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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직접 회로의 발명은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가전제품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소형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반도

체이며, 동시에 정보화 산업의 핵심 소자 역할

을 해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생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스테이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스테이지 성능에 대한 연구 및 개

발에 따라 반도체 생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

었다. 

스테이지의 성능 중 분해능의 향상은 얼마

나 미세하게 웨이퍼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

정함과 동시에 공정될 수 있는 선폭을 결정하

게 된다. 즉, 분해능이 향상되면 직접도가 높

아져 반도체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스테이

지의 다른 성능인 세틀링 타임은 웨이퍼를 원

하는 오차범위안에 얼마나 빨리 위치시킬 수 

있는 지를 결정하여, 최종 공정시간과 연관되

어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생

산할 수 있는지로 직결된다. 요약하면, 분해능

은 반도체 성능 향상과, 세틀링 타임는 생산성

과 연관되어 스테이지 성능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2. 설계 고려 사항 
 

분해능과 세틀링 타임에 대하여 좋은 성능

을 내는 스테이지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기생 운동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생 운동은 입력 커맨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영향이나 시스템의 불안전

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운동으로 스테이지 설계

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이러한 기

생 운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테이지 설계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고려되었다. 첫 째, 스테

이지의 무게 중심을 낮춘다. 스테이지의 무게 

중심을 낮추게 되면 스테이지를 구성하는 여러 

구조물의 높이 또한 낮아져 평면운동에 대한 

기생 운동을 줄일 수 있다. 둘 째, 스테이지 

구동부의 무게 중심과 구동기에서 발생하는 힘

의 높이를 일치시킨다. 구동부의 무게중심과 

구동부에 가해지는 힘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길이와 가해지는 힘의 곱

에 비례하여 원하지 않는 모멘트가 걸리게 되

어 기생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생한 변위를 제거 하

기 위해 추가적인 힘과 제어가 필요하게 되어 

세틀링 타임이 길어지게 됨은 물론 시스템의 

안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의 설계는 무게 중심이 높거나 무

게 중심과 힘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눈문에서는 스테이지의 무게 중심

과 스테이지 구동부와 구동기가 발생시키는 힘

의 높이를 고려하여 반도체용 6 자유도 보이스 

코일 모터 (VCM) 타입 미세 스테이지를 설계하

였다. 구동기를 웨이퍼 척이 놓이는 곳 아래에 

배치하지 않고 평행하게 배치하여 무게중심을 

낮추었으며, 움직이는 상판과 구동기에 높이 

차를 두어 구동부 무게중심에 힘이 직접 가해

지도록 설계 하였다.  

 

3. 구동부 
 

본 논문에서 설계된 미세 스테이지는 그림

1 처럼 8 개의 보이스 코일 모터를 가지고 힘을 

내게 된다. 4 개는 수평 방향으로 힘을 내면서 

면내 방향의 운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4

개는 수평 방향으로 힘을 내어 면외 방향의 운

동을 수행한다. 

미세 스테이지의 구동부는 그림 2 와 같이 

반도체용 이중서보 스테이지를 위한 미세스테이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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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가 올려지는 상판과 그 판에 부착된 자

석으로 이루어 지게 되고 고정부는 그림 3 과 

같이 조동 스테이지와 고정되는 하판과 그 판

에 부착된 코일로 이루어 지게 되어 가동자석 

형으로 구동 된다. 가동 코일이 아닌 가동자석 

형이 채택된 이유는 구동부의 다 자유도 운동

에도 힘의 방향 변화가 거의 없고 구동부에 코

일이 부착되지 않으므로 코일 케이블에 의한 

외란 (cable disturbance) 이 없기 때문이다.  

 

 

 

 

 

 

 

 

 

 

Fig. 1 Fine stage with 4 Horizontal VCM and 4 

Vertical VCM and gap sensors and Bar mirrors 

 

 

 

 

 

 

 

 

 

 

Fig. 2 Moving part with upper plate and magnets 

 

 

 

 

 

 

 

 

 

 

Fig. 3 Fixed part with lower plate and coils 

 

4. 측정부 
 

구동부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1

과 같이 상판 아래 3 개의 간극 센서를 설치하

여 면외 방향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상판 오른

쪽과 아래쪽에 각 각 바 미러를 설치하여 레이

저 간섭계로부터 면내 방향의 움직임을 측정한

다. 

 

5. 결론 
 

반도체 웨이퍼에 특화된 6 자유도 보이스 

코일 모터 타입 미세 스테이지를 개념 설계하

였다. 주요 고려 사항은 구동부 무게 중심을 

낮추는 것과 무게 중심과 구동기에서 발생하는 

힘의 높이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후 상세설

계와 더불어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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