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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CB기판에는 자동 땜(디핑)을 하는 과정에서 

기판에 부품을 증착하고 디핑을 할때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스를 방출하기 위하여 

홀을 가공한다. 일반적으로 PCB기판에 홀을 형성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마이크로 드릴은 ∅1이하

의 초소형이다. 홀의 가공을 반복할 경우 마찰, 

열 등에 의해 마모가 발생하여 빈번한 교체가 불가

피한 실정이다. 또한 종래에는 마모 등에 의해 교체

된 마이크로 비트드릴을 대부분 폐기시키도록 하

여 고가의 소재로 이루어지는 공구의 낭비와, 부품

의 비용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PCB

기판의 공급 가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여 가격 경쟁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모된 마이크로 

드릴을 수동 연마 장치를 통해 재연마하여 재사용 

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수율과 생산성이 낮고 

자동화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마이크로 

비트 드릴을 자동으로 셋팅, 가공 할 수 있고 합불 

판정 검사까지 한 공정에서 완성하는 연삭기를 

개발하고 이 기술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2. 마이크로 비트 드릴의 자동 연삭공정

 연삭공정은 Fig.1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공정

이다. Pallet에서 드릴비트를 턴유닛의 콜렛척 유닛

에 공급하고 드릴비트 선단길이를 CCD 카메라로 

측정하여 공구길이 보정 기능을 수행한다음 드릴

비트를 안정적으로 V-Block에 안착하여 연마기능

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그후 Fig.1의 6번 

CCD카메라로 드릴비트의 선단길이를 측정하여 

길이 및 각도 보정기능을 수행하고 드릴비트의 

좌/우 날 연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좌/우 

날 연마를 하기위해 콜렛척은 180°회전하여 가공 

하게된다.

연삭된 마이크로비트 드릴은 Fig.1의 8번에서

Cleanning 및 Camera를 통한 양품과 불량품 판정기

능을 수행하고, 양품은 Fig.1에서 9번을 통해 10번

으로 이송되고 불량품은 재가공을 위해 다시 1번 

Pallet로 옮겨지게 된다.

Fig.1 Schematic diagram & Flow chart

3. 연삭메커니즘

  마이크로비트 드릴 가공기의 제원은 숫돌 회전수 

2500rpm의 저진동의 고주파 스핀들을 사용하고, 기

계가동시 진동은 약 40db 정도의 저진동이며, 절삭

날 가공 숫돌은 Fig.2에서 보이는 W0AZ(결합도가 

비교적 높은W, 지립양이 62%이상인 0, Zirconia 

Aluminium Oxide 지립을 사용한 AZ) 컵형 Mesh #2000

을 사용하고 각도는 11°이며, 여유면 숫돌은 같은 

크기 같은 재질의 #800번을 사용하고 각도는 30°를 

사용한다. 선단각은 PCB기판의 재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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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로 조정할수 있다. 1회 절입량은 2μm~3

μm 정도이며 절입횟수는 2~3회 정도이다. 또한 숫

돌에 온도 센서를 부착하여 숫돌 온도가 30°를 넘지 

않게 수동 조작 가능하게 하였다. Fig.3의 1번에 

드릴에 부착한 링은 재연삭시 조절하여 드릴 선단부

의 길이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 시키기 위하여 장착하

며, 10a의 받침블록에 지지하고 가공을 하게 된다. 

이송부는 서보모터로 볼스크류를 제어하여 정밀하

게 이동하여 Fig.4 처럼 정밀 위치 보정을 하게된다. 

모든 정보는 기계에 부착된 컴퓨터에서 직접 제작한 

시스템을 통하여 100배 확대 검사하여 5μm 까지 

정밀하게 검사한다.

   Fig.3에서 번호를 설명하면 1번 마이크로드릴, 

10번 고정부, 10a받침블록, 11번 이송부, 15번 지지

대, 20번 이송스크류, 30번 데이터검출부, 40번 서

보모터를 나타낸다.

Fig2. Regrainding Manufacture 

Fig3. Setting of Microbit drill

Fig4. A position revision using ccd camera

4. 결론

  종래의 마이크로드릴 연마 장치에 의하면 고정블

록이 단지 마이크로드릴을 장착만 하도록 구성되어 

장착될 마이크로드릴의 굵기가 다르면 중심이 밑면 

기준으로 위치가 변하여 가공 불량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이크로 비트 드

릴을 가공하는 연마숫돌이 포함된 연마부와 마이크

로 비트드릴을 장착하고 각 방향으로 이송되어 연마

부로 투입 및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정블록을 

구비하여 마이크로 비트드릴을 고정블록에 장착하

고 CCD 카메라를 이용한 검사장비로 위치결정을 하

여 목적으로 하는 치수에 따라 받침블록을 정밀 이송

시켜 연마부에 의한 가공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이에 마이크로 드릴비트 하나당 12초 정도에 

재연삭 할 수 있고 정밀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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