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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럽,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선진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의 시험을 거쳐 충격계수의 시험결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를 설계할 때 이를 적용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체의 실정으로는 실제 구조물이 받는 
여러 가지 동적인 외력에 의한 영향을 시험을 통해 충격계수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진업
체에서 제공하는 충격계수를 활용하여 장비를 설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NX/NASTRAN을 
이용하여 반도체 검사 장비인 PCB Handler의 정하중해석과 충격하중에 대한 과도응답 해석을 진행하고, 변위 결과를 비교
하는 방법으로 충격계수를 산출하였다. 충격계수 산출 방법은 일본 구조 구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PCB Handler가 검사를 위해 급출발 또는 급정지 시 충격계수는 1.27로 산출되었다. 해석으로 얻어낸 충격계수는 향후 
장비의 구조개선과 기존장비를 기반으로 제품 개발 시 사용할 수 있어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충격 하중, 충격 계수, 과도 응답, 유한요소해석, 스트레인 게이지 시험
Abstract  Europe, the US and Japan have acquired test results on impact coefficient for a long time and 
applied it to equipment design to secure safety of structures. However, Korean enterprises use the impact factor 
held by advanced business to design equipment a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obtain it through tests. In this 
paper, NX/NASTRAN, was used to perform static load analysis and impact load analysis of a PCB Handler,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and the result was employed to study how to calculate the impact coefficient 
with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he calculation method was applied to the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and the impact coefficient of the PCB handler was calculated as 1.27 for the sudden start or stop. The impact 
coefficient generated by the analysis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industry as it can be used 
to improve the equipment structure and develop on existing equip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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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산업기술의발달로많은구조물들이자동화되고

다양해지면서동적외력을고려하는연구가많아지고있

다. [1,2] 일찍이건설장비등과같이겉으로동적인움직

임이 눈에 보이며 안전사고에 노출된 장비의 경우 동적

인 외력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였으며[3,4,5], 유한요소해

석 프로그램이 상용화 되면서 미세한 진동에도 큰 영향

을받는반도체분야등여러분야에서도설계시동적인

외력을 고려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6,7]. 특히 반도체 검

사장비는검사헤드가검사(촬영)를 위해 이동하면서급

출발급정지를 하게되고이는구조물에충격하중을유

발하여상이흔들려검사품질을저하시키게된다[8]. 반

도체검사장비의검사품질향상을위해검사헤드는점

점무거워지고있으나검사효율을높이기위해검사속

도는줄일수없어진동의영향이커지는문제가발생한

다[9]. 이와같이충격등의동적인외력의영향을고려하

기위해건설장비분야에서는유럽, 미국을비롯한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랜 기간을 거쳐 충격계수(Impact

Coefficient)의 시험결과를 보유하고 있다[10].

질량이 등속도로 이동을 하다가 급정지 하면 충격하

중이 발생하게 된다. 기계 설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

하중에 계수를 곱해서 마치 이 크기의 정하중이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급한다. 이 계수를 충격계수

또는동하중계수라부른다[11]. 그러나실제구조물이받

는 동적인 외력을 모두 적용하여 시험을 통해 충격계수

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국내 산업체의 실정으로

는선진업체에서제공하는충격계수를대부분활용하고

있으며이마저도반도체분야에서는구조의동적외력에

대한안전성을뒷받침해줄충격계수와같은자료는전무

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반도체 장비에 이를 적용하여 시

제품 생산 전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맞는

충격계수를확보하는방법을연구하였다. 먼저유한요소

해석의정확도를검증하기위해외팔보에대한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 시험과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오차

율을 확인해 보았다. 또한, 실 사례로 반도체 검사 장비

종류인 PCB Handler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으로 정

하중을받을때의최대변위결과와충격하중을받을때

의 최대 변위결과를 비교하여 충격계수를 구하였다. 충

격하중은 검사장비가 급출발 또는 급정지 시 발생하는

충격력을 이용하였으며, 이 충격계수는 향후 구조변경

혹은 유사장비 개발 시 충격에 의한 검사장비의 변위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충격이 예상되는 구조물의 충격계수를 설계과

정에서확인하고설계변경시확인하여구조물의과설

계를방지하고안전성이확보된장비를개발하는데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유한요소
해석의 신뢰성 검증 
시험에사용한외팔보는 [Fig. 1]과 같이길이 700mm,

두께 1.5mm이며내부는비어있는구조이다. 스트레인게

이지 부착위치는 바이스(Vise)로 고정한 부분에서

100mm떨어진곳이며, 최대인장변형률방향인 X축방

향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Fig. 1] Cantilever beam used strain gage test

시험과 해석은 정하중 해석과 충격하중을 이용한 동

적해석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외팔보의 끝 부분에 1kg

과 2kg 두 가지무게추를줄에매다는방법으로정하중

을 가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외팔보의 재질은 Stainless

Steel로 기계적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12].

Steel
Modulus of Elasticity 210GPa
Poisson's Ratio 0.28
Yield Stress 206MPa

Structural Damping
Coefficient

0.05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tainless steel

먼저 2kg의 무게 추를 정하중으로 가한 경우의 스트

레인게이지시험결과와동일한외력을적용하였을때의

유한요소해석결과를 비교해보았다. [Fig. 2]는 2kg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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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하중 상태의 유한요소해석 결과이며, <Table

2>에 상세 결과를 명시하였다.

85.04

[Fig. 2] Strain results of FEA using 2kg static load 

Test Result FEA Result Error Rate

2kg 86.1 85.04 1.2%

<Table 2> Comparison of FEA results and test result 
using static load

정하중일 때의 유한요소해석결과와 스트레인 게이지

해석결과를비교한결과오차율은 2%이내로두결과가

동일하다고판단할수있다. 따라서유한요소해석만으로

도실제시험과동일한결과를내기때문에유한요소해

석이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충격하중의 경우 2kg 무게 추를 일정 높이에서 떨어

뜨려 [Fig. 3]과 같은 하중을 적용하였다. 스트레인 게이

지 시험 시발생할 수있는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5번

의 시험을 통해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Fig. 4]는 2kg의

무게추를이용하였을때의스트레인게이지시험결과이

며 [Fig. 5]는 동일한 충격하중을 인가하였을 때의 유한

요소해석결과를나타낸다. 상세결과는 <Table 3>에정

리하였다.

[Fig. 3] Impact load applied to strain-gage test

Peak1 Peak2
Peak3

Peak4

[Fig. 4] Test results using 2kg impact load

Peak1 Peak2
Peak3 Peak4

[Fig. 5] FEA results using 2kg impact load

오차율은 Peak 1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다. 무게 추를

손으로 떨어뜨릴 때 이중 충격이 발생하여 Peak 1은 오

차율이크게나타났으나 Peak 2 이후 오차율은 2%이내

로 충격하중을 이용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Peak 1 Peak 2 Peak 3 Peak 4

2kg

Test Result 218.71 211.37 169.8 141.36

FEA Result 249.3 205.8 169.5 143.6

Error Rate 14% 2% 0% 0%

<Table 3> Comparison of FEA results and test result 
using 2kg impact load

3. 반도체 장비를 이용한 유한요소 해석
3.1 유한요소해석 모델
해석에 사용한 PCB Handler는 PCB의 납땜 불량, 회

로결선여부등의다양한검사를진행함에있어 PCB를

장비에 공급해주고 검사 결과에 따라 PCB를 분류한 뒤

매거진(Magazine)에 적재하는 자동화 기기이다. PCB

Handler의 구성은 [Fig. 6]과 같다. 무빙 파트(Moving

Part)의 피커(Picker) PCB를 들고 이송 및 검사를 위해

레일 축을 따라 이동하다 급정지, 급출발 하면 충격하중

F(t)를 받게 된다.

F(t)

[Fig. 6] PCB H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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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전체적으로 Aluminum 6061로 이루어져 있

으며, PCB를 들고 운반하는 무빙파트의 커버(Cover)는

SUS 304로이루어져있다. 해석에사용한재질의기계적

물성치는 <Table 4>와 같다[13,14].

Aluminum 6061 SUS 304

Modulus of Elasticity 72GPa 210GPa

Poisson's Ratio 0.320 0.288

Yield Stress 245MPa 138MPa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SUS 304 and AL6061

3.2 경계조건 및 외력조건
PCB Handler의 경계조건은 [Fig. 7]과 같이지면과닿

는 부분인 11개의 지지대의 부분을 완전구속 시켰으며

내부의 전장품 등 해석에 불필요 하지만 무게가 무거운

부품은질점으로표현하여중력가속도 9.81 수직방

향으로 적용하였다.

[Fig. 7] Boundary condition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검사 시 PCB를 운반하게 되는

Picker가 급출발및급정지시발생되는충격하중에의해

발생되는 변위결과를 이용하여 충격계수를 도출하게 되

므로 충격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충격량은 운동량

의 변화량으로 식 (1) 같은 관계를 갖는다.

  ∆  ∆










  충격량
  충격력
  시간
  질량
  속도

(1)

PCB Handler의 무빙파트는 총 2개로 개당 6kg으로

축방향(X방향)을 따라 운동 하며, 최대 속도는 1m/s, 가

감속도는 49이다. 따라서충격력은뉴턴의운동법

칙에 의해 588N이 되며, 각각을 활용하면 식 (2)와 같이

∆를 산출할 수 있다.

∙   ∙∆ (2)

∆  sec 

앞서 산출한 충격력과 충격력이 작용하는 시간을 그

림으로 표현하면 [Fig. 8]과 같다. 이와 같이 아주 짧은

시간에발생하는충격하중에대한응답을고려하는해석

을 과도응답해석(Transient Response Analysis)이라고

하며 이를 두 개의 무빙파트의 무게 중심에 이동방향인

X축 방향으로 적용하였다[15].

[Fig. 8] Impact load of PCB handler

3.3 정하중해석 결과
PCB를 운반하는 무빙파트의 충격력(588N)을 정하중

으로고려하여해석하였다. 정하중해석결과는최대변위

는 X축 방향에서 발생하며, PCB판이 위치하는 정 중앙

에서의 변위는 [Fig. 9]와 같이 61로 확인되었다.

61

[Fig. 9] FEA results using static load

3.4 고유진동수해석결과
과도응답해석에서 모드합성법을 사용하기 위해 유진

동수와 모드형상을 확인해 보았다. 모드합성법은 식 (3)

과 같이동적응답을고려할때고유진동수와모드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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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방법이다[16]. 고유진동수해석결과초기 10번

째 모드까지 고유진동수는 <Table 5>와 같다. 그 중 네

번째고유진동수까지의모드형상을 [Fig. 10]에나타내었다.


  

∞


  sin 












 
 초기조건으로구할수있는상수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3)

1st Mode Shape 2nd Mode Shape

3rd Mode Shape 4th Mode Shape

[Fig. 10] Mode Shape of PCB Handler

Mode 1st 2nd 3rd 4th 5th
Frequency
[Hz]

10.38 16.85 25.25 27.83 30.88

Mode 6th 7th 8th 9th 10th
Frequency
[Hz]

40.32 41.78 43.25 48.34 52.46

<Table 5> Natural frequencies to 10th modes

3.5 과도응답해석 결과

77.69

[Fig. 11] Transient response results of PCB Handler

앞서구한고유진동수와모드형상을이용하여충격에

의한과도응답해석을진행하였다. 가진력은 3.2에서도출

한 충격하중을 사용하였으며([Fig. 8]참고), 변위는 정하

중해석결과와동일한위치를비교하였다. 과도응답해석

결과는 [Fig. 11]과 같으며 X축 방향의 최대변위는 PCB

판의 중심에서 77.69가 발생하였다.

4. 충격계수 산출
유한요소해석을이용하여 PCB를운반하다급출발또

는 급정지 시 발생하는 충격에 의한 변위결과를 이용하

여반도체검사장비인 PCB Handler의 충격계수를계산

하였다. 정하중해석결과 PCB판의중심에서측정된 X축

방향의 최대 변위는 61로 나타났으며, 과도응답해석

결과 X축방향의최대변위는 77.69로나타났다. 충격

계수 식 (4)을 이용하면 1.27의 충격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17].

 정하중시최대변위
충격하중시최대변위





 

(4)

이렇게 과도응답 해석을 통해 구한 충격계수를 이용

하면 향후 장비의 구조 변경 또는 유사 장비 개발 시 시

제품 생산 전 유한요소해석에 정하중에 충격 계수를 곱

하여 적용하면 충격에 대한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해 PCB Handler

의 정하중해석과충격하중해석을진행한뒤각각의결과

를 활용하여 충격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정하중만고려하여구조를설계하면충격하중이적

용시예상치못한 곳에서변형이나파손이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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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충격계수를 도출하는 방안을

활용하면 오랜 기간을 거쳐 충격계수의 시험결과

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선진 업계와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

3. 충격계수를 사용하면 향후 장비의 구조변경 또는

유사장비 개발 시 사용하여 복잡하고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도응답해석 대신 간단하고 계산

시간이 짧은 정하중해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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