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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그마 기법을 이용한 고속자동피치가변장치 메커니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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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gh speed automated pitch variation unit (HAPU) related to semiconductor category sorting movement of the test
handler system was developed. In the design process, ‘DMADOV’ step of 6-Sigma method has been applied. The design
result for the desirable pitch variation was a 3:1 reduction rack-pinion and a linkage which are operated by servomotors.
The realization and reliability of the mechanism was obtained at the design stage by FEM analysis, and by robust design
using Taguchi orthogonal array against weight and deformation. Finally, the validity of the high speed variation mechanism
was confirmed via inspection using a high speed camera while performing pitch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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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 크게 주검사장비와 반도체의 접촉방향에 따라 수평
식과 수직식으로 분류 되고 있으며, 국산화율은 다른
반도체 공정장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주검사장비의 발달 및 각종 공정개선으로 인하
여 검사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테스트 핸들러의
반도체 공급, 분류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생산성 향상과 검사비용 절감을 위해 한 번에 많
은 양의 반도체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도체를
동시에 검사 처리하는 단위인 Para(Parallel)를 확장하
거나 분류 관련 유닛의 고속동작을 통해서 효율을 높
이고 있다. 여기에서 Para의 확장은 장비성능 향상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테스트 핸들러의
세대가 바뀌는 기준이 되는데, Para 확장이 되기 위해
서는 주검사장비가 확장되는 Para 만큼 추가적으로 검
사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개발비용
및 기간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
라서, 핵심 구동기기의 동작 최적화 및 고속구동을 통
하여 설비의 성능향상을 높이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동
작의 최적화는 반도체와 각종 자재들간의 배치관계를

반도체 제조공정 중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하는 최종
검사공정은 해당 반도체가 가진 고유의 외관과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분리 진행 되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기적 특성검
사는 해당 반도체가 가진 고유의 전기적 특성이 사양
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주검사장비
와 테스트 핸들러라는 장비에 의하여 수행 된다.
반도체를 전기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주검사장비에
의하여 일정한 검사시간(Test time)이 요구되고, 검사결
과에 따라 반도체의 등급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테스트 핸들러는 외관검사를 마친 반도체
를 주검사장비로 공급해주고, 전기적 특성 검사가 끝나
면 결과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분류해주는 자동화
설비이다. 현재 테스트 핸들러의 구성형태는 구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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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최소동작으로 최대 정렬 효율이 나오도록 하
여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런 방법은 Kim[1]의 연
구와 같이 반도체의 정렬 알고리즘(Category sorting
algorithm) 개선으로 좋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설비
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정렬 알고리즘이나
자재들의 배치에 대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고속구동
은 반도체를 픽업하거나 각종 자재들을 이송시켜주는
장치들이 최대한 빠르게 구동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식
으로써 핸들러 성능을 향상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본 논문은 테스트 핸들러 장비상에서 반도체 정렬에
관련된 고속구동을 수행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고속피
치자동가변기기의 메커니즘 설계를 연구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메커니즘 개
발방식에 6시그마 기법 중 개발부분단계인 DMADOV
[2]를 적용하였다.
상세 설계에서는 개발 과정상 발생될 수 있는 시행
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
을 통해 설계 평가를 실시하였고, 동일 형상으로 다량
배치되는 기구물에 대해서는 다구찌 직교배열표를
(Taguchi orthogonal array) 사용하여 무게와 변형에 대
한 강건 설계를 진행하여 메커니즘의 최적화를 수행하
였다.

2. 본

론

2.1. 설계 목표 정의
고속자동피치가변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
여 6-시그마기법을 도입하였다. 6-시그마 기법은 제품
이나 서비스 중 불량품이나 에러 발생률을 100만개 당
3.4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전사적 품질 혁
신 활동으로, 품질 경쟁력 확보라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혁신 기법이다.
고속자동피치가변장치의 메커니즘 설계를 위해서 목
표성능요청에 대한 품질특성(Critical To Quality)을 분
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
여 피치가변장치에 대한 성능요청사항을 정리하고 이
Table 1. 성능 요청사항
성능요청사항
. 동작 시간 최소화
. Vision과 연동된
자동 대응 확보능력
. 동작의 신뢰성
. 간결한 제어 시스템

잠재 품질특성
. 가변 동작시간 단축
. 신개념의 동작 구성
. 제품 연동 가변 자동화
. 기구구조물 안정성확보
. 구동상의 신뢰성 확보
. 구동상의 정밀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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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잠재 품질특성을 도출하였다(Table 1).
잠재품질특성 분석결과 자동화된 ‘피치가변기의 동
작시간단축’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핵심인자로 분
석되어 본 연구에서는 메커니즘 설계의 최종 목표로
선택하였다.
2.2. 측정시스템 분석 및 현수준 파악
정확한 현수준 분석을 위해 설계 목표인 피치가변시
간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할 측정 시스템은 테스터 핸
들러 장비내의 제어용 S/W로써 기구물의 물리적 이동을
센서로부터 피드백 신호를 받아 MFC의 ‘GetTickCount’
함수에 의해 동작시간을 판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분
해능=1 ms). 따라서 상기 측정시스템은 동일한 물리적
이동 정보를 입력 받으면 항상 동일한 타이머 동작에
의하여 결과를 합산/출력하며 평가시간은 1/100초 이
상만 유효한 값으로 취합하므로 측정 시스템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현수준 분석은 기존 설비의 피치가변구조에 대한 동
작시간을 분석한 것으로 설계 목표에 대하여 공통된
관리지표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그마(σ)수준을 도입하
였고 이를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정능력분석을 실시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정능력분석결과 기존설비의 가변시간은 평균
0.37s였으며 개발목표를 절반수준인 0.2s 이내로 잡았
을 때 각각 -0.74σ와 5.4σ 수준으로 나타났다(Fig. 1).

Fig. 1. Process Capability Analysis.

2.3. 가변 메커니즘 설계안 도출
기존의 가변장치는 공압실린더를 이용하여 링크 기
구물 또는 캠곡선을 이용해 가변을 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가변피치가 바뀌면 교체부품이 발생되고 공압
요소에 의한 가변이므로 가변 신호에 대한 지연시간이
존재하여 가변시간 단축이 어렵게 되었다. 또한 캠곡선
은 한정된 직선 구동체의 행정거리 구간 내에 형성되
어지므로 피치가변의 폭 변화가 심하면 캠 곡선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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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워져 가공성과 경제성이 낮아지는 문제점가 존
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가변장치에 대한
가변 메커니즘의 기능분석도를 제시하였다(Fig. 2).

Fig. 2. 메커니즘 기능분석도(As is).

기능분석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설계를 위하여 가변
을 수행하는 기구장치들의 기구학적 메커니즘을 분석
하여 가변구조의 최적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따라서 피치가변에 대한 변수 정의 및 이를 구동하
기 위한 최소의 구동 모터수량과 수학적 메커니즘 연
동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이어그램으로 정의하였다
(Fig. 3).

Even : [P1,P3,P5,P7]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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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치가변의 고속, 자동화를 위하여 동작 구동체에
서보모터를 적용하여 구동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였으나,
가변에 대한 구체적인 구동 메커니즘을 창출하기 위하
여 동작에 필요한 물리적인 메커니즘 구성 정의를 실
시하였다.
홀수피치 구동은 회전구동 모터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을 갖는 움직임이 필요하므로 피치 중심부에 회전축을
배치한 구조의 3:1 감속 랙-피니언 기어 메커니즘 구조
를 고안하였다(Fig. 4).
짝수피치 구동은 홀수피치에 대한 상대운동으로 정
의되므로 홀수축에 고정된 상태에서 모터의 회전운동
을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좌우가 가변되는 형태를 갖는
업다운 링크세트의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Fig. 5).

Fig. 4. 3:1감속 랙-피니언 메커니즘 구조.

Fig. 3. 가변 변수 다이어그램.

가변변수 x와 y, z에 대하여 P1을 기준으로 각각 정
리를 하면 식(1), (2)이며, 여기서 z∋x 조건을 부여하
면 홀수항을 기준으로 만족하는 단일식이 되어 식(2)는
짝수피치항의 변위방정식이 된다.
Pnx = P(n-1)x + x [n = 2,4,6,8]

(1)

Pny = P(n-1)y + z [n = 2,4,6,8 ]

(2)

가변변수 x, y에 대해 중심에 대한 이동으로 바꾸어
홀수피치관계식을 전개한 후, y∋x 조건을 부여하면
식(3)은 홀수피치항의 변위방정식이 된다.
Pny = f(Pnx) [n = 1,3,5,7] 

(3)

서보모터는 x, y 변수구동용 1개와 z 변수구동용 1
개 총 2개로 구성되어 지며, 식(2), (3) 피치가변구조물
설계를 위한 식으로 표현하면 식(4), (5)와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구동 메커니즘을 설계한다.
Odd : P3x_y(P5x_y) : P1x_y(P7x_y) = 1 : 3 

(4)

Fig. 5. 업다운 링크 메커니즘 구조.

2.4. 가변 메커니즘 설계
본 항목에서는 주어진 공간 내에서 설계 요소들의 상
세설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핵심기능요소인 3:1 감속 랙
-피니언 기어요소와 다수가 배치되는 링크물의 설계를
실시한다. 추가로 설계단계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기어 치형 및 링크에 대해 상용 유한요소 소프트
웨어인 ANSYS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2.4.1 3:1 감속 랙-피니언 기어부 설계
기어장치는 인벌류트 치형에 압력각20도의 스퍼기
어를 기본형으로 정의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Journal of KSDET Vol. 7, No. 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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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어의 잇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구동가능한 언
더컷방지 최소 잇수는 식(6)과 설계 제약사항에 의하여
Z=30ea로 산정하였다.

2hr
2
- = -----------Z1 ≥ ---------------2
2
msin α sin α

(6)

이(齒)의 굽힘강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ewis’ Fomula[3]를 적용하여 식(7)과 같이
기어의 모듈을 산정한다.

2QAh
2Tm
m = ------------------ = -----------------Z1yBπk
Z1yBπk

이드 모듈[5]의 변형으로 간략화될 수 있다(Fig. 7).
기구학적으로 x, ψ 2자유도를 갖는 구조로 되어 있
으므로 상기 운동을 변위변수 y에 대하여 x를 정리하
면 식(9)이며 본 가변장치에서의 링크구동에 대한 변위
방정식이다.
y = 2r(1 – cos (sin−1x/2r))

 (9)

(7)

y는 치형계수로 식(8)과 같은 근사식을 이용한다.

0.192
y = 0.154−------------Z

(8)

설계 파라메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기어의 모듈
은 m = 0.38이다(Table 2).
Table 2. Gear Design Parameter
Item

Tm

Value

0.32 N/m

Z1

y

30 0.1476

B

k

5mm

6.5 kgf/mm2

따라서 KS규격에 부합하는 모듈 0.5를 선정한다.
그러나, Lee[4]의 연구에 의하면 Lewis’ Fomula에
대한 근사의 한계성을 밝힌 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어 구동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Jam 발생시 기어의
치형에 발생되는 응력분포에 대해 ANSYS를 사용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신뢰성 확인 결과 기어의 치형에 부과되는 등가응력
은 1.384E+7 Pa로서 안전율이 15 이상으로 해석 되었
다(Fig. 6).

Fig. 7. (a) Linkage Diagram (b) Constraint status.

링크세트는 총 4개의 소형 링크부에 의하여 구성되
며 공간의 협소성에 의하여 전체 링크의 길이와 높이
는 각각 40 mm, 10 mm로 제한된다. 따라서 좁은 공간
내에서도 고속 구동시 충분한 강성을 갖는 링크의 최
적 형상 설계를 하기 위하여 적은 실험 회수로 강건한
설계인자를 얻을 수 있는 다구찌 실험계획법[6]을 적용
하여 링크의 형상 최적화를 수행한다. 최적화 작업은
ANSYS를 이용하여 주요 설계인자인 링크의 변형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중량 대비 변형이 적은 링크 구조
를 설계한다. 목표 특성치는 망소특성을 적용하였으며
SN ratio는 식(10)과 같다.

⎛1 n 2⎞
SNratio = −10log⎜--- ∑ yt ⎟
⎝n i = 1 ⎠

(10)

설계변수에 대한 최적화 실험은 3인자 2수준으로
L4(23)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였다(Table 3).
직교배열표에 따라 링크의 변형과 무게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설계 변수 L1의 수준에 따라 링크 변형의
Table 3. L4(23) Orthogonal Array

Fig. 6. (a) Mesh Generation (b) FEM Simulation (Von
Mises Stress).

2.4.2 링크부 강건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링크의 구동개념은 크랭크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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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1

L2

L3

Weight (gf) Deformation (mm)

1

1

1

1

22.0

0.026

2

1

2

2

22.4

0.025

3

2

1

2

28.8

0.012

4

2

2

1

29.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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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esign factors for optimization.

Fig. 11. Design Result (3D Modeling).

연결하여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1).
Fig. 9. (a) S/N ratio for Deformation (b) Means data for
weight.

변화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Fig. 9).
링크의 변형과 무게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 변수를 찾기 위하여 L2와 L3를 각각 5와 1.4로
고정시키고 L1의 변화에 따른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한
결과 L1 인자는 변형과 무게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설계인자를 L1=8, L2=5, L3=2.4로
최적화하여 해석을 실시 한 결과 변형과 무게는 각각
0.022 mm, 23.7 gf 이었다. 이것은 L11 수준 대비 7%
무게 증가가 있었으나 변형이 15% 이상 감소 된 수준
이다(Fig. 10).

3. 실

험

3.1. 실험 방식
개발된 고속자동피치가변장치의 구동 액츄에이터는
50w의 서보모터를 사용하였으며, 성능을 비교하기 위
하여 테스트 핸들러의 헤드유닛에 적용하여 C-tray와
T-tray간의 피치가변시간과 가변폭에 대한 정밀도를 평
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3.2. 실험 결과 및 고찰
실험은 5회를 반복하여 가변시간 거리를 측정하였
다. 결과는 평균 0.15s이었으며, 위치정밀도는 Max
± 0.1 mm 이내에 들어왔다(Table 4).
Table 4. 고속가변장치 실험 결과

Fig. 10. FEM Simulation (L1=8 mm).

실제 링크 시스템은 롤러와 레일간의 원활한 구동을
위하여 공차에 의한 틈새가(Clearance) 존재하므로 최
적화된 값에 의한 변형량은 롤러 플레이트의 최소 공
차보다도 작은 수준이므로 링크부의 최적 설계를 마
친다.
아래에 고속자동피치가변장치 상세설계결과가 그림
으로 나타나 있다. 해당 구동체에는 액츄에이터를 추가

변수

목표피치

가변결과

x

15.16

15.10

y

50.00

49.94

z

15.16

15.22

가변소요시간(평균)
0.15s
(연속동작시간)

피치가변 메커니즘분석결과 설계목표인 0.2s 보다
40%나 빠른 0.15s(max 0.12s) 이하대로 동작이 구현되
었으며 시그마수준으로 환산하면 7.2σ수준이다. 가변
정밀도는 ± 0.1 mm 이하대로 나타나 고속자동피치가
변기기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의 유효성을 입증하
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동작과 고신뢰성을 지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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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고속자동피치가변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하였다.
첫째, 메커니즘 개발 및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6-시
그마기법 중 개발부분단계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설계
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발굴된 메커니즘 컨셉의 최적안 도출 및 실제
물리적 공간상에 설치될 요소들을 위하여 이론적 모델
을 세우고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
행하여 기구물의 설계를 평가하였다.
셋째, 링크부와 같이 강건설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
해서는 다구찌 실험계획을 이용하여 설계인자를 최적
화 하였다.
넷째, 시제품 제작 후 성능평가 실험결과 0.15s 이내
에서 피치의 넓힘/좁힘 가변동작이 원활하게 구동되었
으며 각 피치간의 위치정밀도도 목표수준인 ±0.1 mm
이내로 수렴하여 효과적인 고속/정밀 가변 메커니즘임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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