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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양수 작업으로 인한 공정 불량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작업 전용의 납땜 인두
기용 실납 공급기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실납 공급기는 동력전달 부품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기어드
모터 대신 스태핑 모터를 채택함으로 인하여 30[W]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전력을 보였으나, idle
cutting 부품을 추가하고 일정 공급 속도로 실험한 결과 토출 편향성 방지 효과를 확인하였다.

1. 서론

에 사용된다. 특히 4개의 액튜에이터를 사용하여 x
축, y축, z축과 θ축의 제어가 가능한 자동 솔더링

현대 산업을 주도하며 또한 인간의 편리한 문명기

장비는 휴대전화의 LCD 및 카메라의 솔더링 공정과

기로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 산업 및 전자 기기에서

같은 작업 부위가 정밀하고 고속의 작업이 요구되는

전자회로 분야는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능화 또는

공정 등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화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스마트한 전

실납 공급기는 일정한 속도로 솔더를 공급하기 위

자회로 분야에 소요되는 모듈은 전자 부품과 인쇄회

한 구동부 제어모듈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온 상태

로기판의 연결이 필수적이고 여기에는 솔더링(일명

의 솔더가 350℃로 달구어진 인두기 선단부와 접촉

납땜)이란 공정으로 접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였을 때 와이어 솔더 내부에 있는 플럭스가 폭발

솔더링에는 대량 양산 공정에 적합한 웨이브 솔더링

하여 비산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런 현상을 억제

혹은 SMD(Surfaced Mounted Devices)방식이 일반

하기 위해 와이어 솔더에 일정한 홈 또는 브이-컷을

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웨이브 솔더링 공정 후 발

형성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또한 수작업 솔더링 공

생되는 미납, 브릿지 제거작업과 같은 터치-업 작업

정의 경우 한 손에는 인두기를 쥐고 또 한 손에는

에는 수작업 솔더링 인두기가 사용되고 있다. 웨이

와이어 솔더를 공급하면서 거의 동시에 인두기와 와

브 솔더링 공정에는 바 솔더를 사용하고 SMD 공정

이어 솔더를 작업 면 혹은 작업 대상에 접촉시켜야

에는 크림 솔더 또는 페이스트를 사용하는데 반해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정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수작업 솔더링에는 와이어 솔더를 사용한다.

숙련도를 갖는 작업자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접합용 솔더는 크게 무연 솔더와 유연 솔더로 구

이 역시 양수작업(兩手作業)의 어려움으로 공정 불

분하며 무연 솔더는 주석 96.5%, 은 3%, 구리 0.5%

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 더욱이 전자기기의 소형화

로 구성되며, 유연 솔더는 주석 60%, 납 40%로 구

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어 인쇄회로기판에 SMD

성된다. 그리고 무연 솔더를 사용할 경우 인두기의

부품이 적용되는 등 전체 부품의 경박단소(輕薄短

온도를 약 350℃로 조정하고 유연 솔더의 경우 인두

小)화 추세에서 정밀한 수리작업을 위해서라도 솔더

기의 온도를 약 250℃로 조정하여 사용한다[1].

공급장치가 요구된다.

와이어 솔더는 미납, 터치-업 작업, 전자기기의 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와이어 솔더 공급

리 작업 및 자동 솔더링 장비의 솔더 공급 장치 등

제어 기능을 갖는 실납 공급기를 설계하였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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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로봇 또는 엑추에어터와 조합할 경우 자동납
땜 공정을 구축할 수 있고, 납볼 및 플럭스의 비산
최소 방안인 V컷 기능과 정량 및 무편향 토출 기능
을 갖는 와이어 솔더 자동 공급 장치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2.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실납 공급기의 제어부 구성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입력된 속도에
따라 모터 구동 드라이브를 통해 스테핑모터를 제어
[그림 2] 실납 공급기 드라이브 회로도

하여 기구부를 구동한다. 기구부에 와이어 솔더의
부재를 검출하는 리미터 센서를 장착하고 A/D변환
을 통하여 감지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 LCD Display 구성도

[그림 1] 실납 공급기 제어부 구성도

구체적으로 상전류 1.4A, 5상 스테핑모터를 채택
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전용의 드라이브를 그림2
[그림 4] 실납 공급기 기구부 설계도

와 같이 설계하였다. 여기에는 PWM 제어 기능 및
H-Bridge 회로와 드라이브의 ON/OFF 제어 기능,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방향신호에 따라 정역회전 및

3. 시스템 제작 및 실험

정지가 가능하며, 펄스 입력(PWM) 신호의 인가에
따라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를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이때 사용할 DC모터에 따라 회전속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수동 솔더링 인두기용 실납

검출 회로를 적용하였다. AVR은 ABOV사의 8비트

공급기의 회로도에 의거 제작된 PCB와 기구부의 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채택하였으며 주요 입출력 표시

작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본 공급기는 향후

를 위한 LCD-Display 화면은 그림3과 같다.

로봇 및 엑추에이터와 조합하면 자동납땜 공정을 구

한편 기구부는 와이어 땜납의 무편향 이송 기구,

축할 수 있다. 따라서 납땜 공정에 사용되는 땜납의

와이어 땜납에 V컷 생성 기구, 납 막힘 및 납 없음

성분 및 직경, 솔더링 스테이션의 설정온도 등에 따

검출 센서, DC 모터와 기어부의 동력전달용 벨트(우

라 공급속도 또한 연동되어 공급되어야 하며, 무인

레탄 + 철심) 등으로 구성되며, 기구부의 Lay Out은

자동화를 고려한다면 납땜시 발생하는 납볼과 플럭

그림 4와 같다.

스의 비산 수 및 비산 거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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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a) 최대 200mm까지 표현되는 시험지위에 비

토출되는 실납의 편향성을 줄일 수 있었다.

산수 및 비산거리를 측정한다. (b) 디지털 전력계와

향후

0~60[mm/sec]의 가변속도 제어 기능, 비산

연결하여 솔더의 공급 속도에 따른 전력 소모량을

범위 150[mm] 이내의 성능을 갖는 V-컷 기능, 사용

측정한다. 실험결과를 표1에 나타내었다.

자의 편의를 고려한 UI 기능을 추가한 다음 실험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표 1] 실납 공급기의 실험 결과

기존방법

제안방법

참고문헌

(0~60) - HAKKO

0~30(0~60)

[1] 정해원 외, “유리 단자용 무연(Pb-free)솔더 접합

소비전력[W]

(25) - HAKKO

30

비산범위[mm]

150 - 아폴로 세이코

-(150 이하)

미적용

-(적용)

간헐적 발생

무 발생

적용

-(적용)

평가항목
공급 속도[mm/sec]

UI 적용
토출 편향성
V컷 기능

공정 최적화 연구”,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
술대회, pp. 1582-1587, 5월, 2013.

결과표에 보이는바와 같이 제안방법의 공급 속도
는 일본의 HAKKO사의 경우 0~60[mm/sec]이지만
제안방법에서는 0~30[mm/sec]의 속도로 제어하였다.
또한 소비전력은 스태핑 모터의 채택으로 다소 높은
소비전력을 나타내었고 idle cutting 부품을 추가하
여 토출 편향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향후 비산실험,
UI적용, V-컷 기능을 추가한 다음 실험 결과를 제
시할 것이다.

[그림 5] 제어용 PCB와 기구부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양수 작업으로 인한 공정 불량 증
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작업 전용의 납땜 인두
기용 실납 공급기를 제작하였다. 30[mm/sec]의 단일
속도로 제어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의 기어드 모터를 대신하여 스태핑 모터를
채택함으로서 동력전달에 필요한 부품의 수를 현저
히 줄일 수 있었다.
2. 기구부의 idle cutting 부품을 2개추가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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