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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실시예의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의 사시도.

제2(a)도 내지 제2(d)도는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의 제조공정의 도시도.

제3(a)도 및 제3(b)도는 제 1 도의 단자 사이의 접속의 도시도.

제4도는 종래 기술의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의 사시도.

제5(a)도 내지 제5(c)도는 제4도의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의 제조단계의 도시도.

제6도 및 제7도는 제4도의 배선판의 배선 패턴과 시트 단자 사이의 접속의 도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 16 : 프린트 배선판                         5 : 전도성 페이스트 

14 : 코일 패턴                                    15 : 관통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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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전도성 재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예를들어 콤팩트 모터의 모터 코일에 적당한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예를들어  콤팩트  모터의  모터  코일에  대한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가  제안되어  왔는데, 상
기  구조는  코일  패턴이  형성되는  다수의  시트를  박층하여,  프린트된  배선판상에  상기  박층  시트를 
배치함으로써 형성된다. 

종래의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의 일례를 도시한 제  4  도에서,  참조  번호 (1),(2)  및  (3)는  코일 패
턴(7)이  형성되는  각각의  두  측면상의  시트를  표시한다.  시트(1),(2)  및  (3)는  서로서로  접착된다. 
코일  패턴(7)의  각각의  한  단부는  단자(1a),(2a)  및  (3a)에  접속되는  반면에,  제각기  다른  단부는 
단자(1b),(2b)  및  (3b)에  접속된다.  박층으로서의  시트(1),(2)  및  (3)는  프린트  배선판(4)에 접착된
다. 단자(1a),(2a) 및 (3a)는 배선판(4)의 예정된 배선 패턴에 접속되는데, 상기 패턴은 단자
(4A),(4B)  및  (4c)에  납으로  씌워진다.  단자(1a),(2a)  및  (3a)는  배선판(4)의  예정된  공동  배선 패
턴에 접속되는데, 상기 패턴은 단자(4d)에 납으로 씌워진다. 

종래의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는  예를들어  제5(a)도  내지  제5(c)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생성된다. 첫
째로,  제5(a)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각  코일  패턴을  갖는  시트(1),(2)  및  (3)가  예비된다.  그때, 제
5(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트(1),(2) 및 (3)는 (도시되지 않은)접착 시트에 의해 서로 
접착된다.  그때,  제5(c)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박층  시트(1),(2)  및  (3)는  (도시되지  않은)접착 시
트에  의해  프린트  배선판(4)에  접착된다.  최종으로,  단자(1a내지  3a)  및  (1b내지  3b)는  기타의  것을 
납땜함으로써 배선판(4)의 예정된 배선 패턴(4a 내지 4d)에 접속된다. 

제  4  도에  도시된  종래의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에  있어서,  예를들어  단자(3a)  및,  배선판(4)의 배
선  패턴(4c)  사이에  거의  틈이  없다.  그래서,  단자(3a)가  전도성  페이스트(paste)에  의해  배선 패턴
에  접속되는  경우에,  접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6a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전도성 페이스트
(5)는  단자(3a)와  배선  패턴(4c)사이에  삽입된다.  그때,  단자(3a)  및  배선  패턴(4c)은  제6(b)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서로서로  접속되도록  압착된다.  그러나,  전도성  페이스트(5)는  화살표로  도시된 바
와같이 흘러나감으로써, 접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더우기,  제  4  도에  도시된  종래  기술에  있어서,  예를들어  단자(1a)와,  배선판(4)의  배선 패턴(4a)사
이에는  틈이  크다.  그래서,  페이스트  프린팅  및  그에  따른  재흐름(reflowing)을  납땜함으로써 단자
(1a)가  배선  패턴(4a)에  접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단자(1a)와   배선  패턴(4a)  사이의  접속이  납땜 
페이스트의  수축으로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  제  7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납땜  페이스트(7)는 단자
(1a)와  배선  패턴(4a)사이에  삽입된다.  재흐름이  틈이  큰  상태하에  납땜  페이스트(6)내에  수행될 시
에,  납땜  페이스트(6)는  제7(b)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단자(1a)  및  배선  패턴(4a)사이에서  분리되어 
수축된다. 

따라서,  단자(1a내지  3a)  및  (1b내지  3b)는  예를들어  수동  납땜  작업으로  배선판(4)의  예정된  배선 
패턴에  접속된다.  그러나,  수동으로  납땜을  하더라도,  납땜  페이스트는  틈이  큰  부분에서는 사용하
기가 어려워, 납땜 단계의 신뢰도를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목적은  시트의  단자와,  배선판의  예정된  배선  패턴  사이의  접속을  쉽게하는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저은  시트의  단자와  배선판의  예정된  배선  패턴  사이의  접속을  매우  확실하게 하
는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절연 기판,  리드 단자 및,  리드 단자에 접속되어,  절연 기판의 한 표면상에 형성
되는  접속  패드부를  갖는  배선판과,  절연층,  코일  패턴,  코일  패턴에  대한  한쌍의  단자  및, 절연층
상에  형성된  단자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된  접속  패드를  갖는  각각의  다수  프린트  코일  소자를 구비
하는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가  제공된다.  배선판  접속  패드부,  하나의  프린트  코일  소자상의  코일 
패턴의  단자  및,  다른  프린트  코일  소자상의  접속  패드가  인접하여  위치되고,  각각의  프린트  코일 
소자내의  코일  패턴에  대한  각각의  한단자가  함께  접속되며,  그리고  각  코일  패턴이  배선판의  리드 
단자 외부로 리드되는 식으로 프린트 코일 소자는 조합되어 배선판상에서 박층된다. 

이하,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특징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제  1  도에서,  참조번호(11),(12)  및  (13)는  코일  패턴(14)이  형성되어  각각의  양  측면상의  시트를 
표시한다.  참조번호(15)는  각  시트의  양  측면상의  코일  패턴(14)  사이의  전기  접속과,  아래에 기술
될 단자 사이의 전기 접속에 대한 관통 구멍을 표시한다. 

제  1  진(true)  단자(11a),(12b)  및  (13c)는  제각기  시트(11),(12)  및  (13)상에  형성되어,  각  코일 
패턴(14)의  한  단부에  접속된다.  마찬가지로,  제  2  진  단자(11d),(12d)(단자(12a  및  13d)는  제  1 도
에  도시되지  않음)는  제각기  시트(11),(12)  및  (13)상에  형성되어,  각  코일  패턴(14)의  다른  단부에 
접속된다.  더우기,  가상  단자(11b및  11c)는  시트(11)상에  형성되고,  코일  패턴(14)에  접속되지 않는
다.  마찬가지로,  코일  패턴(14)에  접속되지  않는  가상  단자(12a및  12c)는  시트(12)상에  형성되고, 
코일 패턴(14)에 접속되지 않는 가상 단자(13a및 13b)는 시트(13)상에 형성된다. 

모든  단자(11a내지  13d)는  빗형이고  모난  표면을  갖는다.  시트(11),(12)  및  (13)는  박층되어  서로 
접착되며,  박층된  시트는  프린트  배선판(16)에  접착된다.  전도성  재질(17)은  단자(11a및  12a)사이, 
단자(12a및  13a)  사이,  그리고  단자(13a)  및,  배선판(16)의  예정된  배선  패턴  사이에서 샌드위치됨
으로서,  각  단자와  배선  패턴을  전기적으로  접속  접속한다.  따라서,  진  단자(11a)는  가상 단자(12a
및  13a)를  통해  배선판(16)의  예정된  배선  패턴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단자(16A)외부로  리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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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단자(11b),(12b)  및  (13b)는  전도성  재질(17)에  의해  배선판(16)상의  예정된  배선 패턴
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따라서,  진  단자(12b)는  가상  단자(13b)를  통해  배선판(16)의  예정된  배선 
패턴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단자(16b)외부로  리드된다.  더우기,  단자(11c),(12c)  및  (13c)는 전도
성  재질(17)에  의해  배선판(16)의  예정된  배선  패턴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따라서,  진 단자(13c)
는  배선판(16)의  예정된  배선  패턴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단자(16)외부로  리드된다.  더우기  진 단
자(11d),(12d)  및  (13d)는  배선판(16)의  예정된  배선  패턴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단자(16D)외부로 
리드된다. 

제  1  도에 도시된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는 제2(a)도  내지 제2(d)도에 도시된 바와같은 식으로 발생
된다.  첫째로,  코일  패턴(14)이  형성되는  시트(11),(12)  및  (13)는  제2(a)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예
비된다.  이  경우에서,  코일  패턴(14)은  에칭,  빗형  에칭  및  플레이팅과,  플레이트  이동  등으로 형성
된다.  관통  구멍(15)은  요구대로  형성된다.  특히,  코일  패턴(14)이  조합된  에칭  및  플레이팅  기술로 
형성될시,  관통  구멍(15)은  플레이팅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동시에,  코일  패턴(14)은  쉽게 확
장된다.  더우기,  시트(11)의  코일  패턴(14)과  접속되지  않게  도시된  단자(11b및  11c)는  플레이팅 단
계가  종료될  때까지(도시되지  않음)시트(11)의  외부에서  단자(11a)와  잠시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그
때,  시트(11)의  접속된  외부는  시트(11)를  형성하도록  절단된다.  다른  시트(12  및  13)도  유사하게 
형성된다. 

그때,  제2(b)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전도성  페이스트(은  페이스트  및  구리  페이스트)  또는  납땜 페
이스트와  같은  전도성  재질(17)은  단자(11a내지  11d),  (12a내지  12d)  및  (13a내지  13d)상에 코드된
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도성  재질(17)은  금속  마킹등에  의해  단자의  홈내로  압착되는  식으로 코드
된다. 

그때,  제2(c)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시트(11),(12)  및  (13)와,  프린트  배선판(16)은  배치되며, 우레
탄  수지등이  에폭시  수지로  형성된(도시되지  않은)  접착  시트는  시트(13)와  배선판(16)사이에 삽입
된다.  접착  시트는  단자를  덮지  않은  형태를  가진다.  그때,  제2(d)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박층 시트

는 예를들어 30분 동안에 150℃에서 kg/cm
2
 압력에 압착된다. 

전도성  재질(17)이  전도성  페이스트인  경우에  있어서,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의  생성은  상기  단계에 
의해  완료된다.  그러나,  납땜  페이스트가  전동성  재질(17)로  이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상기  단계 다
음에 재흐름 단계가 수행된다. 

전도성  재질(17)이  상기  단계  내에서  코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단자는  예를들어  납을 담금으로
써 서로 접속된다. 

전술된  바와같은  양호한  실시예에  따르면,  각  단자(11a내지  11d),  (12a내지  12d)  및  (13a내지 13d)
는  울퉁불퉁한  표면을  갖는다.  그래서,  전도성  페이스트가  단자의  접속에  이용될  시에,  전도성 페이
스트는  단자의  홈내에  제공되어,  압착  단계에서  외부로  흐르지  않게  된다.  더우기,  전도성 페이스트
의 접촉면은 그에 의해 확장되어, 더욱 확실하게 접속된다. 

게다가,  단자(11a내지  11d),  (12a내지  12d)  및  (13a내지  13d)의  표면은  모가  나  있으며,  단자  표면 
사이의  각  틈은  크지  않다.  그래서,  납땜  페이스트가  단자의  접속에  이용될  시에,  단자의  접촉력은 
감소되지  않아,  납땜  페이스트가  용해될  시에  수축되더라도  확실하게  접속될  수  있다.  예를들면, 제
3(a)도는  재흐르기전에  납땜  페이스트이  상태를  도시한  것이며,  제3(b)도는  재흐름  후의  상태를 도
시한  것인데,  여기에서  납땜  페이스트(6)는  1/5  내지  1/10볼륨으로  수축되지만,  양호한  패턴  표면에 
접착될시에 수지 표면을 튀김으로써 단자를 확실하게 접속시킨다. 

더우기,  단자는  전도성  페이스트  또는  납땜  페이스트에  의해  자동적으로  접속됨으로써,  접속을  쉽게 
한다. 

시트(11  내지  13)상의  단자의  두  표면이  양호한  실시예에서  서로  대칭  관계로  울퉁불퉁하게 배치됨
에  불구하고,  서로  교변  관계로  배치된다.  이런  관계는  또한  시트(11  내지  13)에  적용된다.  요컨데, 
단자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들필요가 있을 뿐이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를  참조로  하여  기술되었을  시에,  본  발명의  범주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않는다.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은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되는  바와같이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본 분야의 숙련자는 다양하게 수정하고 변형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연  기판,  리드  단자  및,  리드  단자에  접속되어  상기  절연  기판의  표면상에  형성되는  접속 패드부
를  갖는  배선판과,  절연층,  코일  패턴,  코일  패턴에  대한  한쌍의  단자  및,  상기  절연층상에  형성된 
단자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된  접속  패드를  갖는  각각의  다수  프린트  코일  소자를  구비하는데,  상기 
프린트  코일  소자는  조합되고,  상기  배선판상에서  박층됨으로써,  상기  배선판의  접속  패드부, 하나
의 상기 프린트 코일 소자상의 상기 코일 패턴의 단자 및,  다른 프린트 코일 소자상의 상기 접속 패
드가  정렬되고,  각각의  상기  프린트  코일  소자내의  상기  코일  패턴에  대한  각각의  한  단자가  함께 
접속되며,  그리고 상기 각  코일 패턴이 상기 배선판의 리드 단자 외부로 리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 패턴, 상기 쌍의 패턴 및, 각각의 상기 프린트 코일 소자의 상기 접속 
패드는  상기  절연층의  양  측면  상에  구성되며,  각각의  상기  프린트  코일  소자의  상기  절연층의  양 
측면  사이의  전기적  접속은  상기  각  단자에서  전기적  전도성  관통구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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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단자 및 접속 패드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층 프린트 코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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