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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 있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은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생활 필수품으로 최근 소비자의 트
랜드가 더 작고, 가벼우면서고 그 기능은 극대화한 상품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메모리, 
CPU 와 같은 소자들이 점점 소형화되고 집적화하기 위해 
적층형 소자 즉 MLCC 의 등장으로 인해 초경량 제품을 생
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자동차등의 수송기

계와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공작기계등은 날이 갈수록 기능

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시스템의 전
용보드화 및 컴팩트화하기 위해 MLCC 의 적용이 증가됨에 
따라 시장 전반에 걸쳐 MLCC 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에 따라 MLCC 생산관련 업체에서 제조기술 및 생산기술의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LCC 생산공정 중 후공정에 속하는 칩을 절단하고 나서 
2 차 소성을 하기 위해 소성판에 칩을 정렬하는데 있어 기
존 수작업방식에서 칩 정렬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발된 장치를 실제 생산공정 적용을 위해 실용

성에 대한 성능검증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정렬 자동화 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는 2 차 소성을 위한 MLCC 를 정렬하기 위

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소
재를 공급하는 공급부, 공급된 소재의 공급량을 검사하기 
위한 중량측정부, 공급부에서 공급된 소재를 중량측정부로 
이송하기 위한 컨베이어장치, 소재를 이송하면서 정렬하기 
위한 정렬부, 정렬된 소재를 이송하기 위해 1 차로 정렬하

는 정렬부 및 컨베이어 벨트 도피부, 정렬된 소재를 소성

판으로 이송시키기 위한 트랜스퍼부로 구성된다.  
개발된 정렬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존 정렬장치에

비해 한 대의 설비에서 2~3 종의 MLCC 의 적용이 가능하

고 현재까지 수작업에 의존하던 하나의 소성판에 2~3 개의 
구역으로 분할 정렬이 가능하며, 작업조건에 따라 공급되

는 소재의 공급량을 제어할 수 있어 작업 횟수별로 정렬되

는 소재의 수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Fig. 
1 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렬장치를 나타내었다.  

 

 
Fig. 1 Photograph of experimental equipment 

 

Table 1 Specification 
 

Items Specifications 

Cycle time  - 1unit cycle time : 30~40 sec/1 cycle 

전원/공압 - AC 220 (단상 60Hz) / 4~6 kgf/㎠ 

Hopper  - SUS304 (#400),  좌우대칭 2 개소 

Conveyor  - Servo motor (100W 2 개) :속도제어:1 속, 2 속, 3 속 

Load cell  - Conveyor 와 연동하여 설정값 개량 

Linear feeder  - 경사면 낙차속도에 의한 정렬방식 
 - Linear feeder (PEF-150AG(PFC-1200A) 

수동 Gate  - 다품종 소재 대응 (모델변경시 사용자가 설정) 

이송도피부
 - Servo motor (100w 2 개) 
 - Conveyor 좌우 이송을 위한 리니어적용 

정렬 Robot - 직교로봇 Max speed (500mm/sec 2axis) 
- 칩 적층 제거 및 비산 방지 장치 적용 

 
 

3.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및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정렬장치에 대한 성능검증을 위

한 기초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소재를 적용하여 그 실용성 검증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용성 검증을 위한 실험에 사용된 MLCC 는 3216(1.2t), 
2012, 소성전 칩인 3818 규격의 MLCC 를 적용하여 각 모델

별로 10 회 실험을 통해 정렬된 칩의 중량, 수량과 소성판

의 정렬면적대비 정렬비율과 10 회 실험 평균값에 대한 각 
실험 횟수별 중량과 수량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MLCC 각 모델별로 정렬된 칩의 수량 
및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AS 사의 MW-200 모델의 전
자저울을 사용하였다. Table 2 에는 실험에 적용된 MLCC 모

델별 사양을 나타내었고, Table 3 에는 소성판 정렬면적(가로 
20cm, 세로 12cm)에 대한 기준값을 나타내었다.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MLCC specification) 

 
Items Conditions 

Model 3216(1.2t) 2012 3818 
Size (LWH 3.2＊1.6＊1.2 2.0＊1.2＊1.2 3.8＊1.8＊1.8
Area (㎠/ea) 0.0512 0.024 0.069 

MLCC 

Weight (g/ea) 0.034 0.016 0.045 
Cycle time 37sec / 1 cycle time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Alignment area) 

 
Quantity (ea) Weight (g)              Alignment area 

MLCC 100% 90% 100% 90% 
3216 (1.2t) 4,688 4,219 159.38 143.44

2012 10,000 9,000 160.00 144.00
3818 3,428 3,089 154.46 139.02

   
4. MLCC 모델별 정렬결과분석 및 고찰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개발된 정렬장치로 MLCC 각 
모델별로 실험횟수별 소성판에 정렬되는 칩의 수량과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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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에 대한 결과를 Table 4 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각 모델별 10 회 실험결과에 대한 평균 정렬수량 
및 정렬밀도는 3216(1.2t)은 정렬수량 4,453 개, 정렬밀도 
95%이고 2012 는 정렬수량 8,853 개, 정렬밀도 88.5%이고 
3818(소성전)의 정렬수량 3,119 개, 정렬밀도는 90.8%로 정
렬되어 기존 수작업 공정의 평균 80%보다 정렬밀도가 높
으면서도 칩의 적층 및 수직 배치율이 0.01%이하로 정렬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Experiment resultant analysis 
 

3216(1.2t) 2012 3818 Class 
 
Test Quantity Density Quantity Density Quantity Density

1 4,439 94.7 8,829 88.3 3,098 90.3 

2 4,491 95.8 8,843 88.4 3,122 91.0 

3 4,439 94.7 8,858 88.6 3,106 90.5 

4 4,467 95.3 8,877 88.8 3,127 91.1 

5 4,456 95.1 8,863 88.6 3,132 91.3 

6 4,490 95.8 8,918 89.2 3,137 91.4 

7 4,424 94.4 8,745 87.5 31,16 90.8 

8 4,482 95.6 8,860 88.6 3,102 90.4 

9 4,433 94.6 8,878 88.8 3,161 92.1 

10 4,409 94.1 8,856 88.6 3,083 89.8 

Average 4,453 95.0 8,853 88.5 3,119 90.8 
  

Fig. 2 는 MLCC 3216(1.2t)의 모델에 대하여 실험 횟수별

로 정렬되는 칩의 중량 및 수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Fig.3 은 실험 횟수별 정렬된 칩과 Table 3 에 도시한 기준값

에 대한 차이와 10 회 실험평균값에 대한 오차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실험 횟수

별로 정렬되는 칩의 수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실험에 사용된 MLCC 의 경우 규격

이 가로 3.2mm, 세로 1.2mm, 높이 1.6mm 로 직사각형의 형
태로 칩이 정렬되는 과정에서 세로방향과 높이 방향으로 
혼합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여 정렬수량이 많은 것으로 
세로방향으로 정렬된 칩의 수량이 많고, 이와 반대일 경우 
칩의 정렬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 Weight                    (b) Quantity 

Fig. 2 Experiment number of alignment result: 3216(1.2t) 
 
 

 
Fig. 3 MLCC alignment resultant analysis 

 
Fig. 4 Photographs of MLCC alignment result 

 
4. 결론 및 향후계획  

본 연구에서는 MLCC 의 2 차 소성을 위한 칩 정렬 자
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향후 상용화를 고려한 실용성 
확인을 위한 실험에서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실험에 사용한 MLCC 각 모델별 정렬밀도는 
3216(1.2t) 은 95%, 2012 는 88.5%, 3818 은 90.8%로 정렬되었

고, 기존 수작업에서 발생하던 칩의 적층 및 수직배치율이 
0.01%이하로 정렬되었다. 둘째,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한대의 시스템으로 2~3 종 이상의 칩의 적용이 가능하고 
하나의 소성판에 2~3 개의 구역으로 분할정렬을 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2012 모델보다 소형인 
1608, 1005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나아가 
0608, 0402 모델까지 적용할 수 있는 정렬시스템을 개발하

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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