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근 휴 폰 등 자기기에는 0402(0.4mm✕0.2mm),

0603(0.6mm✕0.3mm)처럼 매우 작고, 얇고, 가벼운 칩들

을 사용한다[1,2].

이러한 미소칩(fine chip)을 기 (PCB) 에 실장하기

해서는 기존의 삽입실장기술(IMT)로는 어렵고, 표면

실장기술(SMT)을 사용하게 된다[3,4]. 재 표면실장기

술을 이용한 표면실장장비(SMD)는 겐트리를 사용하고

있고, 표면실장장비의 성능은 곧 생산성과 하게

련이 있다[5,6]. 따라서 이 장비의 효율을 높이기 하여

흡착을 빨리 할 수 있는 기술, 겐트리의 무게를 여 속

도를 개선하는 기술, 부품 실장 시 진공 괴를 빨리하는

기술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8]. 그러나 이들

연구의 부분은 하드웨어 인 해결 방법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해 소 트웨어 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방법은 재 운 인 이동경로보

다 더 빠른 이동경로를찾아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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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9,10]. 따라서이 경로에 맞춰 겐트리를 움직이게 함

으로써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2. 겐트리 동 방식

표면실장장비에서 겐트리는 피더(feeder)에서 미소칩

을 하나 선택(흡착)하여 기 에 가져다 놓는(실장) 역

할을 한다. 이 때 부품 흡착 시 정확히 잡혔는지 검사를

한 후 실장하게 된다[11-13]. 즉 부품 실장 과정은 ‘흡착

-> 검사 -> 실장’을 반복한다. 여기서 부품이 흡착되는

치와실장되는 치에따라 Fig. 1처럼나타낼수 있다.

Fig. 1. (sLb-Camera-pLb) type

본 논문에서는 (sLb-Camera-pLb)타입에 한 가장

빠른 이동 경로를 찾고자 한다. 재 장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카메라 앞에서 멈추어 불량 여부의 검사를

체크한다. 이 방법을 여기서는 ‘stop-motion’방법이라 칭

하고 이동 시간을 계산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moving-motion’방법은 카메라 앞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

이면서 불량 여부를 체크한다는 가정 하에 이동 시간을

계산하 다. 그결과 ‘stop-motion’방법과 ‘moving-motion’

방법의 시간 비교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

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3. (sLb-Camera-pLb) 타  동 

시간 계산

이동 시간 계산을 해 필요한 겐트리의 기계 조건

을 보면 Table 1과 같다[14].

본 논문에서는 먼 재 사용하고 있는 (stop-motion)

방법에 한 이동 시간을 (S-C)와 (C-P) 구간으로 나

어 계산한다.

Item X axis Y axis Unit

max velocity 2.0 2.0 m/sec

g acceleration 3.0 3.0 g

max acceleration 29.43 29.43 m/sec2

pick-up position -20 -150 mm

camera position 0 0 mm

place position -20 -250 mm

Table 1. Given Condition

3.1 (stop-motion)방법

이동 시간을계산하기 해 가장먼 고려해야 할사

항은 겐트리의 X축, Y축 움직임의 궤 에서 이동 거

리가 긴축을 선택하여 시간을 계산 한다. 그리고 나머지

거리가 짧은 축은 긴축의 궤 안에서 이동 궤 을 그리

게 된다[15].

3.1.1 (S-C) 간  동 시간 계산

이 구간에서 X축과 Y축의 이동 거리를 보면 X축은

0.02m, Y축은 0.15m를 이동한다. 따라서 거리가 긴 Y축

을 가지고 먼 이동 시간을 계산한다.

(S-C)구간에서 가장 먼 선택할 수 있는 흡착(v=0)

에서 카메라(v=0)까지 겐트리속도 그래 는 Fig. 2와 같

다. 이 그래 를 이용하여 시간 계산이 문제없이 되면 이

때 계산된 값을 이동 시간으로 사용할 것이며, 만일 문제

가 있어이 그래 를 사용할 수없다면 다른 그래 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Fig. 2. Velocity Graph

여기서, v: 최고속도(2m/s), s: Y축 이동거리(0.15m), j:

최 가속도(29.43m/s2), t: (S-C)이동 시간이다.

이 그래 를 사용했을 때 이동 시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s=0.15m

j=29.43m/sec2

s=t*v/2, t*v=0.3, v=j‧t

∴ t=0.143sec, v=2.104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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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진 속도(v)가 2.104로써 겐트리의 주어진 기계

한계인 최고 속도(v=2)를 넘기 때문에 이 그래 를 사용

한 시간 계산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다음으로 고려해볼

수있는 그래 는 최고속도가 2인 등속 구간이존재하는

Fig. 3과 같은 그래 이다.

Fig. 3. Modified Velocity Graph

여기서 실선 곡선은 Y축 이동 궤 , 선 곡선은 X축 이

동 궤 을나타낸다. Fig. 3의그래 를 이용한시간 계산

은 다음의 식과 같다.

x: x=j/v=29.43/2=0.068sec

y: e=s-2d=0.15-2*0.136=0.014sec

∴ t=0.143sec   

즉흡착에서 카메라까지의이동 시간은 0.143s이 된다.

3.1.2 (C-P) 간  동 시간 계산

이 방법도 카메라 앞에서의 속도가 0이기 때문에

(S-C)의 그래 가 (C-P)구간의 그래 에 향을 주지

않는다. 즉 카메라 앞에서의 속도는 0에서 출발하여 실장

시 속도 한 0으로끝난다. 따라서 (C-P)구간의이동 시

간을 계산하기 해 앞에서 사용한 Fig. 3과 같은 속도

그래 를 사용한다. 한 시간을 구하는 과정도 같은 식

을 사용하고 거리값(=250mm)만 달라진다. 결국 (C-P)구

간의이동 시간은 0.193s가된다. 따라서이 방법의 (S-P)

구간의 총 이동 시간은 0.336s가 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뮬 이션 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된 stop-motion방식의속도 그래 는 그림 4와 같다.

여기서 선으로 표시된Y축을 심으로 속도 곡선을

먼 나타내었고, 실선으로 표시된 X축 그래 는 Y축 속

선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곡선이다. Y축 그래 를 보면

기계 한계인 최 속도 2를 모두 넘지 않고 있고,

(S-C)구간에서는 카메라 앞의 속가가 0이기 때문에 0에

수렴되는 그래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C-P)구

간에서는 카메라 속도 0에서 출발하여 실장 시 속도 0에

수렴되는 그래 를 나타내고 있다. 한 (S-C)구간의 X

축 그래 는 Y축 이동에 따른 형태가 (C-P)구간에서는

0에서 시작하여–20mm가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 에

서는 아래 부분에 나타내었다.

Fig. 4. Velocity Graph  of the stop-motion method

3.2 (moving-motion)방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방법은 카메라 앞에서 멈추

지 않고 움직이면서 불량 는 정상 흡착 여부를 체크하

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 방법은 카메라 앞에서 순간속도

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인 (stop-motion)방법보다

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시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카메라 앞에서의 겐트리 속도가 0~2까지

존재한다. 여기서 겐트리 최고속도(v=2) 구간의 시간이

길수록 총 시간은 단축된다[16].

3.2.1 (S-C) 간  시간 계산

이 구간의 시간 계산을 해 사용해야할 속도 그래

는 Fig. 5와 같다. 물론여기에서도 겐트리의이동거리가

Y축이 길기 때문에 Y축을 우선으로 시간을 계산한다.

Fig. 5에서 선으로 나타낸 X축의 속도 곡선은 카메라

앞에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의 속도는 0

이다. 즉 출발(카메라 치) 속도와도착(실장) 속도모두

0이 된다.

Fig. 5. Velocity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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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 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시간(x): 0.068((v=j‧x)식 이용)

시간(y): e=s(=0.15)-d(=0.068)=0.014

∴ 시간(t)=0.109s

결과 으로 (S-C)구간의 시간은 0.109s이다.

3.2.2 (C-P) 간  시간 계산

이 구간에서 사용할 그래 는 Fig. 6과 같다. 이 그림

을 보면 Y축은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최 속도에서시작

하고, 일정 구간의 등속을 유지하다 실장 시 속도는 0이

된다. X축은 카메라 앞에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속

도 0에서 출발하여 실장 시 0으로 끝난다. 결국 속도 그

래 는Fig. 6처럼되고시간계산도이그래 를이용한다.

Fig.6. Velocity Graph

Fig. 6의 그래 를 보면 (C-P)구간의 거리만 다르지,

계산 방식은 같다.

시간(x): 0.068((v=j‧x)식 이용)

시간(y): e=s(=0.25)-d(=0.068)=0.182

∴ 시간(t)=0.159s   

결국 (S-P)구간의 총 시간은 0.268s가된다.

본논문에서개발한시뮬 이션 로그램을사용하여작

성된 moving-motion방법의 속도그래 는 그림 7과 같다.

여기서 선으로 표시된Y축을 심으로 속도 곡선을

먼 나타내었고, 실선으로 표시된 X축 그래 는 Y축 곡

선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곡선이다.

카메라 앞에서 (S-C)구간의 Y축의 속도는 겐트리의

최 속도 인 2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카메라 앞에서

의 최 속도일 때 이동 시간이 가장 짧아지기 때문이다.

한 (C-P)구간의 시작은 카메라 앞에서 속도 2가 될 것

이고 일정한 등속 구간을 가진 후 실장 속도 0로 수렴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 Velocity Graph of the moving-motion method

4. (stop-motion)방법과 (moving-motion)

방법  동 시간 분

본 논문에서는 겐트리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단하여 재 사용하고 있는

(stop-motion)방법의이동 시간을 계산하 고, 본논문에

서 제시하는 (moving-motion)방법의 이동 시간을 계산

해 보았다.

Table 2는 (stop-motion)방법과 (moving-motion)방

법의이동시간을비교하여나타내고있다. (moving-motion)

방법이 (S-C)구간에서 34µsec, (C-P)구간에서도 34µsec

단축되어 (S-P)구간의 총 시간이 68µsec만큼 단축된 것

을 알 수 있다. 결국 20%만큼의 시간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mode
(S-C)
(µsec)

(C-P)
(µsec)

total
(µsec)

ratio

Velocity of C
position

X axis Y axis

stop 143 193 336 - 0.00 0.00

moving 109 159 268 20% 0.00 2.00

Table 2. Comparison Table of stop-motion, 

moving-motion

5. 결론

표면실장기술을 이용한 표면실장장비의 생산성을 높

이기 해서 겐트리 자체의 무게를 여 빨리 움직이도

록개선하면겐트리속도의증가로생산성을높일수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인 방법으로 생산

성을 높이고자 가장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겐트리

의 이동 경로를 찾아 시간을 계산해보았다. 방법은 기존

겐트리의 이동 경로에 따른 시간을 구하고,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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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방법으로 이동경로의 시간을 구하여 비교하 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20%의

시간 단축이 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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