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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pection and measurement of surface quality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rocesses for manufacturing products 

such as semiconductor wafers, sapphire substrates, and display panels. The vibrations of the inspection and 

measurement devices are supposed to be the most dominant factors for severe measurement errors and longer 

measuring time. In this study, dynamic characteristics of an inspection and measurement device a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response experiment and computer simulation to obtain parameters such as frequencies, magnitudes, mode 

shapes, and periods of vibrations. And then an active damper which consists of sensor, interface board, and actuator is 

designed based on the parameters to formulate the most effective reaction signal to suppress the vibrations which is 

generated by an interface board, and provided by an actuator. If the vibrations are measured by the sensor, the active 

damper immediately generates and provides the corresponding reaction signal to inspection and measurement device. 

The result shows that the active damper can suppress structural vibrations effectively and reduce measuring time of 

the device and enhance the productivity. 
 

Key Words : Inspection and Measurement Device, Dynamic Characteristics, Vibration Parameters, Active Damper, 

Vibration Suppression, Measuring Time Reduction, High Productivity 

 

 

1. 서  론1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고집적도와 고화질의 필요성에 따

라 Wafer 표면사양(Fig. 1)이 급격하게 엄격해지고 있다. 또

                                                                                                          
†E-mail: shro@kumoh.ac.kr 

한 LED 기판과 Display panel도 표면사양의 고급화와 대구

경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강화된 사양의 

표면조도를 검사하기위한 측정 장비의 진동은 더욱 엄격

히 관리되어야 한다. 

검사/측정 장비의 경우 측정 모듈 이송 시 가·감속 및 

정지를 위한 구속조건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안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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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기다리 는 대기 시간이 측정 시간보다 매우 길어 생

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Fig.  2).  

 

Fig. 1. Vibrations of an inspection and measurement device. 
 

Fig. 2. Specifications of wafer size and surface quality. 

 

즉, 진동이 크면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진동이 줄어들 

때 까지 기다리게 되어 측정 시간이 길어지고 생산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측정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장비의 진동을 

제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모듈 이송 시 발생하는 장비의 진

동을 억제하여 장비 안정성 및 측정 효율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 진행 방법은 장비 주

파수 분석 실험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장비 

진동 특성을 파악 후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동댐퍼를 

설계하고 적용 하여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장비 진동 저

감 및 측정 대기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였다. 

 

2. 장비 진동 특성 분석 

2.1 주파수 분석 실험 
본 연구의 검사/측정 장비는 단축 이송으로 피측정물

(Object)을 Jig에 올려 놓으면 이송부(Transfer unit)가 일정 지

점으로 이동(Operation) 후Camera가 측정하여 양품/불량품

을 선별하고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는 시스템이다(Fig. 3). 

이송부 가·감속 시 장비에 발생하는 진동은 Impulse 

response로 고유진동수 성분의 진동이다. 따라서 주파수 

분석 실험을 통해 장비 진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특성

(고유진동수와 진동형)에 대해 분석한다. 

 

Fig. 3. Transfer part of inspection and measurement device. 

 

2.1.1 실험 장치 및 Setup 

Table 1은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사양이다. 

Fig. 4와 같이 장비에Accelerometer(가속도센서)를 부착한 

후 Impact hammer(임팩트 해머)로 힘(Input)을 가하고 그에 

따른 진동(Output)을 측정한 후 FFT Analyzer(주파수 분석기)

를 통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면 Transfer function(전달함

수)을 얻을 수 있다. 

 

Table 1. Spec. of the test apparatus 

Spec
Apparatus 

Model Company 

FFT analyzer Net dB PRO-WA AREVA 
Accelerometer 8634b5 Kistler 
Impact hammer DYTR PULSE Dytran 

 

 

 

 

 

 

 

 

 

 

Fig. 4. The setup for the frequency response experiment. 

 

Transfer function 그래프는 주파수[Hz]의 함수이며 실수 

부분(Real)과 허수 부분(Imaginary)으로 나눠진다. 실수 부분 

그래프는 횡축과 만나고 허수 부분 그래프에서는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가질 때의 횡 좌표 값이 고유진동수 이며, 

허수 부분 그래프 꼭지점의 크기와 방향을 통해 진동의 

크기와 진동형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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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실험 방법 및 결과 

진동 측정은 x, y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 하였으며, x방향 측

정은 장비 측면에 센서 번호 ①~⑥를 부착하였고, y방향 측정

은 센서 번호 ①~⑥이 장비 전면부에 부착 되었다(Fig. 5). 

 

 

 

 

 

 

 

 

Fig. 5. The locations of the sensors. 

 

Fig. 6, 7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Transfer function 그래프의 

허수(Imaginary) 부분이다. 

y 방향으로 부착된 센서 ①~⑥의 전달함수 그래프를 보

면 9.5Hz에서 고유진동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크가 같

은 방향으로 발생했으므로 장비 전체가 y 방향으로 굽힘 

진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6). 

x 방향으로 부착된 센서 ①~⑥의 전달함수 그래프를 보 

면 10.9Hz에서 고유진동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크가 같

은 방향으로 발생했으므로 장비 전체가 x방향으로 굽힘 

진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7). 

 
 
 

 

 

 

 

 

 

 

Fig. 6. Transfer function of the structure (y axis). 

 

 

 

 

 

 

 

 

 

Fig. 7. Transfer function of the structure (x axis). 

실험 결과로부터 장비의 1, 2차 고유진동수는 9.5Hz, 

10.1Hz이며, 아래의 Fig. 8과 같은 진동형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Fig. 8. Mode shapes of the structure from experiment. 

 

Table 2.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from experiment 

Mode 
Natural 

Frequency[Hz] 
Mode 

Description 

1st 9.5 Bending along y direction 

2nd 10.9 Bending along x direction 

 

2.2 컴퓨터 시뮬레이션 
측정/검사 장비의 구성은 Frame과 상부에 Transfer 및 측

정부, 하부에 제어 Part(PC 및 Interface Board) 설치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설계 되었다. Frame size(㎜)는 800(L) × 

1,200(W) × 1,300(H)이고, 재질은 Aluminum profile 이며, 

Transfer line의 Stroke는 x축 500㎜, 하중은 30㎏으로 시스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형상 및 물성치를 반영하여 3D모델

을 완성하고 이 모델을 활용해 장비 재료, 구속조건, 결합 

및 지지조건 등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구현된 3D모델은 Fig. 9와 같고,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ANSYS)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석한 결과는 Fig. 10과 

Table 3에 정리하였다. 

 

 

 

 

 

 

 

 

 

 

 

 

Fig. 9. The model for comput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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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ode shapes of the machine from computer 

simulation. 
 

Table 3.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from simulation 

Mode 
Natural 

Frequency[Hz]
Mode 

Description 
1st 9.1 Bending along y direction 
2nd 11.2 Bending along x direction

 

2.3 주파수 분석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어진 고유진동

수, 진동형을 비교한 결과, Table 4에서 볼 수 있듯 두 결과

의 평균 오차가 5% 미만으로 일반적인 허용 오차범위 내

에 있어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가 잘 일치

하고 있어 분석결과가 정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분석결과가 실제 장비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모델을 이용하여 능동댐퍼 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Table 4. Comparison of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from experiment with simulation 

Mode 
Natural Frequency[Hz] Comparison 

[%] Experiment Simulation 

1st 9.5 9.1 4.2
2nd 10.9 11.2 2.7

 

3. 능동댐퍼 설계 및 적용효과 

3.1 능동댐퍼 구성 
능동댐퍼는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Fig. 11), 진동 감지 후 

액추에이터에 명령을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보드(Fig. 12) 

대응신호를 공급하는 액추에이터(Fig. 13)로 구성된다 
 

 

 

 

 

Fig. 11. Sensor.                 Fig. 12. Interface board. 

 

 

 

 

 

 
 
Fig. 13. Inspection and measurement device (left) and  

actuator (right). 

 

능동댐퍼는 진동분석(주파수분석실험, 컴퓨터 시뮬레

이션)을 통해 파악된 장비의 진동특성(주파수, 진동형, 진

동크기, 주기, 진동소멸 경향)을 바탕으로 최적 대응신호

를 설정 및 공급한다(상세 내용 3.2 능동댐퍼 원리 참고). 

 

3.2 능동댐퍼 원리 

선행 진동분석을 통해 주파수, 진동형, 진동크기, 주기

를 파악하였으므로 진동 발생 후 진폭이 최대가 되는 시

점(1/4주기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센서에서 진동

을 감지하면 인터페이스 보드에서 동일한 크기에 방향이 

반대인 대응신호를 1/4 주기동안의 대응신호를 발생시켜 

액추에이터로 실시간으로 전달한다(Fig. 14). 대응신호가 

전달되면 액추에이터는 Moving mass의 이동으로 대응신호

를 장비에 공급한다(Fig. 15). 이때 동일한 크기를 갖는 두 

신호가 상쇄되어 진동이 소멸하게 된다. 

 

 

 

 

 

 

Fig. 14. Vibration and anti-vibration signals. 

 

 

 

 

 

 

Fig. 15. Operation of actuator. 

 

3.2 능동댐퍼 적용결과 

본 검사/측정 장비에서 파악된 가장 큰 진동을 갖는 주

파수 성분은 9.5Hz(y방향), 10.9Hz(x방향)의 진동이다. 

본 장비에 능동댐퍼가 설치된 방향은 x방향이므로, x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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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대한 진동저감 효과를 확인한다. x방향의 10.9Hz에 대

한 대응신호 공급 결과 공급 전과 비교 시 진동크기가 감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용 전 진동이 사라질 때 까

지 대기하는데 약 0.73초가 소요되지만, 적용 후에는 약 

0.43초로 약 0.3초의(약 41%)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Fig. 16).  

이를 주파수영역 신호로 확인하면, 10.9Hz에서의 진동 

크기가 70.2% 감소한(0.00498 g→0.00148g, 노란 박스의 Peak 

크기 비교)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7).  

 

 

 

 

 

 

 

 

 

 

 

 

 

 

 

 

 

 

 
 

Fig. 16. Comparison of vibration magnitudes (Time domain). 

 

 

 

 

 

 

 

 

 

 

 

 

Fig. 17. Comparison of vibration magnitudes (Frequency 

 domain). 

 

4. 결  론 

본 연구는 검사/측정 장비에서 검사/측정 시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함으로써 측정 효율을 높이고, 측정 대기시간

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선행 진동 분석으로 진동의 

주된 원인 파악 후 이를 바탕으로 능동댐퍼를 설계하였

고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를 확정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결과 평균 5% 

미만의 오차를 가지므로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진동분석 결과 1, 2차 고유진동수 9.5Hz, 10.9Hz의 진동

이 가장 큰 크기를 갖는 주파수 성분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능동댐퍼를 설계하였고, 

적용 결과 10.9Hz에서의 진동크기가 적용 전보다 70.2% 감소

하였다[Fig. 16, 17]. 

넷째, 능동댐퍼 적용 전 측정을 위해 진동이 사라질 때 

까지 대기하는데 약 0.73초가 소요되지만, 적용 후에는 약 

0.43초로 약 0.3초(약 41%)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측정기 진동 억제 시 부품 검사/측

정 시 측정 오류로 인한 시간 낭비 및 측정 효율,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소음 발생이 줄어 근로 환경을 개

선하고 장비의 내구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여섯째, 본 논문에 적용된 능동댐퍼는 진동이 문제가 

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검사 및 측정 장비 외 

층간소음, 배관진동, 코골이 등에도 적용되어 동일한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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