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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밀 장비의 진동 허용치는 장비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외부 진동의 허용 범위를 의미하

는 것으로 BBN 기준, NIST 기준 등이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

는 BBN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시 측정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계

측기의 설정 및 분석 방법 등 측정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관련된 측정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BBN 기준 평가를 위해 정밀 장비의 진동 

허용치를 측정시 분석 방법, 평균화 방법 및 등급 판정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안한다.

1)

1. 서  론

정밀 장비의 진동 허용치는 장비의 성능을 저하시

키지 않는 외부 진동의 허용 범위를 의미한다. 이러

한 진동 허용치는 BBN(Bolt, Beranek and Newan) 

기준(1), NIST(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기준(1), FHA(Frank Hubach 

Associate) 기준, 동강성(dynamic stiffness) 기준 

등의 일반화된 기준과 일부의 업체이긴 하나 장비 

생산 업체에서 제시하는 진동 기준이 있다. 또한 반

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서는 장비 생산 업

체가 진동 기준을 특별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장비

의 정밀도에 따라 주로 BBN 기준의 등급을 적용하

여 장비 외부의 진동을 평가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정밀 장비의 진동 허용치를 평가하

기 위해 진동 측정시, 동일 위치에 대해 동일 진동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측정자가 달라질 경우 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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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은 

데이터의 평균화 방법, 측정 시간, 창함수, 대역폭, 

주파수 해상도 등 계측기 설정, 트랜스듀서

(trnasducer)의 선정 및 설치(mount) 방법 등의 측

정 방법이 현장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측정자의 주

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밀 장비의 허용 진동치를 측

정하는 방법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정립된 것이 

없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의 차이는 산업 현

장에서 많은 금전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

서 주로 적용되는 BBN 기준 평가를 위해 정밀 장비

의 진동 허용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정밀 장비 진동 기준

2.1 BBN 기준
 1970년대 Bolt, Beranek과 Newman(BBN)은 

진동 허용 기준을 표현하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던 

시기에 진동에 민감한 장비의 바닥 진동 문제에 대

한 작업을 하였다. 진동문제가 해결 된 후, 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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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기반으로 BBN은 1991년에 장비에 영향을 주

는 외부 진동을 평가하는 기준(2)을 만들었다. Fig. 

1, Table 1과 2의 진동기준은 2005년에 재정립된 

것이다. 

초기의 VC 선도의 주파수 범위는 4 ~ 100 Hz 

였다. 그 시기 대부분의 장비는 5 Hz 보다 낮은 주

파수와 100 Hz 이상의 주파수에서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장비 내부의 공진 주파수(resonance 

frequency)가 8Hz 이상이었기 때문에 8 Hz 이하로 

덜 엄격한 기준으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장비 내부

에 방진을 위한 공기 스프링이 포함되면서 VC-C 

선도 이하는 1 Hz의 주파수 범위로 확장되고, 8 Hz 

이하가 등속도 선도로 변경되었다.

Fig. 1 BBN Generic vibration criterion curves

Table 1 Nemerical definition of criterion curves 
shown in Fig. 1

Criterion Definition

VC-A 260 ug between 4 Hz and 8Hz; 50 um/s 
(2000 uin/s) between 8 Hz and 80 Hz

VC-B 130 ug between 4 Hz and 8 Hz; 25 um/s 
(1000 uin/s) between 8 and 80 Hz

VC-C 12.5 um/s (500 uin/s) between 1 and 80 Hz
VC-D 6.25 um/s (250 uin/s) between 1 and 80 Hz
VC-E 3.1 um/s (125 uin/s) between 1 and 80 Hz
VC-F 1.6 um/s (62.5 uin/s) between 1 and 80 Hz
VC-G 0.78 um/s (31.3 uin/s) between 1 and 80 Hz

Table 2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BBN 

generic vibration criterion curves

Criterion 
Curve

Amplitude


Detail size


Description of use

Workshop 800 N/A workshops

Office 400 N/A office

Residential
day 200 75

computer equipment,
hospital recovery room,

40x microscopes

Operating
theatre 100 25 100x microscopes

VC-A 50 8

400x microscopes,
microbalances,

optical balances,
proximity aligners,
projection aligners

VC-B 25 3
lithography equipment
( 3  line widths )

VC-C 12.5 1 ~ 3

1000x microscopes,
lithography equipment,
( 1  line widths )

TFT-LCD stepper/scanner 
processes

VC-D 6.25 0.1 ~ 0.3
electron microscopes
(SEMs and TEMs),

E-Beam systems

VC-E 3.12 < 0.1

E-Beam lithography 
systems, 

small target systems, 
lithography systems
(nanometer scales)

VC-F 1.56 N/A
Not recommended for 

use as a design criterion, 
only for evaluation.

VC-G 0.78 N/A
Not recommended for 

use as a design criterion, 
only for evaluation.

BBN 기준은 장비 외부 진동을 1/3 옥타브 밴드 

실효치 속도로 측정하여, 그 결과가 초과하지 않는 

최소 선도를 등급으로 결정한다.

2.2 NIST 기준

163



Fig .2와 Table. 3에 나타낸 NIST-A기준은 20 
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BBN 기준의 VC-E와 동

일하나, 20 Hz 이하의 주파수에서는 등 변위선이다. 
이는 초고도 정밀 계측기와 프로브 및 노광기 장비

의 일부에 사용되는 나노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이

다.

Fig. 2 NIST Generic vibration criterion curves

Table. 3 NIST General Vibration Criterion 
NIST 
Level Definition

NIST-A
0.025 displacement for 1 <  ≤ 20 Hz

3   velocity for 20 <  ≤ 100 Hz

NIST-A1
6   velocity for  ≤ 5 Hz

0.75   velocity for 5 <  ≤ 100 Hz

NIST-A1 기준은 5 Hz 이상에서는 BBN의 

VC-G와 유사하나, 5 Hz 이하는 VC-D와 유사하다. 
5 Hz 이하가 덜 엄격한 이유는 5 Hz 이상의 수준

이 공기 스프링 등의 낮은 공진 주파수를 가지는 방

진을 통해 달성 할 수 있는 성능임을 나타낸다.

2.3 FHA 기준
Fig. 3과 Table 4는 FHA(Frank Hubach 

Associate)사에 의해 개발된 진동 기준으로 5~50 
HZ의 주파수 영역을 기술/장비면에서 5가지 영역으

로 구분하였으며 0.125 Hz의 분해능을 가지는 FFT 

분석기로 분석한다.

Fig. 3 FHA floor vibration criteria

Table. 4 FHA General Vibration Criterion 

FHA 
Level

Amplitude Limit Technology or 
Equipment

5 ~ 10Hz 10 ~ 50Hz

AA 0.8 sec 0.8 sec Ultra sensitive 
metrology

A 1.6 sec 0.025 
0.1  Silicon, SEMs, 

E-beams

B 3.1 sec 0.05 
1  Silicon, 
0.1  GaA 

C 6.3 sec 0.1  2  Silicon,
 1000x Microscope

D 12.5 
sec 0.2  100x Microscope

 BBN 기준이 1/3 옥타브밴드(Octave band) 분석

인 반면 FHA 기준은 FFT 분석이다. FHA 기준은 

AA 레벨은 등속도선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는 10 
Hz 이하에서는 등속도선을 10 Hz 이상에서는 등변

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BBN 기준에 비해 고주파 

영역에서 덜 엄격한 기준이다.
  
2.4 동강성(dynamic stiffness) 기준
노광기와 같이 대형의 이동질량을 가진 장비는 

구동하는 동안 바닥에 상당히 높은 동하중을 발생시

킨다. 장비 업체는 이러한 동하중에 의해 유발되는 

바닥 진동을 줄이기 위해 바닥의 동강성(dynamic 
stiffness) 또는 리셉턴스(receptance) 기준을 제시하

기도 한다. 리셉턴스는 동하중에 의해 주파수별 변

위 응답 특성을 나타내며, 동하중은 리셉턴스의 역

수로 표현된다. 김 외(3)는 노광기 기초의 구조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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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허용 규제치를 제안하였다.  

3. 정밀 장비 진동 허용치 측정 – BBN 기준

BBN 기준을 적용하여 정밀 장비의 진동 허용치

를 측정할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측정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랜스듀서의 사양, 계측기

의 설정 및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3.1 트랜스튜스(transducer)의 사양
진동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트랜스듀

서는 가속도계(accelerometer)의나 속도계(velocity 
transducer)를 사용한다. 가속도계의 전압감도

(voltage sensitivity)는 10 V/g 이상, 측정 하한 주

파수는 0.8 이하, 노이즈 플로어(noise floor)는 

1~300 Hz 전대역 RMS 값이 1 ug 이하로 제안한

다. 노이즈 플로어는 트랜스듀서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크기를 의미한다. 속도계의 전압감도는 5 
V/(m/s) 이상을 사용을 제안한다(4). 사용한 트랜스듀

서의 종류 및 사양은 결과 보고 내용에 나타낸다.

3.2 분석 방법 및 진동 크기의 표시
진동의 분석은 중심 주파수(center frequency)에 

대해 23% 대역폭(bandwidth)을 가지는 1/3 옥타브 

밴드로 한다.
진동의 크기는 속도 실효치(rms velocity)로 나타

내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는 변위-속도-가속도의 

3축 선도에 나타내도록 한다.

3.3 평균화 방법(averaging method)
CPB(constant percentage bandwidth) 데이터의 

평균화 방법은 선형 평균(linear averaging), 지수 평

균(exponential averaging), 최대값 유지 평균

(maximum hold avergaing) 등이 있으며, 진동 환경

에 대해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한다. 선형 평균은 측

정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동일한 가중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상상태(steady-state) 신호 분석 적합하며, 
지수 평균은 과거 데이터 보다 최근 데이터를 가중

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이동 평균이나 과도 현상

(transient phenomenon) 분석에 적합하다. 최대값 유

지 평균은 충격성 신호 분석에 적합하다(4)..

정밀 장비의 진동 허용치 측정시 평균화 방법은 

스테이지(stage)의 이동, 차량의 이동, 로봇의 작동 

등에 의해 충격성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값 

유지 평균을 적용한다. 충격성 진동이 없는 경우나, 
충격성 진동이 있으나 평균 시간이 충분히 길어 준 

정상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선형 평균을 적용한

다(1). 결과 보고 내용에 반드시 평균화 방법과 평균

시간 및 전체 측정 시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3.4 BBN 기준의 등급 결정
1/3 옥타브 밴드의 속도 스펙트럼이 초과하지 않

는 최소 곡선을 진동 등급으로 한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진동 측정은 1~2 dB (12%~26%) 이내의 정확

도(accuracy)와 반복도(repeatability)를 허용하므로, 
등급 기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은 권장하지 

않는다(1). 예를 들어 49 um/s와 51 um/s는 50 um/s 
BBN 기준에 대해 1 dB 이하의 부정확도 범위에 

있어 둘 다 정확도 관점에서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

장할 수 있다.

3. 결  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

는 BBN 기준 평가를 위해 정밀 장비의 진동 허용치

를 측정시 사용할 트랜스듀서의 사양, 분석 방법, 평

균화 방법, BBN 등급 판정 방법 등에 대해 제안하

였다. 이는 현장에서 측정자에 따라 동일 현장에  

동일한 기준 적용시 측정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

타나는 경우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이며, 정밀 장비

의 진동 측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 보다 현

장 여건에 맞는 측정 방법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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