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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fer positioning robot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required to operate at high speed for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The residual vibration caused by the high speed of the wafer positioning robot, however, makes the life

of the robot shorter and the cycle time longer. In this study, the input shaping and the path of the system are designed

for the reduction of the residual vib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cycle time. The followings are the process for the

reduction and the improvement; 1) System modeling of the wafer positioning robot, 2) Verification of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wafer positioning robot, 3) Input shaping plan using impulse response reiteration, 4) Simulation test

using SIMULINK program, 5) Analysis of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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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현장에서 이용되는 많은 종류의 로봇들은 생산

성 향상을 위하여 고속으로 동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동작들로 인하여 작업 후 잔류진동이 발생하고 이

는 다시 로봇의 마모와 피로를 발생시켜 수명을 단축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정확한 위치 제어를

필요로 하는 로봇들의 경우, 잔류진동이 허용범위 이내

로 멈출 때까지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작업

속도 저하가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Singer[1]의 입력성형 기법을 이용하

여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웨이퍼 이송로봇을 대상으

로 잔류진동을 저감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웨이퍼

이송로봇은 고속동작과 정밀 위치제어가 동시에 필요

한 대표적인 로봇이다. 잔류진동은 저속으로 작동할 때

는 발생하지 않으나 고속의 응답을 얻기 위하여 제어

기의 이득을 크게 하고 계단입력 등 급격한 입력을 가

하는 경우, 진동이 발생하여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해 정

지해 있는 시간을 기준 값 이하로 줄일 수가 없게 된다.

이 로봇에Singer의 방법으로 임펄스 중첩을 만들어 적

용함으로써, 잔류진동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지금까지 잔류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입력성형 기

법을 적용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1-7]. 그러나 입력성

형 기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로봇에 적용한 예는 적은 편이며 실험적인 적용

일지라도, 대부분 특수 제작한 로봇에 적용한 것이 다

수이다. 본 연구는 실제 반도체 산업에 사용하고 있는

웨이퍼 이송 로봇을 대상으로, 실용적 측면에서 연구를

접근하였다.  †E-mail : kimkug1@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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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성형 기법

Singer[1]가 발표한 입력성형 기법은 다음과 같은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루프(open loof) 기법이어서 별도의 센서가

필요치 않다. 따라서 기본의 하드웨어나 폐루프 제어기

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적용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둘째, 일종의 필터로서 어떤 형태의 입력이라도 입

력성형기 필터를 거치면 잔류진동을 유발하지 않는 기

준입력이 된다.

셋째, 결과적으로 극점-영점 소거이다. 이 사실은

Singh[2]가 밝혔는데, 입력성형기 필터는 영점을 가지

고 있어서 이 영점이 진동모드의 극점과 상쇄되는 것

이다.

넷째,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 외란이 아닌 명령입력에 의해 가진되는 진동이라

면, 이 기법을 사용하여 잔류진동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입력성형 기법은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에 기초를 두

고 설계하였다. Fig.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임펄스가 시간차를 두고 입력되었을 때, 각각의 입력에

대한 응답은 Fig. 1(a)와 같다. 두 입력에 대한 시스템

의 전체 응답은 이 두 응답을 중첩한 것과 같으므로

Fig. 1(b)와 같은 응답을 얻게 된다. 따라서 두 번째 임

펄스가 입력된 이후에는 시스템의 진동이 남아있지 않

게 된다.

입력을 U(s), 출력을 Y(s)로 하는 일반적인 2차 진동

시스템을 G(s)라 하면

(1)

이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A는  순간에 가해지는 임펄스이며,

는 시스템의 비감쇠 고유진 동수이다. 는 시스템

의 감쇠비, 는 임펄스 입력이 작용될 때의 시간을

나타낸다.

서로 다른 N개의 임펄스가 동시에 작용하면 임펄스

응답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4)

)

위 식에서 Ai, ti는 i 번째 가해지는 임펄스의 크기와

시간이며 tN 이후의 시스템의 응답 Aamp가 영(zero)이

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아래의 식을 얻을 수 있다.

(5)

(6)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구속조건들이 추가된다.

첫 번째 임펄스 열이 시간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t0 =

0이 되며, 시스템 게인(gain)에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이 된다.

(7)

또한 고주파의 가진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다

음 식이 추가된다.

Ai ≥ 0      for   i = 0,1,2,..., N (8)

주어진 입력을 임펄스 열과 컨볼루션 적분하여 기준

입력으로 준다. 임퍼스 열과의 컨볼루션 적분은 기준

입력의 시간 추이이다. 일례로 Fig. 2는 계단입력이 임

펄스 열과 컨볼루션 적분되었을 때의 모양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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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ibration suppression via input sh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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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입력(a)이 임펄스 열(b)과 컨볼루션 적분되면, (c)

와 같은 입력형상이 만들어진다.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2개의 임펄스 열을 사용할 때, 식(5), (6)을 풀면, 임펄

스 크기 a1, a2와 가해지는 시간 ts는 다음과 같다[1, 4]. 

(9)

(10)

(11)

3. 시스템 동적 모델링

반도체산업에 이용되는 웨이퍼 이송로봇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로봇의 움직임을 모델링 하기 위해 Fig. 4(a)

와 같이 웨이퍼 지지부만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Fig.

4(b)와 같이 1자유도계의 운동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에서 x1은 웨이퍼 지지부가 이동하는 변위이고 x2

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잔류진동이다 웨이퍼 지지부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2)

식 (1)을 다시 x1, x2에 대하여 이항하여 정리하면,

(13)

이를 다시 라플라스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14)

식 (3)에서 로 변환하여 대입하고

X1, X2에 대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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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aped command using the input shaping.

Fig. 3. Wafer positioning robot.

Fig. 4. (a) The wafer support system; (b) The dynamic

modeling of the wafer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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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의 관계는 Fig. 5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웨이퍼

이송로봇 시스템이 x1만큼 이동했을 때, 그에 따라 잔

류진동이 x2만큼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4. 입력성형 설계 및 시뮬레이션

4.1. 웨이퍼 이송로봇의 동특성 실험

본 연구에서는 비 접촉 레이저 변위측정 센서를 사

용하여 웨이퍼 이송로봇에서 발생하는 잔류진동을 측

정하고, 여기서 나오는 주파수 응답함수를 구한 뒤 이

를 분석하여 동적특성을 찾아내었다.

웨이퍼 이송로봇의 잔류진동 측정장비는 Keyence

사의 LK-G3001V의 컨트롤러와 LK-G30의 센서 헤드

이며 1kHz의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하였다. 

잔류진동을 측정한 결과는 Fig. 6과 같으며, 이를 정

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측

된 데이터 값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계산 값 사이에는 일

정부분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측정 장소에서 발생

하고 있는 환경 노이즈로 예상되며 측정된 데이터는 필

터를 통해 최대한 노이즈를 제거한 후 계산하였다.

4.2. 입력성형 설계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임펄스가 발생하는 입력성형

으로 설계한다. 앞서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첫 번

째 임펄스가 발생하고 1주기 후에 다시 두 번째 임펄

스를 첫 번째 발생한 임펄스의 2번째 주기에 나타나는

크기만큼 설정한다면 잔류진동을 상쇄시킬 수 있다.

사용된 임펄스는 Fig. 7로 정의된다. 여기서 는 

첫 번째 임펄스의 높이 비를, 는 두 번째 임펄스

 

높이 비를 나타내는 것이며, dT는 첫 번째 임펄스를

주고, 다시 두 번째 임펄스를 줄 때까지의 지연시간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계산된 입력

성형 결과 값은 Table 2와 같다. 즉, 원 명령 높이의

0.5155만큼의 임펄스를 첫 번째로 주고 0.0216초 후

에 다시 원 명령 높이의 0.4845만큼의 임펄스를 두

번째로 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입력성

형 전후의 전체 싸이클 시간을 동일하게 하였다. 이

에 따라 첫 번째 임펄스 후에 정지하는 시간 0.0216

초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전체적인 싸이클 시간의 증

가 값에 대해서는, 시스템 가속도를 크게 하여 전체

적으로 원래의 싸이클 시간과 같게 하였다.

4.3. 시뮬레이션

설계한 입력성형 명령의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 성

X2

2ζωns ωn

2
+

s
2

2ζωns ωn

2
+ +

---------------------------------X1=

1

1 K+
-----------

K

1 K+
-----------

Fig. 5. Relation between the movement of the wafer

positioning robot and the corresponding residual

vibration.

Fig. 6. Measurement and calculation of the residual

vibration of the wafer positioning robot.

Table 1.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wafer positioning

robot

Parameter Value

Natural frequency
24.48 Hz

145.48 rad/s

Damping ratio 0.0198

Fig. 7. Design of two impulses for input sh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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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전의 결과 값과 그 값의 비교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

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Matlab의

SIMULINK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Fig. 8(a)는 입력성형 전의 스텝 명령이며, 여기서 수

평한 부분은 시스템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Fig. 8 (b)는 입력성형 후의 스텝 명령으로 스텝 명령

중간에 dT만큼의 지연시간이 반영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입력성형 명령은 Fig. 9에 보여지

는 것처럼 잔류진동의 최대값과 잔류진동이 0.1 mm

미만이 되는 시간 모두 현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잔류진동의 최대값은 입력성형 적용 전

8.996 mm에서 입력성형 적용 후 1.152 mm으로 약

0.13배 줄었으며, 잔류진동이 0.1mm 미만이 되는 시간

은 8.96 sec에서 1.10 sec로 약 0.12배 감소하였다. 입

력성형 명령에 의해 전체 싸이클 시간을 증가시키지

않고 잔류진동만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웨이퍼

이송로봇에 대해 입력성형기법을 이용하여 작동시간에

대한 증가 없이 잔류진동만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시스템의 동적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적합한

입력성형 기법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웨

이퍼 이송로봇에 입력성형을 적용하면 잔류진동의 최

대값은 성형 전에 비하여 약 0.13배 줄었으며, 잔류진

동이 0.1 mm미만이 되는 시간은 약 0.12배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국 잔류진동을 감소시켜 로봇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다음 작업 준

비에 필요한 지연시간을 단축시켜 전체 사이클 시간을

단축시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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