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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gh thrust of the linear motor in the exposer generates the high temperature heat by the friction and the
electromagnetic forces on its coil. It can cause the thermal deformation and the accuracy of the equipment is finally
decreased which has a bad effect on the productivity. In this research, the heat and flow on the linear motor of the exposer
has been analyzed. The existing equipment is non-contact fluid refrigerant type. The numerical analysis data of the existing
equipment have been acquired and the reliability of the data has been verified. The revised modeling for the nextgeneration is suggested for cooling the exposer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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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장비를 장시간 동
안 운전한 경우 이 때 축적된 열이 다른 부품의 온도
상승 및 열변형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열변형으로
인한 장비의 정밀도가 감소하게 되어 생산성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
광 장비의 리니어 모터의 구동부에 대한 열유동 해석
을 수행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비접촉 액체 냉매 방
식의 냉각 성능에 대한 수치해석 데이터를 확보 및 신
뢰성 검증을 하였다.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
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
음 세대에 개발될 장비에 대해 적용할 냉각 모델을 선
정하였다.

1. Introduction
반도체 산업 발전에 따라 TFT-LCD 패널의 크기나
해상도가 다양해지며, 양산을 위한 패널의 대형화 또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LCD 패널의 제조 공정 중 노
광 장비에는 정밀도가 높은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고 있
고, 패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고추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요구되는 추력이 증가함에 따라 리니어 모터의
마그네틱 코일에서 마찰이나 전자기력에 의한 고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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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verning Equations
2.1. 질량 보존 방정식

∂ρ
∂
------ + ------(ρu ) = Sm
∂t ∂xi i

(1)

위의 방정식은 압축성 유동뿐만 아니라 비압축성유
동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질량 보존 방정식의
형태이다. 생성항 Sm은 2차적으로 기인한 상으로부터
연속체에 더해지는 질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Sm = 0로
계산한다[4].
2.2. 운동량 보존 방정식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는 관성기준계에서 운동량 방
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τ
∂
∂
----(ρui) + ------(ρuiuj) = –------ + -------ij + ρgi + Fi
∂xi ∂xi
∂t
∂xj

Fig. 1. Stage 전체 형상.

Fig. 2. case 1의 3D 형상 및 영역.

(2)

위의 운동량보존 방정식에서, P는 정압, τij 는 stress
tensor이고, 오른쪽 3번째와 4번째항은 체적력에 해당
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아 계산식에서
는 제외하였다. 우변이 두 번째에 나타나는 stress
tensor 는 다음과 같다.

∂u ∂u
2 ∂uk
τij = µ -------i + -------j – ---µ -------δ
ij
3 ∂k
∂xj ∂xi

(3)
Fig. 3. 단면 격자.

2.3 에너지 방정식

∂u
∂ρh
∂P ∂P
∂
--------- + -----(ρhuj + Fh, j) = ------ + uj-----+ τij-------i + Sh
∂t ∂xi
∂t
∂xi
∂xj

(4)

Steady low-velocity flow에서는 점성에 관한 항은
무시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변화량 또한 무시 할 수
있다. Sh항은 열 발생에 대한 질량 변화량이다.
2.4 난류 모델
본 연구에 사용된 공기노즐에서 공기의 Re = 1,940
(2,000)이고, 난류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치해석에 난류모델을 적용하였으며, k−ε모델을 사용
하였다[5]. 한편, 액체 냉각에 사용된 냉매의 Re 수는
500 이하의 값으로 매우 작았으며, 냉매의 거동 해석에
는 난류모델을 적용하지 않았다.

µt ⎞ ∂k
∂ ⎛µ + ---------------- + Gk + Gb + ρε = 0
⎝
σk ⎠ ∂xi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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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µ ∂ε
∂
ε
ε
------ ⎛⎝µ + -----t-⎞⎠ ------ + C1s-- + Gk + C3sGb – C2sρ---- = 0
σs ∂xi
∂xi
k
k

(6)

3. Physical Model & Boundary Condition
3.1. 기존 모델
노광기에 사용되는 Stage의 일반적인 전체 형상은
Fig. 1에 나타나 있다. 좌측은 스캐너(scanner) 타입이
고 우측은 스테퍼(stepper) 타입이다. 노광기에서는 각
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파트 가운데, 냉매 또는 공
기노즐에 의해 냉각되는 리니어 모터 가동자를 선택하
여 해석모델을 단순화 하였다.
Fig. 2은 노광장비의 해석영역의 3D 도면으로 각 파
트의 영역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a)는 해석 모델의
열원인 가동자이다. (b)는 모터의 경로를 제어해주는
가이던스(Guidance)이다. (c)는 냉매의 영역으로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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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해석 모델의 경계.
Table 1. 해석 모델의 초기 경계 조건
Case No.

#1, #2, #3, #4

Coil

50oC

Guide

27oC

Fluid

15oC

Air

27oC

Contact surface_1

Interface

Contact surface_2

Interface

Fluid wall

Adiabatic

Outer wall

Atmospheric pressure

Inlet

5 L/min

Outlet

Free flow

Air nozzle inlet

300 L/min

Table 2. 냉매 물성 조건
Density

Value

Unit

1427.47

Kg/m3

Dynamic viscosity

6.1

Pa*s

Specific heat

4.43

J/kg*K

Thermal conductivity

0.32

W/m*K

Fig. 5. case 2,4,5의 형상 및 경계. 비접촉냉매와 강제 대
류/접촉 냉매와 자연대류/접촉냉매와 강제대류를
적용한 모델.

Table 3. 가동자 및 가이던스 물성 조건
Value

Unit
3

Density

8055.0

Kg/m

Specific heat

480.0

J/kg*K

Thermal conductivity

15.1

W/m*K

이던스와 접촉하나 가동자에 비접촉이다. (d)는 가이던
스의 대류 열전달이 일어나는 공기의 영역이다. 또한
(e)는 가동자과 가이던스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의 영역
이다. Fig. 3에 해석을 위하여 생성한 격자를 나타내었
다. 격자는 상용 CFD 코드인 Star-CCM + 6.04 버전을
Journal of KSDT Vol. 11, No.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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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se 1의 온도 해석 결과.

Fig. 9. case 2의 온도 해석 결과.

Fig. 10. case 3의 온도 해석 결과.

Fig. 8. case 1의 온도 감소 곡선.
Table 4. case 1의 대수적 계산을 통한 신뢰성 검증
Region Heat transfer
Coil

-14123.06 J

Fluid

57.50 J

Air

1.75 J

guide

15046.48 J

T2
T2
Simulation calculation

48.6oC

48.5oC

Error

0.2%

Fig. 11. case 4의 온도 해석 결과.

사용하여 다면체 격자로 생성하였다[5].
Fig. 4에 해석모델(case 1)의 경계를 나타내었다.
Table 1, Table 2, 그리고 Table 3에 경계 및 물성조건
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냉매로 사용된 것은 3M社
의 HFE7200이다. 가동자과 가이던스의 재질은 Stainless Steel 중에 하나인 UNSS30200이다.
3.2. 수정 모델
Fig. 4, 5, 6 은 Fig. 3의 해석 case 1의 냉각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모델(case2 ~ 4)이다. case2는 가동자와
가이던스 사이에 모듈로 설치 가능한 air nozzle을 장
착하였고, case 3는 case 1과 동일한 형상에서 냉매 파
이프가 가동자에 접촉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한 것이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1권 제4호, 2012

다. case 4는 case 3의 파이프 위치와 case 2의 air
nozzle을 동시에 적용한 모델이다. 경계 조건은 case 1
의 해석모델과 동일하다.

4. Validation
수치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ase 1의 수
치해석 결과와, 열전달에 관한 식 (7)과 (8)를 이용하여
계산한 정해의 값을 비교하였다. Fig. 7은 고체 영역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며, Fig. 8의 그래프는 480초간의
온도 프로파일이다.
식 (7)에 의해 가동자과 이외의 영역의 열전달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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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냉매가 가동자에 닿지 않는 간접형 냉각 방식 보
다는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 비교적 높은 냉각 성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Fig. 12 에 case 1 ~ 4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
내었다. Case1 ~ 4의 결과로부터, 에어노즐을 사용하는
방식과 냉매 파이프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 모두 냉
각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 중 에어노
즐을 사용하는 것이 냉매 파이프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보다 냉각 효과가 더 좋음을 확인하였다.

6. Conclusion
Fig. 12. case 1~4의 냉각 성능 비교.

산을 하였으며, 열 전달량 보존을 이용하여 식 (8)를
이용하여 가동자의 냉각 온도를 계산하였다[6].

Q = ρVCp(T2 – T1)
Qcoil(out) = Qfluid + Qair + Qguide (in)

(7)
(8)

Table 5는 대수적 계산을 통해 얻은 가동자의 온도
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온도를 비교한 것이다. 대
수적 계산을 통한 가동자의 온도와 CFD를 통해 얻은
가동자의 온도 차이는 0.1oC로서 0.20%의 오차를 보이
고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수행한 CFD 결과 값은
충분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5. Numerical Results
Fig. 9 ~ 11은 각각 case 1 ~ 4에 대한 온도 해석 결과
를 나타낸다. 각각의 그림은 초기 조건으로부터 냉각을
시작하여 480초가 흐른 후의 고체 온도 분포이다. case
1의 경우, 냉각을 시작한 후 480초가 지났을 때 초기
온도 50oC였던 가동자의 표면온도가 48.5oC까지 냉각
되었다. Case 2의 경우, 가동자의 온도는 50oC에서
43.8oC까지 총 6.2oC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는 추가된 에어노즐 시스템이 냉각성능 효과가 뛰어
남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case 3의 경우는, 가동자의
온도는 50oC에서 46,3oC로써 3.7oC의 냉각효과를 보
였다. Case 2에 비하여 냉각효과가 다소 떨어지나,
Case 1에 비해서는 약 2배가량의 온도 감소 기울기를
나타냈다. case 4는, 가동자의 온도는 50oC에서
42.6oC로써 앞의 절에서 논의한 방식 중에 가장 높은
냉각성능을 보였다.
Case 1과 Case 2를 비교하면 에어노즐 장착이 냉각
성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Case 1과 Case 3을 비교

본 연구에서는 수치 해석을 통하여 TFT-LCD의 제
조 공정에 사용되는 노광기의 리니어 모터 발열 문제
에 대한 효과적인 냉각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수행 결과, 모든 모델에 있어서 냉각 경향은 임의의
기울기를 갖는 1차 선형임을 확인 하고 이를 근거로
냉각 성능은 시간에 따른 냉각곡선의 기울기를 판단
지표로 삼았다. 몇 가지 개선안 중에 열원이 되는 가동
자의 상부에 비접촉 액체 냉각 방식을 적용하고 공간
이 좁아 열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동자와
가이던스 사이 공간에 공기를 분사하는 공랭방식을 함
께 적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냉각 속도를 보임을 확인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냉매의 특성과 냉매 파이프
의 재질에 따른 냉각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차기 모델
에 적용할 최적화된 냉매의 유량조건, Air Nozzle을
통해 공급될 저온 기체의 유량, 공급하게 될 유량에
따른 노즐의 크기 및 성능에 대해서도 연구의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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