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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ano-imprinting stage has been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of nanotechnology. In this study, an analysis 

method of a nano-imprinting stage machine using FEM and flexible multi-body vibration has been presented. The 

simulation using CAE for the imprinting machine is to analyz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3-axis nano-imprinting 

stage and 4-axis nano-imprinting stage. Structural components such as the upper plate have been modeled with 

finite elements to analyze flexibility effects during the precision stage motion. In this paper flexible multibody 

dynamic simulation is executed to support robust design of the precision stage mechanism.

1. 서 론

 최근 들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 제조 장비인 

정밀 스테이지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반도체 개발 초기부터 메모리 소자 개발에만 집

중했기 때문에 국내의 반도체 제조 장비 및 부품 생산 산업

은 매우 취약하다.

 스테이지 장비의 개발과정에서 CAE 기법을 도입함으로서 

개발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또한 개발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제품 설계 단계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스테이지 장비의 구성요소를 

강체로 모델링한 상태에서 시스템의 기구동역학해석을 수행

함으로서 실제 발생 가능한 유연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 이어 스테이지 장비의 

동적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3D CAD Tool을 이용하여 모델

링을 하였고, 다물체 기구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동역학 모델을 만들었으며, 진동해석에 있어 유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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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axis nano imprinting stage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판(upper plate)을 유연체 모델로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나노 임프린

팅 스테이지를 비접촉식 진동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한 

진동실험을 통하여 얻은 mode shape와 frequency 

response의 실험 결과 값과 다물체 기구 동역학 해석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 값을 비교하여 모델링 및 해석

의 타당성을 찾고 더 나아가 3D CAD Tool을 이용하여 가

상의 4축 스테이지를 제작하고 안전성 및 신뢰도를 평가하

도록 하겠다.(1) Fig 1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축 나노 임프

린팅 스테이지 장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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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 equipment

2. 스테이지 진동실험 

2.1 실험 방법

 진동 실험은 진동 측정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 일정 영역의 

가진을 가하고 그 가진에 의해 나타나는 대상의 진동 특성

을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행하고자 하는 실험 대상은 초정밀 나노 스테이

로 직접적인 가진은 스테이지 내부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간접 가진의 방법을 사용하였

다. 나노 임프린트 장비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

는 요소 중, 비교적 강성이 크고 스테이지 정밀 제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프레임 부에 가진을 주는 방법을 택

하였다.

 Fig 2는 진동실험을 위해 장치한 진동 측정 장치와 스테이

지, 그리고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다. Fig 2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가진기를 프레임의 우측 하단에 설치하여 스테이지의 

직접 가진을 피하였다. 이렇게 설치한 가진기를 통해 프레

임 부에 1~2000Hz의 가진을 주어 주파수에 대한 분석을 

실행 하였다. 2000Hz의 가진은 임프린팅 공정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내부가진 요소 Linear motor(50~100Hz) 가

진의 약 20배에 달하는 가진이다.

 가장 바람직한 실험 방법은 실험 대상인 스테이지와 스캐

닝 헤드가 수직방향에 놓이는 것이지만 시스템의 구조상 수

직 방향 스캐닝에는 어려움이 따라 Fig 2에 보이는 것과 같

이 스캐닝 헤드를 수직 방향이 아닌 대각 방향에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2)

2.2 실험 결과

 1~2000Hz의 가진 영역에서 9개의 공진 주파수를 찾아내

었다. Fig 3과 Table 1은 진동실험을 통하여 얻은 기본적

인 mode shape와 그 frequency 값을 나타내고 있다.(3) 

 

1st torsion 1st bending

2nd torsion 2nd bending
Fig 3. Mode shape

Table 1. Frequency data of stage

Fig 4. Frequency response

 Table 2를 통해 스테이지 내부 가진 요소인 linear 

motor와 공진을 일으킬 수 있는 가진 주파수인 50~100Hz 

대역의 값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실험을 통해 얻은 스테이지의 주파수 스펙트럼

(Frequency response)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 그

래프를 통하여 스테이지에는 1st torsion mode와 1st 

bending mode의 고유진동 값이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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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환경 모델링 

3.1 스테이지 및 프레임 모델링

 스테이지 및 프레임 모델링은 3D CAD Tool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최대한 실제 모델과 흡

사하게 만들기 위해 기초 도면을 바탕으로 디자인 하는데 노

력하였고, 정밀하고 세밀한 측정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지 구동의 메카니즘을 고려하여 다물체 기구동

역학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도 실제 메카니즘을 완벽히 구

연할 수 있도록 모델링 하였다. Fig 5는 스테이지의 3D 

CAD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프레임은 여러 개의 단면을 갖은 보 구조물들의 결합으로 이

루어 져 있다. 이 역시도 정확한 해석을 위해 정밀하고 세밀

한 측정을 통하여 실물과 최대한 흡사하게 모델링을 하였다.

Fig 6은 프레임의 3D CAD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7

은 진동실험과 같은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을 만들어 주기위해

스테이지와 프레임을 합쳐놓은 모델이다.

Fig 5. Stage model

Fig 6. Frame model

Fig 7. Vibration analysis model

Fig 8. 3-axis nano-imprinting stage

Fig 9. 4-axis nano-imprinting stage

 이번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데로 현제 보유하고 있는 

3축 스테이지의 모델 및 해석의 타당성을 찾고 더 나아가 4

축 스테이지를 개발하는데 있다. Fig 8과 9는 3축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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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chanel Output chanel

Fig 13. Input and output chanel

지와 4축 스테이지의 상판을 제외시키고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다. 4축 스테이지는 3축 스테이지보다 모터 셋

(motor set)이 하나 더 추가된 모델이다.

3.2 FE modeling and Modal Neutral File

 본 시뮬레이션에 사용 될 Tool은 ADAMS/Vibration이며, 

ADAMS/Vibration에서 필요로 하는 MNF(Modal Neutral 

File)를 생성하기 위해 유한요소생성 프로그램으로는 

Hypermesh를 사용하였고, solver로는 MSC.Nastran을 

사용하였다. 

 가장 먼저, 진동 실험에서 스캐닝 대상이 된 상판(upper 

plate)을 Modal Neutral File로 교체하였고 그 후에 프레

임의 진동을 스테이지에 가장 많이 전달하는 부분으로 예상

되는 프레임과 스테이지 사이에 스테이지를 지지하고 있는 

스테이지 지지 부(ground plate)를 flexible body로 교체

하였다.  Fig 10과11은 각각 상판(upper plate)의 FEM과 

ADAMS/Vibration에서 상판(upper plate)과 지지 부

(ground plate)가 Modal Neutral File로 교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00mm

400mm

400mm

Fig 10. FEM of upper plate(mesh size : 2.5mm)

Fig 11. Replace rigid body by MNF

3.3 Simulation model

 ADAMS/Vibration에서는 실험조건과 같이 가진을 이용하

여 모델의 mode shape 분석 해석 및 frequency 

response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실험의 조건과 같은 입력 조건을 만들어 주어

야 한다. 따라서 실험과 같이 프레임에 간접 가진을 주기 

위해 가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진 지지 부(reaction 

part)를 새로 만들어 주었다. 가진 지지 부는 프레임과 스

프링으로 연결되었으며 6자유도가 모두 구속 되게 된다. 이

는 스프링에 가진 지지부와 수직 방향으로 일정 범위의 가

진을 주었을 경우 가진 지지 부가 고정 되어 있어 가진이 

스프링에 의해 프레임에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실험

Fig 12. Reaction par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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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Simulation

1st torsion: 162.5 Hz 1st torsion: 168.1 Hz

1st bending: 350 Hz 1st bending: 372.5 Hz

2nd bending: 456.3 Hz 2nd bending: 502.4 Hz

2nd torsion: 556.3 Hz 2st torsion: 570.4 Hz
Fig 14. Result comparison

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레임에 가진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Fig 12는 프레임에 새로 추가된 가진 지지 부와 스프링

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ADAMS/Vibration에서는 가진

을 주는 입력부(input chanel)와 진동을 측정하는 출력부

(output chanel)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입력부로는 가진의 

역할을 하는 스프링을, 출력부로는 실험에서 스캐닝이 되었

던 상판의 중심점을 설정 하였다. Fig 13은 시뮬레이션 모

델에서 입력부와 출력부를 나타내고 있다.  

4. Vibration analysis result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축 스테이지의 간접 가진을 이용한 

실험 결과 값들과 3D CAD모델을 ADAMS/Vibration을 이

용하여 해석한 결과 값들을 비교 하도록 하겠다. Fig 14는 

해석을 통해 얻은 각각의 mode shape들의 결과 값을 실험

결과 값들과 비교해 놓은 것이다. 

Fig 15. 3-axis stage frequency response 
using CAE

Table 2. Frequency data at peak point

Fig 16. 4-axis stage frequency response 
using CAE

Table 3. Frequency data at peak point

 전반적으로 그 값이 실험 결과 보다 조금 크게 나타났지만 

그 오차는 평균적으로 약 5% 정도로 작은 범위에서 발생 

하였다. Fig 15와 Table 2는 frequency response에 대

한 그래프와 그 결과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Fig 16은 앞에

서 언급한데로 가상의 4축 스테이지 모델을 3축 스테이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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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data at peak point

Table 5. Frequency of the Mode shape 

같은 조건 하에 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frequency 

response에 대한 그래프 결과 값이고 Table 3은 

frequency response 결과에서 3축 스테이지의 peak점과 

4축 스테이지의 peak점을 비교 해 놓은 것이다. Table 4

와 5는 실험과 3축 4축 스테이지 frequency response및 

mode shape 해석 결과 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언급하

지는 않았지만 해석 결과 4축 스테이지의 mode shape 결

과 값도 3축 스테이지에 비해 2~5%정도 향상 되어 나타났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해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nano-imprinting stage의 안정성 및 초정밀 성을 실험과 

CAE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모델 및 해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며 보완점을 찾는데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이전 연

구인 3축 4축 스테이지의 거동 특성 분석에 이어 진동 특성

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1) 3축 모델은 실험 결과와 비교

해 평균 약 5%정도의 오차가 생기지만 이는 매우 근사한 오

차이다. 오차의 이유로는 스테이지 component간의 연결부 

강성이 실제와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는 부분과, 모든 물질 

들은 flexible하지만 모델에서는 상판(upper plate)과 스테

이지 지지 부(ground plate)만이 flexible하기 때문이라 생

각 된다. 3축 스테이와 4축 스테이지의 결과 값들을 비교해 

보면, frequency response나 mode shape 결과에서 4축 

스테이지가 3축 스테이지보다 많게는 8% 까지 증가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내부 가진 원인 Linear motor의 

frequency 대역인 50~100Hz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진 영

역을 더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15 와 16을 비교해 

보면 y축 값(변위)이 3축 스테이지가 더 큼을 발견 할 수 있

는데 이는 상판의 4군데 모퉁이에 모두 모터 셋이 연결 되어 

있는 4축 스테이지에 비해 3군데의 모퉁이만 구속 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결국 진동 실험 및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하여 이전 연구인 3

축 4축 스테이지 거동 특성에 이어 진동 특성 연구에서도 4

축 스테이지가 3축 스테이지보다 더욱 안정 적임을 알 수 있

다.

 앞으로 초정밀 가공 장비이며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nano-imprinting stage의 안정성 및 기술

의 발전을 위해 내부 가진에 의한 진동과 거동 및 구동 특

성을 살펴보고 연구할 계획이다. 

후 기

본 논문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지원으로 작성

되었음(과제번호 10583).

참 고 문 헌

(1) Lee, K. W., Lee, M. K., Lee, J. W., Lim, Si. H., Shin, 

D. H., Jang, S. Y., Jung, J. I and Yim, H. J., 2007, 

“Dynamic Analysis of a Nano Imprinting Stage Using 

CAE”, Transactions of the KSMTE. Vol. 16, No. 5, pp.

211~217.

(2) Lee, J. W., Lee, K., W and Hong, J. I., 2007, “Modal 

Test of high Precision Stage System Using Laser 

Vibrometer”, Proceedings of the KSNVE Annual Fall 

Conference. 

(3) William T. Tomson and Marie Dillon Dahleh., 1998, 

“Theory of Vibration with Applications”, 5th edition

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