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0권 제4호(2011년 12월)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Technology, Vol. 10, No. 4. December 2011.

15

정밀산업(TFT-LCD) 공장 내 노광장치의 대형 세대별 

동강성 허용규제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백재호†·전종균*·박상곤**

†선문대학교 대학원, *선문대학교 기계공학과, **선문대학교 대학원

A Study on How to Predict and Evaluate the Dynamic Stiffness Criteria 

of Exposure Equipment in Precision Industrial Factory(TFT-LCD)

Jae-Ho Baek†, Chong-Keun Chun* and Sang-Gon Park*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Sun Moon University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Sun M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Sun Moon University

ABSTRACT

The lithography system installed inside precision industry’s (e.g. TFT-LCD) production factories are increasing in size,

thereby increasing its dynamic load along with it. Such condition causes vibration within the area where the system is

installed, which then negatively affects the production line to produce defective products. To prevent this type of situation,

the facilities should adopt dynamic design that considers the lithography system’s dynamic load. This study predicts the

maximum value allowed for dynamic stiffness (which is a ratio of vibration response against a single unit of the dynamic

load) of the lithography system and explains the result of its application on actual structures inside th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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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제조장치의 노광장치는 웨이퍼[1], TFT-LCD

패널 생산 공장 내 노광장치는 유리판(Glass)에 마이크

로미터(µm) 수준의 각종 패턴(Pattern)을 형성[2,3]하는

장치이다. 외부에서 일정 크기 이상의 진동이 노광장치

로 유입되는 경우 패턴 형성 공정에 영향을 주어 오류

를 범하여 생산제품에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TFT-LCD가 대형 세대로 올라갈수록 노광장치도 대

형화되고 있으며, 노광장치는 대형화 될수록 정상가동

시 주요 구동부인 스테이지(Stage) 크기가 커지고 무거

워지며, 일정수준의 가동조건(가/감속도)에 의해서 동

하중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노광장치는 Fig.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기둥

(Column), 격자보(Sub-structure) 및 제진대(Pad)등으로

이루어진 공장 구조물에 설치되며, 노광장비 가동중에

발생하는 동하중은 노광장치를 지지하고 있는 하부 구

조물(격자보 및 제진대 등)에 진동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이러한 진동은 다시 노광장치로 유입되어 패턴

형성 공정에서 오류를 범하여 생산 제품의 불량을 유

발하며, 각종 패널 제품의 생산 수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동하중을 고려하여 하부 구조물(격자보

및 제진대 등)에 대한 동적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러한 필요성은 기존부터 알려져 있으나[4,6], 대형세대

로 올라갈수록 더욱 정량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광장치등에 대해서 동하중을 산출하는 방

법[5]은 순수 이론적인 방법과 실제 노광장비에서 가동

중에 동하중을 산출하는 실험적인 방법, 이론과 실험을

병행하는 혼합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광장치등

의 정밀장비는 TFT-LCD가 대형 세대로 올라 갈수록

노광장치의 개발과 동시에 실 공장에 납품하는 경우가†E-mail : bjh02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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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TFT-LCD가 대형 세대로 올라갈수록

동하중에 대한 정확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

이 중요하면서도 순수 이론적인 방법만을 통하여 결정

하는 것이 여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FT-LCD의 기존의 소헝 세대

에서의 실험데이터를 기초로 대형 세대별 정량적인 동

강성 허용규제치를 결정하고, 이를 실 공장 구조물의

동적 설계에 적용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여 대형 세대별

동강성 허용규제치를 평가/결정하는 기법에 대하여 연

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동강성 허용규제치 결정

2.1. 절차서

대형 세대별 노광장치의 동강성 허용규제치 결정을

위한 기본 절차서는 Fig. 3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Fig. 1. Section of set-up about exposure equipment, sub-

structure, pad and etc.

Fig. 2. Plot of sub-structure and pad.

Fig. 3. Procedure of decision dynamic stiffness criteria.

Table 1. Vibration criteria of exposure equipment according

to generation.

Generation (Gen) 6 7 8

Vibration criteria
1~5 Hz : 0.1 cm/s2

5~100 Hz : 1 µm

*. Frequency :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Fig. 4. Vibration criteria of exposure equipment according

to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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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대별 진동허용규제 확보 및 결정

6~8세대별 노광장치의 진동허용규제치는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주파수별 데이터는 Table 1과 Fig. 4

에 나타내었다. 

2.3. 세대별 노광장치의 주요사양, 가동조건

노광장치의 주요 구동부는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

(Mask)를 설치하는 마스크 스테이지(Mask stage)와 패

턴을 형성하기 위한 유리판을 설치하는 플레이트 스테

이지(Plate stage),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있는 메인 바

디(Main body)와 마운트(Mount)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게중심과 단면형상 개념도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세대가 올라갈수록 각 스테이지에 대한 사양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기가 커지며, 이로  인

하여 무게(자중)도 증가한다.

또한, 스테이지가 움직이는 가동조건은 Table 2에 나

타낸 것과 같이 일정 수준의 감/가속을 갖는 구간과 일

정 수준의 등속도 구간을 갖는 형태로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시간이력상의 데이터는 Fig.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6세대 노광장치의 실제 가동 조건

대형 세대(7~8세대) 노광장치의 동하중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제 가동중인 기존 6세대 노광장치 스테이지

에서 진동 측정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간이력 데이터는 Fig. 7에 나타내었다.

2.5. 대형 세대(7~8세대) 노광장치의 동하중 결정

앞절에서 구한 6세대 노광장비 스테이지의 진동 데이

터(시간이력)와 6세대 대비 대형 세대별(7~8세대) 노광

장치의 사양(무게, 무게중심 및 Mount의 동적특성)을

비교하여 Table 3과 같이 집중질량의 6세대 대비 대형

세대의 Scale factor를 식(1)을 통하여 도출하고, 이를

Fig. 5. Concept section of exposure equipment.

Table 2. Specification and operating condition according to

ceneration of exposure equipment vibration criteria of

exposure.

Item
Generation

Gen 6 Gen 7 Gen 8

Weight

[kg]

M Total body 17,000 80,000 90,000

m2

Mask stage 200 600 700

Plate stage 600 3500 4000

Max. velocity of stage [m/s] 500 750 750

Max. acceleration of stage 

[G]
0.2 0.2 0.2

Quantity of mount 4 6 6

Natural 

frequency of 

mount (Hz)

Horizontal

Vertical

3

5

3

7

3

7

Damping 

ration of mount 

(%)

Horizontal

Vertical

10

10

15

30

15

30

Fig. 6. Graph of classical example for stage moving

profile.

Fig. 7. Graph of time history of stage of exposure

equipment about Ge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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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진동증가를 고려하여 Fig. 8의 동적 해석 모델

링에서 집중질량(Concentration mass)에 적용하여 마운

트(Mount)에 작용하는 동하중을 Fig. 9~12와 같이 결

정하였다.

Scale factor = Stage mass/Toral mass (1)

2.6. 대형 세대 노광장치의 동강성 허용규제치 결정

앞절에서 제시하고 결정한 대형 세대별 진동 허용규제

치와 동하중 데이터를 식 (2)[7,8]에 적용하여 세대별 동

강성 허용규제치를 구하면 Fig. 13, 14와 같이 결정된다.

H(ω) = X(ω)/F(ω) (2)

여기서,  H(ω) : 동강성 허용규제치

X(ω) : 진동 허용규제치

F(ω) : 동하중

ω : 주파수

Table 3. Ratio of weight of ‘Gen 7/Gen 6’ and ‘Gen 8/Gen 6’

Item

Weight 

ratio

M Total body 4.8 5.3

m2

Mask stage
5.2 5.9

Plate stage

Scale factor 1.1 1.2

Fig. 8. Dynamic analysis modeling of exposure equipment.

Fig. 9. Graph of dynamic force with time domain of

exposure equipment about Gen 7.

Fig.10. Graph of dynamic force with frequency domain of

exposure equipment about Gen 7.

Fig. 11. Graph of dynamic force with time domain of

exposure equipment about Gen 8.

Fig. 12. Graph of dynamic force with frequency domain

of exposure equipment about Ge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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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강성 허용규제치 유효성 검증

본 장에서는 앞서 결정한 노광장치의 대형 세대별

동강성 허용규제치를 실제 공장 구조물의 동적 설계시

적용하고, 공장 구조물 완공 후 노광장치 설치 전 동적

강성 실험 후 비교 평가하였다. 그리고 노광장치 정상

가동시 진동을 측정/분석하여 진동 허용규제치와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결정한 정밀산업

(TFT-LCD) 공장 구조물 내 대형 세대별 노광장치의

동강성 허용규제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3.1. 구조물의 동강성 실험 및 평가

대형 세대별 노광장치 설치 구역 구조물(제진대)에

서 동강성을 실험/분석한 결과 Fig. 15, 16과 같이 그래

프에서 동강성 허용규제치 이하의 수준으로 동강성 허

용규제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구조물의 진동 측정 및 평가

대형 세대별 노광장치 설치 후 정상 가동시 하부 구

조물에서 진동을 측정/분석한 결과 Fig. 17, 18과 같이

그래프에서 진동 허용규제치 이하의 수준으로 진동 허

용규제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밀산업(TFT-LCD) 공장 내 노광장

치의 대형 세대별 동강성 허용규제치를 결정하였다. 이

를 실제 공장 구조물 동적 설계 업무 에 적용하여 동적

구조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공장 구조물 건설 후

노광장치 지지용 구조물 구조물(제진대)에서 동강성

실험을 수행, 노광장치 설치 후 정상가동시 진동을 측

정/분석한 결과를 진동허용규제치와 비교/평가하였으

며,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정밀산업(TFT-LCD) 노광장치는 대형 세대로 올라갈

Fig. 13. Dynamic stiffness criteria for exposure equipment

of Gen 7.

Fig. 14. Dynamic stiffness criteria for exposure equipment

of Gen 8.

Fig. 15. Compare of Experimental Data and Vibration

Criteria Exposure Equipment of Gen 7.

Fig. 16. Compare of Experimental Data and Vibration

Criteria Exposure Equipment of Ge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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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대형화 되어, 이에 따라 동하중 크기도 증가 한다.

노광장치 정상 가동시 발생하는 동하중으로 인하여

노광장치 지지용 구조물(제진대)에 진동을 유발하여

이는 다시 노광장치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한다.

이에, 노광장치 지지용 구조물(제진대)은 노광장치

정상 가동으로 인한 동하중에 대한 진동응답이 진동허

용규제치를 만족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동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이러한 동강성은 노광장치의 동강성 허용규제치

가 되며, 반드시 정량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하나, 많

은 장치업체들이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세대(6세대) 노광장치 스테이지

에서 실험으로 도출한 진동 데이터와 6세대 및 대형세

대의 사양 및 동적해석을 이용하여 대형세대 노광장치

에 대한 동강성 허용규제치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한 동강성 허용규제치를 실제 공장 구조

물에 적용하여 완공된 공장 구조물에서 각종 동강성

및 진동 허용규제치를 기초로 동강성 실험/평가, 진동

측정/평가를 통하여 동강성 허용규제치의 유효성을 검

증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동강성 허용규제치 결정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참고문헌

1. “2002 신기술동향조사 보고서-반도체 제조용 노광장

치”, 특허청, 2002.

2. “디스플레이 기술용어 해설집(LCD, PDP, OLED,

FPD)”,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pp. 88~89, 2006.

3. “LCD 제조 장비-기술 및 시장, 특허분석보고서”, 한

국특허정보원, pp. 9~10, 2006.

4. H. Amick, “Dynamics of Stiff Floors for Advanced

Technology Facilities”, Trans. of ASCE, Journal of

Engineering Mechanics, Vol. 124, No. 05, pp.

318~321, 1998.

5. 백재호, 이홍기, 김강부, “칩마운트(SMD) 장비의 동

하중 발생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소음진동춘계학

술대회, pp. 1913~1917, 2000.

6. Hwaiyu Geng, “Semiconductor Maufacturing Handook

(Ch.33 Micro-Vibration and Noise Design)”, McGRAW-

HILL, pp. 39.11~39.33, 2005.

7. D. J. Ewins, “Modal Testing : Theory and Practice,” Brüel

& Kjaer, 1995.

8. Spectral Dynamics Inc, “STAR System(User's Guide),”

SMS STAR, 1994.

접수일: 2011년 10월 12일, 심사일: 2011년 11월 10일,

2차심사일:2011년 12월 1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5일

Fig. 17. Compare of Experimental Data and Vibration

Criteria Exposure Equipment of Gen 7.

Fig. 18. Compare of Experimental Data and Vibration

Criteria Exposure Equipment of Gen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