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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정밀 스테이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및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제품의

고품질화, 생산성 및 수율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이다. 고속, 고 정밀

운동이 가능한 스테이지 개발을 위해서는

스테이지 기구의 정적/동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진동 등 외란에 강인한 스테이지 운동

제어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적이다. 가상

모델을 이용한 설계는 이러한 스테이지 개발

과정에 있어 개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한편, 기존 스테이지

개발에서는 유한요소 기반 구조 해석을 통한

기구 변형 분석 및 자유 모드 해석을 통한

고유진동 주파수 분석에 가상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제어기 설계는

별도로 이루어져 실제 시작품이 완성된 후

제어기의 검증과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모델을 이용한

스테이지 기구와 제어기의 연동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안하고 스테이지 다물체 동역학

모델과 제어기와의 연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2. 스테이지 다물체 동역학 모델

Fig. 1 은 대상 스테이지 시스템의 다물체

동역학 모델을 나타낸다. 세로 축은

갠트리(Gantry) 형태로 두 개의 구동 축으로,

가로축은 단일 슬라이드 구조로 되어 있다.

Fig. 1 Stage multibody dynamics model

세로, 가로 축 모두 기계식 베어링으로

지지되고 있으며 구동기로는 리니어 모터를

사용한다. 스테이지의 동역학 해석을 위하여

상용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ADAMS 를

사용하였으며, 기구 변형이 시스템의 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로스빔과 지지

기구는 유연체로, 나머지 물체는 강체로

모델링하였다.

3. 동역학 및 제어 시뮬레이션

Fig. 2 는 ADAMS 와 Matlab/Simulink 를

이용한 동역학 모델과 제어기의 연동

시뮬레이션 개념을 나타낸다. ADAMS 에서

생성된 동역학 해석 모델은 S-function 의

형태로 Matlab/Simulink환경에 이식되어 제어기

모델과 연동할 수 있게 된다.

Fig. 2 Construction of ADAMS Matlab/Simulink co-

simul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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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동역학 모델과 제어기 연동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 평가 방법의 스테이지

개발 적용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대상

스테이지의 세로축을 구동하는 두 구동기의

제어에 따른 크로스 빔의 요 운동을

고찰하였다. 갠트리 형태의 구동방식은 두

개의 축에 각각 구동기가 적용되므로 구동력의

차이에 따라 요 운동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진직도 (Straightness)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제어 요소 중 하나이다. Fig.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 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갠트리 제어방식은 각각의 축을 목표 위치에

대해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방식과, 주

구동축과 부 구동축으로 나누어 부 구동축을

주 구동축의 위치에 제어하는 방식, 두

구동축의 위치 오차에 따른 요 각을 계산하고,

보상 모멘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두

축에 인가하는 방식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세가지 제어 모델과 2 장에서

언급한 스테이지 다물체 동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연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1초간 100mm를 이동 후

0.5 초간 멈추는 위치 지령을 인가하였다. Fig.

4 는 위치 지령과 그에 따른 스테이지 모델의

응답을 나타낸다.

(a) Separated axis control

(b) Master-slave axis control

(c) Yaw moment compensative control

Fig. 3 Control algorithm for gantry axis

Fig. 4 Position control result

Fig. 5 Y1-Y2 error and yaw angle

모든 경우에서 위치 지령을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ig. 5 에서와 같이 Y2축을

제어하지 않은 경우와 Y2 축을 Y1 축에

종속시켜 제어한 경우에 비하여 Y1, Y2 축을

개별 제어한 경우와 요 각에 대한 보상제어를

한 경우, 두 축간 오차 및 요 각이 더 작게

나타나 더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을 통하여 다물체 동역학 모델과

제어기의 연동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어기 개발

및 성능 검증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작품 제작 전 단계에서 제어

알고리즘의 검증과 시스템 성능 예측을 통해

스테이지 개발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미세

진동 제어를 고려한 초정밀 위치 결정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한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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