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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miconductor and display equipment demands an ultra-fine precision of several ㎚ to several ㎛, and the
scale is getting smaller due to the explosive development. The manufacturing process equipment for such products
with ultra-fine precision is very sensitive to ultra-small vibrations flowing from the floor, resulting in problems of
production defects and yield degradation. The vibration criteria are a standard that regulates the vibration
environment of the floor where such precision process equipment will be installed. The BBN vibration criteria
defined the allowable vibration velocity level in the frequency domain with a flat and inclined line and presented a
rating according to it. However, the actual vibration criteria have appeared with various magnitudes in the frequency
domain according to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equipment.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ve motion of two major points in the equipment and the vibration magnitude of the floor is presented using the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a simple 3-DOF model. It is describing the magnitude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the floor vibration that guarantees the allowable relative motion and this can be used as the vibration criteria. In order
to obtain the vibration criteria experimentally a method of extracting through a modal test was introduced and
verified analytically. It provides vulnerable frequency and magnitude to floor vib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equipment. And it is possible to know necessary to improv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equipment, and it can be used to check the vibration compatibility of the place where the
equipment will be installed.
Key Words : Environment Vibration, Vibration Criteria, Fabs, High-precision Equipment, Modal Test

모바일 장치, 대용량 클라우드 시스템, 초고화질의 대면
적 TV 등과 같은 IT산업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선폭 수
나노미터급의 반도체, 대면적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패널
의 생산기술과 공정장비기술이 천문학적인 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초정밀 장비는
수 ㎚ ~ 수 ㎛의 초미세 크기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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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중추
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산업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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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다. 따라서 인간이 느끼기 어려운 미세한 진동
도 공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생산불량과 수
율의 저하를 유발한다. 이러한 초정밀 장비가 설치된 제
조용 건물(fabs, fabrication plants)은 매우 낮은 수준의 진동
환경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초정밀 장비의 정
밀도가 극단적으로 작아짐에 따라 아주 미세한 진동만
허용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 시점에서 반도체 산업
의 태동기에 해당되는 1980~90년대에 이미 진동환경의 기
준이 마련되었다. Ungar[1]는 고정밀 장비가 구동되는 시
설의 진동 제어를 위한 BBN 진동허용규제치(BBN
Vibration Criteria)를 소개하였고 진동원을 분류하여 그 특성
과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Gordon[2]은 BBN 진동허용규제치에 대한 세밀한 설명과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Bessason등[3]은 BBN, NIST, ISA
등 다양한 진동허용규제치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으
며 백색잡음(gaussian noise)의 특성을 가지는 진동과 정현파
의 특징을 가지는 정상상태응답(steady state response), 과도
응답(transient response)에 해당되는 진동의 특성에 따른 진
동허용규제치의 적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Salyards 등[4]
은 정밀장비의 제조자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장비의
진동허용규제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정장비의
동작에 이상이 없는 허용 가능한 환경진동의 크기를 명
시한 것으로 특정한 정밀도의 장비 운영에 문제가 없는
환경진동의 크기를 대부분 경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파수에 따라 평탄한 또는 사선
의 직선적인 특성을 요구하므로 다양한 건물과 장비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가장 진동
에 취약한 주파수 하나가 모든 주파수에 대하여 더 낮은
수준의 진동허용규제치를 요구하여 막대한 비용과 노력
의 의미 없는 소모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Fabs 건물,
장비 등 동적시스템의 응답은 주파수 측면에서의 가진력
의 크기, 건물 및 장비 구조물의 질량, 강성, 감쇠 등 여러
매개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동특성에 따라 주파수 응답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동일한 정밀도를 요구하는 장비라 할
지라도 구조가 다르면 내진동성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 장비의 정밀도를 보증하는 바닥진동의 크기
를 주파수에 따라 추출한다면 진동에 취약한 주파수에
대한 부분적인 보강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 인 진
동 대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하여 바닥과 장
비의 주파수응답에 따른 진동허용규제치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5,6].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별 진동허용규제치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의 이론적 방법을 정립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2. 환경진동허용규제치의 고찰
2.1 환경진동허용규제치의 의미와 활용
초정밀 장비가 설치된 바닥(floor)의 진동을 환경진동이
라고 한다. 이러한 건물은 Fig.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클
린룸(clean room)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공조기의 구동, 작
업자의 걸음, 장비의 기동 등 건물 내부적인 가진원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의 운행 등 외부의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건물의 동특성에 응답하여 다양한 주파수와
크기를 가지며 전달되어 바닥을 진동하게 한다. 이의 크
기를 정량적인 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하기 위하여 Fig. 2의
BBN 진동허용규제치가 주로 이용된다. 바닥진동의 크기
를 속도단위에서 1/3 옥타브 밴드(octave band)로 변환하여
로그(log) 스케일로 표기하며, 용도에 따른 진동의 크기수
준을 표시한다. 이는 한 단계를 내려갈 때 절반의 크기로
줄어들게 된다. 사무실(office) 환경의 진동 수준은 400 ㎛/s
수준이나, VC-B는 4 단계 아래이므로 1/24 배로 25 ㎛/s이다.
또한 대부분 주파수에 따라 동등한 크기를 가지나 높은
등급은 진동절연장치를 고려하여 저주파에서 높게 설정
되었다.
진동허용규제치는 건물의 설계와 장비의 운영에 기준
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즉 장비의 사용자는 바닥
의 진동을 설정된 규제치 이하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장비의 개발자는 설정된 규제치 이하의 환경진동에서는
장비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해야 한다. 환경진동의
크기가 크면 장비 내부의 동특성은 높은 강건성을 가져
야 하므로 장비 개발자는 이를 고려하여 동적 설계를 수
행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공정 구현 이외에도 많은 연구
와 노력을 요구받는다. 반대로 환경진동의 크기가 낮으면
장비 내부의 동특성이 좋지 못할지라도 환경진동에 기인
한 공정의 문제에 자유로워진다. 그러므로 장비 개발사에
서는 가능한 낮은 환경진동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장비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낮은 환경진동
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Fabs 건물의 동특성 강화를 위한

Fig. 1. General Structure of a fabs an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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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try) 등의 별도 구조물이 장착되어 있다. 공정 중 바닥
에서 유입되는 환경진동은 두 장치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서로 다른 동특성에 따라 상대운동(x2 - x3)이 유발된다. 이
때 상대운동의 크기가 공정에서 허용되는 크기보다 크다
면 환경진동에 기인한 불량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허용
되는 환경진동의 크기는 주요 두 장치 간의 상대운동의
크기가 허용되는 양을 유발하는 크기이다.

3. 정밀장비의 환경진동규제치 설정방법
3.1 시스템 모델링과 진동허용규제치 유도
정밀장비와 설치건물의 동특성은 매우 복잡한 다자유
도계 모델로 이의 동특성을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모달시험(modal test)를 이용하
여 실험적으로 동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Fig. 2. BBN Vibration Criteria Chart
모델링과 해석의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
한다.
그러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위의 주파수응답함
구조 보강을 수행하고, 대형 펌프와 같은 진동 유발 장치
response function)와 진동허용규제치의 관계를
수(frequency
와 시설의 저진동화를 수행해야 하고, 그리고 장비 설치
부 하단에 방진대(anti-vibration table)등을 이용한 진동 절연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Fig. 1의 연속체 구조물을 주요 위치
방법 등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Bennett 등[7]은 콘
이산화된 질량(lumped mass)과 스프링(spring), 감쇠기
의
크리트 바닥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하여 진동원, 전달경로
(damper)를
배치하고 마찰 등 비선형 특성이 매우 적다고
등을 분석, 건물 바닥의 위치 별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와 모드형상(mode shape)에 따른 특성을 분석 등 가정하여 Fig. 3과 같은 3 자유도 선형시스템으로 수학적
이 수행하였다. 그 밖에 작업자의 보행에 기인하는 진동 모델링을 수행한다. 장비가 설치된 바닥의 운동은 x1으로
특성 분석과 설계 기법[8,9], 진동 절연 장치(vibration isolator) 나타내었으며, 이는 환경진동의 크기이다. 질량(m1)과 스
의 특성 연구[10,16], 능동형 진동제어장치에 대한 고려[11, 프링(k1)및 감쇠기(c1)은 건물의 동적 특성을 결정한다. 즉,
15] 등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큰 환경 x1의 거동은 Fig. 1에서 표현된 공조기와 로봇의 거동 등을
진동의 저감대책은 매우 많은 비용소모와 함께 높은 수 모두 포함한 등가 외부 가진력(f1)에 의하여 발생된다. 장
준의 연구개발의 요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반된 조건 비는 고정하는 장치(x2)와 공정을 수행하는 장치(x3)에 해
은 어느 한쪽이 유리하면 다른 한쪽이 불리해지는 배타 당되는 질량(m2, m3)과 스프링(k2, k3), 감쇠기(c2, c3)의 크기에
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환경진동규제치를 따라 동특성을 가지며 x1의 거동에 따라 운동한다. 환경진
표준적인 협의안으로 결정하며 이를 상호간에 준수함으
로써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진다.

2.2 정밀장비의 구조와 진동허용규제치
다양한 공정을 수행하는 초정밀 장비의 공정 과 건물
구조는 일반적으로 Fig. 1과 유사한 구조로 표현할 수 있
다. 즉, 바닥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가진력에 기인하여 환
경진동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건물의 동특성과 관련된
다. 장비 내부는 척(chuck)과 같이 웨이퍼(wafer)나 평판유
리(glass plate) 등 공정의 대상이 되는 재료를 고정하는 장
치(fixing device)가 장비 하단의 석정반으로 구성된 스테이
지에 부착되어 있으며 카메라와 같은 광학장치, 레이저
가공 장치 등 공정을 수행하는 장치(tool device)는 갠트리

Fig. 3. System model of a high precision equipment and
build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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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바닥에 존재하는 진동에 대한 평가이며 가진력은 f1
이 유일하다고 가정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Fig. 3의 시
스템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질량행렬[M], 감쇠행렬[C], 강
성행렬[K] 그리고 운동을 나타내는 벡터 x(t) = [x1 x2 x3]T와
외력을 나타내는 벡터 f(t) = [f1 0 0] T으로 표현된다. 이를 라
플라스 변환(laplace transform)하면 아래의 식 (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M ] s + [C ] s + [ K ]) X ( s ) = F ( s )
2

(1)

H 12 ( s )
H 22 ( s )
H 32 ( s )

H 13 ( s ) ⎤ ⎧ F1 ( s ) ⎫
⎪
⎪
H 23 ( s ) ⎥⎥ ⎨ 0 ⎬
H 33 ( s ) ⎥⎦ ⎪⎩ 0 ⎪⎭

(3)

X 3 ( jω ) = H 31 ( jω ) F1 ( jω )

식 (3)의 각 자유도별 응답을 페이저(phasor)로 정리하면,
아래의 식 (4)와 같게 된다. 또한 이 벡터들은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4)

우리의 관심은 바닥의 진동 X1(jω)에 대하여 두 주요지
점 X2(jω), X3(jω) 간의 상대운동의 민감도이므로 이를 간단
한 복소해석을 이용하여 유도하면 그 크기와 위상차를

Fig. 4. Motion vector representation of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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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두 상대운동은 식 (6)과 같고, 두 지점의 상대운
동을 나타내는 주파수응답함수는 식 (7)로 나타낼 수 있다.

(2)

X 1 ( jω ) = H11 ( jω ) F1 ( jω )


F1 ( jω ) = F1e jωt

X 21 = X 21e jθ = X 21 ( cosθ + j sin θ )

X 31 = X 31e jφ = X 31 ( cosφ + j sin φ )

⎛ X sin θ − X 31 sin φ ⎞
Ψ = tan −1 ⎜ 21
⎟
⎝ X 21 cosθ − X 31 cos φ ⎠

H 21/31 ( jω ) =

따라서, 외부 가진력에 대한 정상상태 응답은 식 (3)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X 2 ( jω ) = H 21 ( jω ) F1 ( jω )



X 21 − X 31 = X 212 + X 312 − 2 X 21 X 31 cos (θ − φ )



ΔX 21/31 ( jω ) = X 21 − X 31 e jψ

식 (1)을 전달함수행렬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 X 1 ( s ) ⎫ ⎡ H 11 ( s )
⎪
⎪ ⎢
⎨ X 2 ( s ) ⎬ = ⎢ H 21 ( s )
⎪ X (s) ⎪ ⎢ H (s)
⎩ 3 ⎭ ⎣ 31

식 (5)와 같이 얻을 수 있다.

ΔX 21/31 ( jω )
F1 ( jω )

(6)

(7)

식 (7)은 등가 외부 가진력 F1(jω)에 대한 두 주요 지점
간의 상대운동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용적으로 건물 바닥
의 등가 외부 가전력은 매우 측정이 까다롭다. 따라서 바
닥의 거동 X1(jω)을 이용하여 이를 환산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식 (3)에서 X1(jω)과 F1(jω)의 관계를 대입하면, 식(8)과
같이 바닥의 거동에 대한 주요 두 지점의 상대운동관계
를 얻을 수 있다[11]. 진동허용규제치는 양의 크기만 다루
기 때문에 양변에 절대값을 취한다.

X 1 ( jω ) =

H11 ( jω )
⋅ ΔX 21/31 ( jω )
H 21/31 ( jω )

(8)

위의 관계는 바닥을 충격햄머(impact hammer)로 가진하
고 각 부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한 후 모달시험(modal test)
를 이용하여 식 (3)의 관계를 얻고, 식 (6)을 이용하여 모
두 구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진동허용규제치는 바닥
의 운동을 속도 단위로 정의하므로 주파수응답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를 구하면 식(9)와 같다.

ω H11 ( jω )
X 1 ( jω ) =
⋅ ΔX 21/31 ( jω )
H 21/31 ( jω )

(9)

식 (9)에서 ΔX 21/31 ( jω ) 은 대상이 되는 장비의 주요
두 지점 간의 허용되는 상대운동의 크기를 주파수 별로
정의한 것이다. 이는 장비의 기능과 성능을 고려하여 결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전검사 장치의 경우 주파
수와 무관하게 상대 변위운동에 민감하다. 예를 들어 10
㎛의 분해능으로 촬영할 때 허용되는 상대변위가 20% 이
내라면 진동의 크기를 0-peak로 나타내는 것을 감안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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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한다. 이때 식 (9)의 X 1 ( jω ) 는 지정된 상대운동
을 발생시키는 바닥의 진동량이므로 진동허용규제치로
정의한다. 만약 허용되는 상대운동의 크기가 속도로 정의
할 필요가 있다면 식 (10)을, 가속도로 정의한다면 식 (11)
을 이용한다.

H11 ( jω )
X 1 ( jω ) =
⋅ ΔX 21/31 ( jω )
H 21/31 ( jω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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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장비가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광학식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속도와 무관한 최대 허용 범위가
합리적이나, 셔터(shutter)를 열고 닫아서 촬영을 수행하는
경우 셔터속도와 주파수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팅(coating)등 유체를 이용하는 경우 허용되는 상대
운동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2 진동허용규제치의 해석적 검증
Fig. 3과 같이 모델링된 시스템의 주파수응답을 의미하
는 식 (3)에 Table 1과 같은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유도된
진동허용규제치를 해석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자유도계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들을 결정하고 이의 시스템 매개변
수들을 결정하는 것은 지루한 일이므로 3자유도 시스템
을 각각 독립된1자유도로 가정하여 고유진동수를 결정한
다. m1은 건물 바닥의 등가 질량을 나타내므로 장비보다
매우 큰 값으로 선정하였다. 감쇠비는 공진점에서 진동의
크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실제 조정이 쉽
지 않으므로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모두 5 %로 가정한다.
Fig. 5는 해석적으로 얻은 각 부분의 주파수응답함수이

Fig. 5.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of the system.
다. 또한 주요 두 부분의 상대운동 전달함수는 식(5)와 (6)
을 이용하여 구하여 나타냈다. 본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는
9.86 Hz, 19.47 Hz, 31.25 Hz이다. 각각의 질량 차이가 커서 연
성에 의한 고유진동수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허용하는 상대운동의 크기를 1㎛로 설정한 후 본
결과를 식(9)에 대입하면 이의 진동허용규제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즉, 바닥 X1(jω)의 속도가 19.26 Hz에서 17.28 ㎛/s의 정현
파 신호를 갖는다면, 주요 두 위치의 상대 변위는 1 ㎛가
된다. 해석적인 검증을 위하여 19.26 Hz에서 17.28 ㎛/s를
변위로 변환한 후 식(3)의 첫번째 식을 이용하여 가진력
163.96 N을 얻는다. 이를 시스템의 정현파 가진력으로 입
력하면 x1의 운동은 Fig. 7과 같다. 이에 따른 상대운동의
해석 결과를 Fig. 8에 나타냈다. 정상상태에서 주요 두 부
분의 상대운동은 0-peak 값으로 1 ㎛이내로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닥의 진동량이 진동허용
규제치 이하라면 지정된 두 주요 지점 간의 상대운동은
정의된 크기 이하가 됨을 보증한다. 또한, 위의 결과에서

Table 1. System parameters for simulation
Vibration Criteria

Items

Values

Unit

m1
ω1
ζ1
m2
ω2
ζ2
m3
ω3
ζ3

10000
10
5
2000
20
5
100
30
5

Kg
Hz
%
Kg
Hz
%
Kg
Hz
%

10

4

10

3

10 2

17.28 um/s @ 19.26 Hz
1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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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80

100

Freq. (Hz)

Fig. 6. Induced narrow band vibration criteria.

Journal of KSDT Vol. 20, No. 1, 2021

안채헌 · 최정희 · 박준순 · 박민수

30

Response of x

20

1

15

Vel. ( m/s)

10
5
0
-5
-10
-15
-20

6

6.1

6.2

6.3

6.4

6.5

6.4

6.5

Time (Sec)

Fig. 7. Base vibration with criteria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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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dal test setup for finding vibra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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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ve vibration (x2 - x3).
시스템의 고유진동수와 진동허용규제치와 주파수가 유사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유진
동수에서 진동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자명하나,
식 (9)에서 보인 바와 같이 진동허용규제치는 상대적으로
큰 질량의 바닥과 상대운동 주파수응답함수가 상호작용
함으로써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Fig. 6은 본 시스템이
바닥진동에 대하여 가장 취약한 주파수와 그 크기를 명
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특성
보강 방법의 주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3.3 실험적방법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 고찰
위에서 유도되고 해석적으로 검증된 방법은 각부의 주
파수응답함수를 이용하여 바닥 환경진동허용규제치를 선
정한다. 따라서 실제 정밀장비가 설치된 현장에서 모달시
험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건물바닥과 주요 위치에 가속도 센서를 설치한 후 충격
햄머를 이용하여 바닥을 가진하고 동적신호분석기
(dynamic signal analyzer)를 이용하여 각 부의 주파수응답함
수를 추출하여 이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실험적으로 이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Fig. 9와 같이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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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LDV measurement and induced
relative motion with acc. sensor.
시험장치를 구현하였다. 시험장치는 시험용 테이블(x1) 위
에 이송장치를 올려놓았으며, 자석식 지그를 이용하여
LDV(laser doppler vibrometer)의 스탠드를 부착한다. LDV의
끝단은 모델의 x2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이송장치 위에
는 비교적 낮은 주파수에서 고유진동수를 가지도록 유연
한 외팔보(canti-lever)를 부착하고 x3로 가정한다. 각 위치에
는 가속도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며, LDV는 상대속도를 직
접 측정하게 되므로 상대운동의 참값이라고 간주한다. 충
격 햄머를 이용하여 바닥을 가진한 후 가속도센서를 이
용하여 각 부위의 응답을 측정한 후 주파수응답함수를
얻고 x2, x3간 상대운동 주파수응답함수를 소개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저주
파에서는 가속도센서, LDV 모두가 좋지 못한 결과를 보
인다. 이는 센서들의 부족한 저주파수 성능과 마찰 등의
비선형적인 특징에 기인한다. 실제로 진동허용규제치을
위해서는 매우 낮은 주파수까지 측정이 가능한 고감도의
센서가 활용된다. 고유진동수 부근 등 진동허용규제치에
민감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달
시험을 통한 간접적인 상대운동 측정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55 Hz 이상 구간에서는 피크 주파수는 일치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용 바닥 환경진동허용규제치의 실험적 평가방법 고찰

나 그 크기가 다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외
팔보의 비틀림(torsion) 모드의 영향으로 실제 사용시 문제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초미세진동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반도체·디스플레
이 장비 등과 같은 초정밀 장비의 환경진동규제치를 소
개하였고, 그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바닥의 환경진동규제
치는 장비와 사용환경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나 다
수의 경험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정되어 개별적인 장
비의 동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우며 강건한 경향을
보이는 주파수까지 규제함으로써 필요하지 않은 보강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진동허용규제치를
모달 시험을 통하여 추출된 주파수응답함수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해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모달 시험을 통한 측정이 유효함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
다. 이러한 방법은 대상 장비의 바닥진동에 대하여 취약
한 주파수와 크기를 알 수 있으므로 설치될 장소와의 적
합성을 판단하고,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비 설계 및 개선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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