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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시 웨이퍼 이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웨이퍼 가이드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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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afer drop from wafer guide mechanism, which is one of the serious problems in water transfer robot,
is analyzed, and new wafer guide mechanisms are proposed to minimize this drop. Three types of new wafer guide
mechanisms are proposed: roller type, gear type and L-shape rocker type. We choose one of the proposed mechanism,
which is roller type, and verified this mechanism through real transfer experiment. Wafer picking up test is conducted
with initial aligning error for simulating the wafer drop. Number of drop is compared between conventional mechanism
and proposed mechanism. As a result, we can find the proposed mechanism can reduce the number of wafer drop
dra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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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세계 반도체 제조기기 시장은 업계를 중심으로 현

재 300mm크기의 웨이퍼(Wafer) 에서 450 mm크기의

웨이퍼로 표준이 옮겨가는 시점에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공정 및 제조환경의 전반적인 변혁이 요구되고 있

다. 이러한 표준화 및 시장 동향에 따라 450 mm 웨이

퍼의 제조공정 및 제조장비에 대한 기술개발이 제조장

비 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1].

하지만, 국내의 반도체 장비시장은 국내 반도체 산

업 수준에 비하여 많은 부분 선진국의 독점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많은 부

분 국산화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공정 기술의

국산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반도체

제조용 로봇 및 웨이퍼반송 시스템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2, 3]. 이

때문에 많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장비 전체의 성능

향상과 원가 경쟁력 향상의 문제에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웨이퍼 카세트조작

(Cassette Handling) 이 가능한 로봇 시스템들이 개발되

고 있으며[4], 실험계획법으로 웨이퍼 이송 조작 설계

방법을 연구하는 노력들도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450 mm 웨

이퍼 반송로봇 기술 중 웨이퍼 반송 시에 발생하는 웨

이퍼 이탈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초기 접근방법으로는, 기존 300mm 웨이퍼 반송로봇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메커니

즘(Mechanism)을 제안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4].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웨이퍼 반송

중 웨이퍼 가이드로부터의 웨이퍼 이탈 현상은 지극히

랜덤 하게 일부 공정에서 1회/달 발생하는 것으로 비공

식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한번 발생하는 경우 생산공

정 전체를 멈춰야 하는 큰 문제를 발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웨이퍼 반송 시 웨이퍼 가이드로부터 웨이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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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Wafer Guide)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이를 실험

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이다[5].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메커

니즘에 대한 문제 분석과 함께 웨이퍼 이탈 방지를 위

한 새로운 형태의 웨이퍼 가이드 메커니즘을 제안하였

다. 3장에서는 제안된 메커니즘과 기존 메커니즘의 성

능비교를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결과를 비교하였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새로운 웨이퍼 가이드 메커니즘 설계

본 절에서는 기존의 웨이퍼 가이드 메커니즘에서 웨

이퍼가 이탈하는 원인에 대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을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탈을 최소화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2.1. 기존 웨이퍼 가이드 문제점

그림 1은 현재 300mm 웨이퍼 반송 로봇에서 사용

되고 있는 웨이퍼 가이드이다. 주요 부품으로는 웨이퍼

를 지지하는 팔(Arm) 부분(1번), 웨이퍼의 후방 정렬을

위한 후방 스토퍼(stopper)(2번), 전방 정렬을 위한 전

방 스토퍼(3번) 그리고 웨이퍼의 강제 정렬을 위한 밀

대장치(pusher)(4번)로 이루어져 있다.

웨이퍼를 FOUP(Front Opening Unified Pod)으로부

터 집어 나오는 동작을 분석하여보면, 웨어퍼 가이드는

실제 웨어퍼가 FOUP 에 놓여있는 위치보다 1~2 mm

정도 전진하여 웨이퍼를 들고 나오도록 대부분 프로그

램 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웨어퍼가 FOUP에 정렬

(pre-align) 되어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웨이퍼를 집어

나오는 공정에 있어서 작업공차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경우 집어 올릴 시에 웨어퍼가 웨이퍼 가이

드에 매번 정확히 정렬되어 놓여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이드 메커니즘 에서는 두

가지의 수동 및 능동 정렬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는 후방 스토퍼(2번)로서, 웨이퍼가 정렬되지

않은 경우 자중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정렬이

되도록 웨이퍼와의 접촉 부위에 일정한 경사의 기울기

를 주고 있다. 두번째는 후방 스토퍼에 의하여도 자연

스럽게 정렬되지 않을 정도로 웨이퍼가 웨이퍼 가이드

후방에 집어올릴 시에(pick up) 놓이게 되는 경우의 문

제점을 해결하여 위하여, 강제 정렬 메커니즘인 밀대장

치를 사용하고 있다(그림 2). 

밀대장치는 실제로 반송로봇 몸체에 고정되어 있지

만, 웨이퍼 가이드가 FOUP으로 부터 웨어퍼의 집어올

림을 완료하고 후진하는 동작에서, 후방 스토퍼 위에

올라와 있던 웨이퍼를 강제로 밀어 웨이퍼가 전후방

스토퍼 사이로 정렬되도록 도와주는 구조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밀대장치에 의한 강제정렬이

웨이퍼의 이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웨이퍼의 반송속도와도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웨이퍼의 반송속도 향상을 위하여 웨이퍼

가이드의 이송속도를 향상시키게 되면, 밀대장치가 웨

이퍼의 강제정렬을 위하여 웨이퍼 충돌하는 속도 및

충격량 역시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웨이퍼

가 전방 스토퍼에 의해 정렬되지 못하고 이를 넘어 이

탈하게 되는 현상이 다수 보고 되어왔다. 

2.2. 새로운 웨이퍼 가이드 메커니즘

본 절에서는 기존 웨이퍼 가이드의 문제점, 특히 밀

대장치와의 충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탈을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새로운 형태의 메커니즘이 제안되었다. 

2.2.1 Roller 타입 메커니즘

그림 3은 새롭게 제안된 롤러(Roller) 타입의 웨이퍼

가이드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Fig. 1. Original wafer guide.

Fig. 2. Pu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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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제를 야기하던 기존의 웨이퍼 가이드가 가지

고 있던 밀대장치를 제거하고, 웨이퍼 가이드 앞뒤에

각각 롤러를 4개씩 설치하여 설계되었다. 웨이퍼의 자

중에 의한 보다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도하며 기존의

후방 스토퍼에 의한 경사로 방식보다 미끄러져 정렬되

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웨이퍼의 끝 단이 롤러의 정점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정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2.2.2 기어형 Roller 타입 메커니즘 

그림 4는 두 번째로 새롭게 제안된 기어형태의 롤러

타입 웨이퍼 가이드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역시 주요문제를 야기하던 밀대장치를 제거하고, 기

어형태의 롤러를 후방에 3개 설치하여 설계하였다. 앞

의 롤러 형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어형태의

롤러 메커니즘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웨이퍼의 끝 단이

롤러 의 정점을 지나쳐 후방에 놓이더라도 접지력의

향상 및 기어 형태가 회전 모멘트를 증가시킨다는 특

수성에 의하여 자동 정렬기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

었다. 하지만, 기어형태의 롤러 끝부분의 날카로움으로

인하여 웨이퍼 손상 가능성 및 작은 입자(particle) 문

제가 제기 되었다. 

2.2.3 L shape Locker 타입 메커니즘

그림 6은 세 번째로 제안된 L shape Locker 타입의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기존 웨이퍼 가이드의 밀대장치를 제거한 것은 동일

하며, 그림7의 L shape Locker 를 통하여 웨이퍼를 자

동 정렬 시키도록 설계되었다. L shape Locker는 의자

형태의 강체 부분과 이를 지지하는 판 스프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판 스프링이 팔(Arm) 부분에 고정되어

의자형태 강체의 회전운동을 지지하여 주며, 이로 인하

여 웨이퍼의 자중에 의한 정렬 그리고 웨이퍼가 놓여

있지 않을 때 복원 등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된다. 하

지만, 계속적인 반복에도 피로하중을 견딜 수 있는 스

프링의 선정이 중요한 설계요소 중에 하나이다.

3. 실 험

본 절에서는 제안된 웨이퍼 가이드 메커니즘이 기존

웨이퍼 가이드 메커니즘과 비교하여 웨이퍼 이탈 횟수

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3.1. 기존 웨이퍼 가이드를 사용한 실험

웨이퍼의 이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실험인자로서 카

세트(Cassette)(그림 8)내의 웨이퍼 정렬오차를 선정하

였다. 웨이퍼가 카세트 내에서 정렬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렬 오차는 상하 좌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오

Fig. 3. Roller type wafer guide.

Fig. 4. Gear shaped Roller type wafer guide.

Fig. 5. Cross section of the proposed mechanism.

Fig. 6. L shape Locker type wafer guide.

Fig. 7. L shape 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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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웨이퍼 이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실험을 수

행하였다.

웨이퍼가 놓여지는 카세트 의 각 지점에 번호를 지

정하고, 각 지점마다 작은 블록을 설치하여 높이를 2

mm씩 변경시켜 가며 웨이퍼 이탈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각 30회씩 실시 하였으며, 시작위치를 동일하게 하

기 위하여 웨이퍼를 집어오는 과정 작업만 실시하였다.

한 지점의 높이만 변화시키거나 앞쪽(1번과2번)만 또

는 뒤쪽(3번과4번)만의 높이를 변화 시키기도 하였다.

이송로봇의 최고속도를 100으로 표시하였으며 10단위

로 변경 가능하여 50~100의 속도로 변경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3.1.1 상하오차를 이용한 실험 결과

그림 9는 웨이퍼가 놓이는 각 지점에 8 mm의 상하

오차를 주었을 때 속도의 변화에 따른 이송 중 이탈 횟

수에 대한 결과이다. 지점변화에 따른 오류횟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속도에 정비례하여 오류가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은 웨이퍼의 이송 속도를100으로 고정하고,

각 지점의 높이변화에 따른 웨이퍼의 이탈 횟수에 대

한 결과이다. 높이도 속도와 마찬가지로 정비례하여 오

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카세트 안 지지대의 높이는 7 mm이다. 위의 결과를

분석하면 7 mm 까지는 최고속도와 어떠한 지점에서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웨이

퍼 위치의 상하변동에 의한 요인은 웨이퍼 이탈의 원

인으로 주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1.2 좌우오차를 이용한 실험 결과
웨이퍼를 카세트의 정 중앙으로부터 좌우로 1 mm

씩 이동시켜 가며 웨이퍼의 이탈실험을 동일하게 실시

하였다. 역시, 시작위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웨이

퍼를 집어오는 과정작업만 실시하였으며, 횟수는 30회

씩 속도는 50~100으로 변화시켜가며 좌우 변동에 의

한 웨이퍼 이탈 횟수를 분석하였다. 

Fig. 8. Cassette.

Fig. 9. Number of wafer drop w.r.t transfer speed change
(Height 8 mm).

Fig. 10. number of drop w.r.t height change (speed 100).

Fig. 11. number of drop w.r.t lateral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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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웨이퍼를 카세트 정 중앙에서 좌측으로 1

mm단위로 이동시키면서 앞서 언급한 실험방법에 따라

실시한 실험 결과이다. 실험을 통하여, 위치이동 및 속

도변화에 비례하여 오류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카

세트의 구조 상 상하보다는 좌우 오차변화가 웨이퍼 이

탈에 좀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

구적으로 대칭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좌측과 우측

중 한 부분만의 결과로도 충분한 분석이 될 수 있었다.

3.2. 제안된 메커니즘을 이용한 실험

제안된 3가지 메커니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림

12와 같이 개선된 웨이퍼 가이드 메커니즘이 실제 제

작되었다. 롤러 타입의 웨이퍼 가이드를 기본으로 하되

앞쪽은 기존의 전방 스토퍼를 그대로 채용 하였다. 뒤

쪽 부분은 밀대장치를 제거하고 롤러형태의 메커니즘

을 사용하였다(그림 13). 

앞서 실험의 결론과 같이 상하오차에 따른 실험은

무의미 하므로 제외 하였으며, 좌우오차 변화에 따른

실험만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선된 웨이퍼 가이드로 실험한 결과 웨

이퍼의 이탈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1는 3.1.2

에서 실시한 좌측 실험결과 이며 표 2는 개선된 웨이

퍼 가이드를 이용한 실험결과이다. 특히, 6 mm부분에

서 가장 크게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카세트 안

의 지지대가 7 mm임을 감안할 때 원하는 범위 안에서

개선됨을 증명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그림 16과 같이 앞으로 튀

어나와 발생하던 이탈현상이 현저하게 사라졌다는 점

이다. 이는 밀대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던 이탈을 메커니

Fig. 12. Improved wafer guide.

Fig. 13. Original wafer guide vs. Improve wafer guide.

Fig. 16. Drop in experiment due to pusher.

Table 1. Number of drop w.r.t lateral offset (Original Mech-
anism)

좌측

이동

속도
50

속도
60

속도
70

속도
80

속도
90

속도
100

1 mm 0 0 0 0 0 0

2 mm 0 0 0 0 0 0

3 mm 0 0 0 0 0 0

4 mm 0 0 0 0 0 0

5 mm 0 0 0 0 0 2

6 mm 6 8 8 9 12 13

7 mm 11 13 13 14 16 18

8 mm 21 24 25 28 29 29

Table 2. Number of drop w.r.t lateral offset (Improved Mech-
anism)

좌측

이동

속도
50

속도
60

속도
70

속도
80

속도
90

속도
100

1 mm 0 0 0 0 0 0

2 mm 0 0 0 0 0 0

3 mm 0 0 0 0 0 0

4 mm 0 0 0 0 0 0

5 mm 0 0 0 0 0 0

6 mm 0 0 0 3 5 7

7 mm 7 8 8 11 12 12

8 mm 19 21 23 26 2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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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개선하여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웨이퍼 가이드가 가지고 있던

메커니즘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새로운 형태의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3가지 메

커니즘을 조합하여 새로운 한가지 형태의 메커니즘을

제작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메커니즘이 기존

의 메커니즘에 비하여 웨이퍼의 반송 중 이탈을 현격

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제안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웨이퍼 이송로봇

의 성능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추후

개발되는 450 mm 웨이퍼 이송로봇에도 동일한 형태

의 기술이 접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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