테이지 

속도가 필요하다. 

3. 실험 결과

그림2는 대면적 가공을 하기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위의 그림은 68개의 사각형이 60um 피치

간격으로 배열된 상태이며, 스테이지 패스는 모서

리 부분에서 라운드형태를 가진다. 아래그림은 산

의 형태의 모양으로 역시 모서리에서 라운드 형태

의 패스를 가진다. 

Fig. 2 Results of simulation.

Fig. 3 Results of fabrication

그림 3은 실제 가공을 하여 현미경으로 본 모습

이다. 

 

4. 결론

우리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대면적의 가공을 위

하여 동기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테이지 정보를 스캐너와 공유하여 대면적 가공

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설계하였다. 이로 인하여 향후 대면적 레이저 가공

이 필요한 곳에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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