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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

요약

표면실장 부품이 장착되는 회로기판에 크림 납(cream solder)을 사용하여 크림 납땜(cream soldering)할 
때 사용되는 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납땜불량을 방지하여 고품질의 납땜인쇄가 가능하며, 
종래의 것보다 오래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공수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하여, 크림 납땜을 하기 위한 개구부가 형성된 메탈마스크와, 이 메탈마스크를 지지하기 위한 
프레임과, 상기 메탈마스크의 가장자리 부근에 형성되어 상기 개구부에 탄성을 부여하기 위한 다수개의 
탄성공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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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메탈마스크의 주요부를 도시한 평면도.

제2도는 제1도의 측면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의 주요부를 도시한 평면도.

제4도는 제3도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메탈마스크부                           11 : 개구부

12 : 탄성부                                    13 : 구멍

14 : 탄성공                                     20 : 프레임

30 : 회로기판                                  40 : 안내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metal mask)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표면실장 부품이 장착
되는 회로기판에 크림 납(cream solder)을 사용하여 크림 납땜(cream soldering)할 때 사용되는 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 복잡한 회로기판에 많은 부품을 깨끗하고, 신속하게 납땜하기 위하여 납땜할 위치에 구멍
이 뚫린 메탈마스크를 이용하여 크림 납을 그 구멍에 밀어넣어서 표면실장 부품을 회로기판에 장착시키는 
인쇄형식의 크림 납땜(cream soldering)을 한다. 따라서 상기 메탈마스크는 크림 납땜 공정에 있어서, 납
땜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품이라 할 수 있다.

제1도는 종래의 메탈마스크의 주요부를 도시한 평면도이고, 제2도는 제1도의 측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
이, 메탈마스크(1)는 프레임(3)에 화학섬유 또는 금속(예:Ni) 성분의 매쉬 스크린(mesh screen:4)에 의하
여 일정한 탄성을 유지하면서 고정되어 있다.

즉, 상기 프레임(3)에 접착제로 매쉬 스크린(4)을 접착한 후, 매쉬 스크린(4)의 내측 가장자리와 메탈마
스크부(1)의 외측 가장자리를 접착제로 접착한다. 그리고 그 접착부분에 접착용 테이프(tape:2)를 붙여 
그 부위를 매끄럽게 처리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메탈마스크는 프레임(3)과 매쉬 스크린(4)을 접착하고 다시 매쉬 스크린(4)과 
메탈마스크부(1)를 접착하는 공정을 거쳐야 함으로 제조공수 및 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
고, 크림 납땜할 때 스퀴지(squeegee)가 상기 접착부위(5)를 건드려서 접착부위(5)의 장력을 감소시키거
나, 여러번 사용하면 접착부위(5)에서 장력이 감소하여 납땜불량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인 납땜불량을 방지하여 고품질의 납땜인쇄가 가능하며, 
종래의 것보다 오래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공수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는 크림 납땜을 하기 위한 개구부가 
형성된 메탈마스크와, 상기 메탈마스크를 지지하기 위한 프레임과, 상기 메탈마스크의 가장자리 주위에 
형성되어 상기 개구부에 유연한 탄성을 부여하기 위한 다수개의 탄성공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의 주요부를 도시한 평면도이고, 제4도는 제3도의 단면도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는 메탈마스크부(10)와 프레임(20)으로 구성된다.

상기 메탈마스크부(10)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메탈마스크부(10)에는 개구부(11)와 탄성부
(12)로 되어 있다.

상기 개구부(11)는 부품을 회로기판(30)에 크림 납땜하기 위하여 크림 납을 회로기판(30)에 인쇄 도포하
기 위한 구멍(13)들이 형성된 부분이다.

상기 탄성부(12)는 상기 개구부(11)가 후술하는 프레임(20)의 지지를 받아 납땜할 때 회로기판과 밀착되
도록 소정의 탄성을 가지도록 상기 개구부(11) 주위에 다수개의 탄성공(14)이 형성된 부분이다. 즉, 개구
부(11)의 주위는 구멍의 크기와 수를 조절하여 적절한 탄성을 개구부(11)에 제공할 수 있다.

상기 프레임(20)은 상기 메탈마스크부(10)의 가장자리와 접착되어 그 메탈마스크부(10)를 지지하는 역할
을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에 따른 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 크림 납을 회로기판(30) 위에 인쇄도포
하기 위하여 메탈마스크부(10)를 회로기판(30) 위에 위치시키면,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회로기
판(30)의 상면은 안내판(40)과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고, 프레임(20)과 메탈마스크부(10)가 직접 연결
되어 있으므로 안내판(40)과 메탈마스크부(10)  그리고 회로기판(30)과 메탈마스크부(10)  사이의 간격을 
최대로 줄일 수 있으므로 고품질의 인쇄도포상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메탈마스크를 여러번 사용하여도 메탈마스크부(10)의 탄성력에 변화가 없어 메탈마스크의 수명을 
한층 더 연장시킬 수 있으며, 종래의 매쉬 스크린을 프레임에 부착하고 메탈마스크를 매쉬 스크린에 부착
하는 작업공수와 매쉬 스크린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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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크림 납땜을 하기 위한 개구부가 형성된 메탈마스크부와, 상기 메탈마스크부를 부착하여 지지하기 위한 
프레임과, 상기 메탈마스크부의 가장자리 주위에 형성되어 상기 개구부가 형성된 메탈마스크부에 소정의 
탄성을 부여하기 위한 다수개의 탄성공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을 갖는 메탈마스크.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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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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