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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MT mounter is a kind of equipment that mounts SMD parts quickly on the printed circuit board. By using linear
motors, it is controlled with high speed and precision, which is similar to semi-conductor and display process equipment.
It is necessarily used in an assembly process of an electronic device. Mobile devices such as a mobile phone and PDA
are required to reduce mount areas due to the demands for high performance and small size. Hence, super small sized
and complex mobile devices have been develope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corresponding equipment, designs
with large sized, high speed, and multidisciplinary functions have been consistently performed. Meanwhile, a design trend
of large size and light-weight on SMT mounter causes a low natural frequency of systems and vibration problems at the
high speed operation. In this paper,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SMD mounter system were investigated through
a modal test and transmissibility test, and verified by finite element method. Also, various design improvement was
performed to avoid the resonance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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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MT(surface mount technology) 마운터는 PCB 기판

위에 반도체 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SMD

(surface mount devices, 표면 실장 소자)를 고속으로

실장하는 장비로써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공정장비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1]. 또한 핸드폰, PDA,

PMP 등 현대 전자 장치들의 조립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그 성능이 다품종 소량 생산 환경을 가지는

전자 기기 제조 산업의 수율 및 불량률을 좌우하는 필

수 장비이다. 한편 CPU, 메모리 등 반도체 패키징은

반도체의 집적능력이 급속도로 발전됨과 더불어 모바

일 기기 등 고성능, 극소형 제품의 실장 면적의 축소

요구에 의해 초소형, 복합화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다량의 마이크로급의 작은 크기의 피치(pitch)를 가지

는 극소형 부품을 PCB 기판에 실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SMT 마운터의 정밀도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형화, 고속

화, 다중화 설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

형, 경량형으로 진행되어 온 장비 설계 추세는 고유진

동수의 저하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며 이 시스템이 수율

향상을 위해 고속으로 운영될 경우 구동기에서 발생되

는 진동이 시스템의 고유진동수에 접근함으로써 큰 진

동이 발생되는 문제가 대두되어 고정밀도를 요하는 공

정 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정착 시간 증가로 수

율 향상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

비 사용자의 심리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장비의

상품적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기계 시스템의

진동 특성을 분석하여 현재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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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구조의 동특성을 목표 성능에 부합되는 서보대역

폭(servo bandwidth)까지 확보하며 고유진동수를 회피

하는 동특성을 고려한 기구설계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구동부 및 전체 시스템을 모

달 시험(modal test)을 통하여 분석하고 유한요소법

(FEM)을 이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성능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2-5]. 그러므로 기계 시스템 구조의 동특성

해석을 기초로 진동 저감을 고려한 기구설계 기법과

시스템 운영 기법, 그리고 모달 시험을 통한 문제 분석

및 이의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6]. 본 연구는 실험적 방법을 통한 기존 시스템

의 분석 및 유한요소법을 도입한 진동해석, 설계 개선

및 검증 등 다양한 단계로 연구를 수행한다.
 

2. 시스템 구조 및 분석 방법

2.1. 시스템의 구조

본 SMT 마운터는 복잡한 기계 구조물과 구동 장치

및 제어부 그리고 이를 감싸는 케이스부로 구성된 시

스템으로 그 기본 구조는 Fig. 1과 같다. 구동부는 칩

을 이송하는 칩 헤더(chip-header) 2개가 z축 이송용 서

보모터에 부착되어 있으며 이를 x, y축으로 이송하는

선형 모터(linear motor)가 각각 1개씩 부착된 구조이

다. 피더 (feeder)로 부터 공급되는 전자부품은 x, y축

으로 이송되는 칩헤더에 부착되어 비전검사 장치를 거

쳐 위치를 보정하며 PCB 기판의 정해진 위치로 고속

이송하여 부착한다.

2.2. 실험 및 해석 방법

공정에서 부착된 선형 모터 및 서보 모터는 수율 향

상을 위해서 고속으로 움직이도록 조정된 속도 프로파

일(velocity profile)에 의하여 구동된다. 따라서 시스템

의 주요 가진원은 선형 모터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이

송되는 칩 헤더가 칩을 장착, 검사, 부착 과정에서 요

구되는 급격한 가감속 과정에 기인한다. 따라서 시스템

의 주요 지지 구조인 프레임의 고유진동수 및 시스템

각 부분의 지역적인 고유진동수가 가감속 과정에서 발

생하는 가진 주파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 모달 시험을 이용하여 프레임, 커버, 모니터 등

주요 부위의 고유진동수를 파악한다. 가진원인 선형 모

터 구동부와 다른 주요 부위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

고 가진 주파수와 이때 각부에 전달되는 진동량을 측

정하여 전달비 함수를 구하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회피 및 보강 설계를 위하여 유

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모델링 하였고 진동해

석(vibration analysis)을 수행하고 이를 실험 결과와 비

교하여 검증한다.

3. 실험 및 해석 결과

3.1. 모달 시험 및 전달비 측정

3.1.1 주요 부위의 모달 시험

Fig. 2와 같이 시스템의 각부에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알기 위하여 측정부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고

충격 해머(impact hammer)를 이용하여 충격 가진함으

로써 Fig. 3과 같은 각부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각 부분의 주파수 응답 함수 및 모

드 형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의 일부분에서 국

부적으로 일어나는 지역모드(local mode)와 시스템 전

체에 동일한 고유진동수로 거동하는 전역모드(global

mode)로 구분하여 보강 대책 수립에 참조하였다. 

3.1.2 가진 주파수와 전달비 측정 실험

시스템 전체를 지지하는 프레임의 고유진동수를 측Fig. 1. The SMT mounter.



SMT 마운터 장비의 진동 분석 및 저감 55

Journal of KSDET Vol. 8, No. 4, 2009

정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또한 Fig. 4와 같이

선형 모터를 x, y 방향으로 나누어 다양한 속도로 구

동하며 이때 구동부 및 시스템 각부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고 Fig. 5와 같이 구동 시 발생하는 가속도의

시간 응답과 파워 스펙트럼(power spectrum)을 측정하

였고, 이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을 Fig. 6과 측정하여

그 영향성을 분석하였다. 시스템의 가진 주파수는 선

형 모터의 구동 속도에 비례하며 주로 낮은 주파수 대

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서보 시스템의 구동 속도 프로

파일에서 가속도가 높을수록 높은 주파수의 가진력을

가지게 된다. 구동 질량이 큰 y축이 가장 큰 진동량을

발생시키며 상대적으로 미소한 질량의 구동부를 가지

는 z축의 경우 그 진동량은 무시할 만큼 작다. 또한 가

Fig. 2. A picture of modal test.

Fig. 3. Response of monitor (x-axis).

Fig. 4. A measurement of vibrati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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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주파수와 근접하는 지역모드 및 전체 모드의 고유

진동수를 가짐으로써 진동에 취약한 구조 및 부위를

파악하였다.

3.2. 유한요소 해석

시스템은 전체 거동에 큰 영향을 주는 프레임(frame)

모델과 케이스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모델로 나누어

Fig. 7과 같이 모델링 하였으며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

는 부분은 간략화 하여 자유도를 감소시켰다. 시스템

하부에는 전원장치 등 제어와 관련된 전자 부품이 다량

으로 부착되어 있다. 이 러한 장치들은 비교적 질량이

낮아 시스템의 전체모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자

체적인 지역모드가 장착된 전자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유한 요소 모델에 간략히 적용하였다. 유

한요소 해석에 사용된 요소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진동해석용 FEM솔버 (solver)로는 MSC.NASTRAN

을 이용하였으며 전/후 처리기로는 HyperMesh를 이용

하였다.

Fig. 5. Measured acceleration of a header.
Fig. 6. Response of system (monitor).

Fig. 7. F.E Model of a SMT m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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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모터 구동부는 강체 요소를 이용하여 구동 축

방향 자유도를 자유 상태로 표현하였으며 각부의 연결

은 힌지 조건 및 고정 조건을 고려하여 간략히 표현하

였다. 또한 Fig. 8과 같이 공정에서 프레임만 조립된 형

태의 시스템에 모달 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해석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스템 강성 및 서보 대역폭에 큰

영향을 끼치는 프레임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 하였다.

해석 범위는 실험적으로 큰 전달비를 가지는 시스템

의 주파수 응답 범위인 50 Hz 이하의 고유진동수와 모

드 형상을 분석하여 결과 분석에 이용하 였다. 복잡한

구조의 시스템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모드들이 나타

나게 된다. 따라서 Fig. 8, 9와 같은 해석 결과 중 주요

모드를 모달 시험에서 측정된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

과 비교하여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3.3. 진동 특성 분석 및 대책

시스템의 질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프레임과 선

형 모터의 고유진동수가 전체 시스템을 좌우하는 전역

모드의 형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실험 결과 이는 충분

히 높은 주파수에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넓은 서보 대

역폭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공진 현상이 전체

적인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또한 선형

모터의 x, y축 중에서 부착된 거동질량(moving mass)

이 큰 y축 방향으로 큰 진동량이 전달되게 되므로 많

은 진동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프레임에 부착된 철판

구조물로 구성된 케이스 및 모니터, 커버 등이 낮은 모

드에서 지역적인 고유 진동을 일으킴으로 시스템은 전

반적으로 진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케이스 어셈블리가 프레임에 고정된 부분이 취약한 구

조를 가지고 있어서 케이스 어셈블리 전체가 연성되어

낮은 고유진동수를 가지게 되어 전역모드의 형상으로

진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때의 모드가

선형 모터의 구동 시 발생하는 가진 주파수와 일치하

는 영역이 존재함으로써 공진 현상을 유발함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각각의 모드 형상을 분석하여 큰 변위를

가지는 부분과 큰 집중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의 취약

한 연결 구조에 보강대 부착 및 고정점 보강, 구조 변

경을 통한 고유진동의 회피 방법을 시도하였다. 적용된

방법을 해석적으로 검증하여 문제가 되는 모드의 고유

진동수를 최대 17.0% 상승시켜 가진 주파수와 의 일치

를 회피하여 공진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바닥으로부터 시스템의 하부를 지지하는 지지대는 볼

조인트 타입으로 나사로 체결하는

Table 1. Summary of F.E model

Item SMT Full Model

No. of node 625,615

No. of element 1,043,710

Total D.O.F 3,753,690

Element type
2D CQUAD3, QUAD4

3D TETRA

Average mesh size 8 ~ 10 mm

Fig. 8. Modal analysis results (frame only).

Fig. 9. Modal analysis results (ful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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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다. 따라서 지지대의 구속조건에 따라 프레임

모델의 고유진동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실험적으로

검증 하였다.

4. 결 론

시스템 각 부분의 고유진동수를 모달 시험을 이용하

여 확인하였고 지역모드와 전역모드로 구분하였다. 구

동실험을 이용하여 가진 주파수 및 가진원으로 전달되

는 진동량을 측정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시스템

프레임의 고유진동수를 측정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

에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또한 실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진동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였고 가진 주파수에 인접하여 취약한

모드에 대한 보강을 지역모드와 전역모드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공진을 회피함으로써 진동에 강건한 시

스템의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향후 새로운 제품 설

계 시 동특성을 고려한 설계 방법 및 고려해야 할 주요

자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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