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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t Panel Display(FPD) is widely used a video display terminals to consumer products of LCD and 
PDP. The contamination and damage were affected by using the previous contact conveyor's method. In 
this paper, it analyzes the FPD deflection to develop the non-contact FPD transfer process using lift 
force. Each conveyor's equipment is called a horizontal conveyor, vertical conveyor and robot pick-up 
equipment. As result of an analysis of FPD panel's deflection, a robot pick-up equipment has performed 
according to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like panel's weight and loaded glass to move FPD panel from  
one place to other places properly.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0.474 mm, 0.424 mm and 1.237 
mm. Those values are lower than a predicted optimum values : 2 mm for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conveyers; 5 mm for robot pick-up equipment. Therefore, those results verify each equipment have 
safety and reliability.

1. 서 론

평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FPD)는 현재 

컴퓨터, 텔레비전 등에 널리 사용되는 영상표시장

치로서 주요 제품으로는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PDP(Plasma Display Panel) 등이 있다. 

LCD 및 PDP의 대형 사이즈 시장이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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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제작에 사용되는 글라스(glass)의 크

기는 더욱 커지고 있고 크기의 증대와 더불어 

TFT(Thin Film Transfer)-LCD, PDP 성능을 더욱 개

선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Table 1은 세대별 글라스의 사이즈와 자중의 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글라스의 크기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이송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Fig. 1에 나타난 기존의 일반적인 접촉식 컨베어 

방식은 글라스의 오염, 손상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화된 LCD, PDP 
제작에 사용되는 글라스를 이송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7세대 이상의 대형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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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PD glass features in 6th and 7th

Generation 6th 7th

Glass

Size (mm) 1550 × 1750 1850 × 2100
Thickness 

(mm) 0.6  1.1 0.6 1.1

Weight (N) 40.7 74.6 51.0 93.5

Cassette
Size (mm) 1570 × 1770 1870 × 2120

Weight (N) 1700 2500

을 손상 없이 카세트에 출납시키는 방법, 카세트 

내에서 대형 패널을 지지하기 위한 방법,(2) FPD 
판넬의 자동 저장 및 반출 시스템에 관한 연구,(3) 
운반 로봇(4,5) 및 이송 로봇에 의한 오염 최소화, 
이송 카세트 내의 대형 패널 처짐 현상 최소화 및 

상호 패널의 최적 지지 관련연구, 카세트 이송 시 

진동으로 인한 패널의 손상 최소화,(6,7) 카세트 내

부 및 공정상에서 패널의 불량 발생 시 이를 인식

할 수 있는 방법,(8~10) 클린 룸 공기 유동(11,12)에 관

한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공정 상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

이 비접촉 이송장치에서 양력을 고려하여 처짐해

석을 수행함으로서 새로운 방식의 비접촉 이송 시

스템을 구현하여 FPD 글라스에 발생 될 수 있는 

오염 및 손상을 최소화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모델 및 과정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모델은 수평 이송장치, 
수직 이송장치, 로봇 픽업장치 3가지 형태의 이송 

장치가 사용된다. Fig. 3 (a) 수평 이송장치, (b) 수
직 이송장치, (c) 로봇 픽업장치에 나타내고 있다.

이 3가지 형태의 장치는 프로토타입의 모델을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4는 FPD 처짐 

측정 모습이다. 처짐 측정은 알루미늄 패널을 이용

하였다. 원래 FPD 글라스를 이용하여야 하나 글라

스를 통해 최대 처짐을 얻기 전에 글라스의 파괴

가 발생하여 최대 처짐을 얻을 수 없고, 이송 실험 

장치로 글라스 운반 및 장착에 있어서의 어려움으

로 인해 글라스와 가장 유사한 알루미늄 판을 적

용하였다. 글라스와 알루미늄 패널의 물성치 비교

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Table 2에서 보여지는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glass and aluminum 
plate

Corning 1737 Glass Aluminum Plate

Density 2.54 g/cm3 2.75 g/cm3

Young’s Modulus 70.9 GPa 73.1 GPa

Poisson’s Ratio 0.23 0.33

Size ( mm3 ) 2220 × 1870 × 0.7 2220 × 1223 × 0.8

  

Fig. 1 Normal conveyor transfer equipment

Fig. 2 Non-contact FPD conveyor system

것과 같이 알루미늄 패널은 글라스와 물성이 유사한 

특성을 가짐으로 실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알루

미늄 패널을 대체 사용하였다. 이후 이송장치에서의 

처짐해석에는 FPD 글라스는 7세대 글라스 Corning 
1737 AMLCD Glass Substrate 가 사용되었다.

2.2 실험 결과

FPD 글라스의 처짐해석은 각각의 프로토타입 

모델에서 알루미늄 패널을 이용하여 자중에 의한 

최대 처짐의 양상을 얻고 이 결과를 상용해석 툴

인 ANSYS v.10 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실제

현상과 유사한 구속조건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

어 이를 모델별 이송장치 해석에 적용하여 가장 

유사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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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orizontal non-contact conveyor 

(b) Vertical non-contact conveyor

Fig. 3 (c) Robot pick-up equipment

수평 이송장치에서 처짐 측정은 알루미늄 판의 

양 끝단이 단순 지지된 상태에서 자중에 의한 수

직방향으로 최대 처짐량을 측정 하였다. 측정된 최 

 

Measurement FEM value

Horizontal
 Conveyor 700.0 mm 881.0 mm

Vertical Conveyor 142.5 mm 166.7 mm

Table 3 Measurement and analysis results of 
  aluminum plate deflection at horizontal 
  conveyor and vertical conveyor 

   

Fig. 4 Measurement of aluminum plate deflection

대 처짐량은 700.0 mm 이다. 연구에 사용된 알루

미늄 패널과 처짐 측정값은 Fig. 4에 나타나 있다. 
이는 이송장치와 바닥사이의 최대 높이이며 바닥

면과 선으로 접촉하였다. 바닥면과 접촉이 발생한 

부분은 약 300.0 mm 정도 이며, 이를 토대로 최대 

처짐을 가정하면 처짐량은 약 850.0 mm로 예상 

할 수 있다. 측정된 결과는 이송 장치에서 FPD의 

처짐 현상과 가장 유사한 구속조건을 얻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였다. 알루미늄 패널의 처짐 

해석을 수행한 결과 수직 방향으로 최대 처짐량은 

881.0 mm로 나왔다. 
수직 이송장치의 자중에 의한 처짐 측정에서 최

대 처짐은 약 142.5 mm로 나타났다. 이때 최대 처

짐점은 수직 이송장치와의 최대 거리이며, 접촉된 

양상을 고려하면 처짐량은 수평 이송장치와 마찬

가지로 기기에서 측정된 처짐값은 실제보다 적게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처짐량은 

약 160.0 mm로 예상할 수 있고 알루미늄 패널의 

비교해석을 통해 얻은 처짐량은 166.7 mm 나타났  



황성 ․최 창․노태정․손태 ․박범석454

Fig. 5 Maximum deflection of FPD at horizontal 
transfer conveyor

다.
비교해석 적용된 구속조건은 결국 이송장비에서

FPD의 처짐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실험 및 비교해석에서 얻어진 구속조건은 7세
대 Corning 1737 AMLCD Glass Substrate 글라스의 

처짐해석에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3은 실험으로 얻어진 알루미늄 패널의 처짐

량과 ANSYS를 통해 얻어진 비교해석 결과이다.

3. FPD의 처짐해석

3.1 해석 과정

실험과 비교해석을 통해 얻어진 자중에 의한 최

대 처짐량을 비교한 결과 실제와 가장 유사한 구

속조건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ANSYS를 이용

한 7세대 FPD 글라스의 처짐해석에 적용하였다. 
FPD의 처짐해석은 Corning 1737 AMLCD Glass 

Substrate 로 수행되었다. 수평 및 수직 이송장치 

처짐해석에는 2D 쉘(Shell) 요소가 사용되었고, 로
봇 픽업장치 해석에는 3D 솔리드 요소가 사용되었

다. 해석에 사용된 각 모델별 요소 및 노드 수량은 

수평이송의 경우 요소 440개, 노드 4014개이다. 수
직이송은 요소 4032개, 노드 12533개이고 로봇 픽

업 장치의 경우 요소 3256개, 노드 12910개이다.
알루미늄 패널을 이용한 비교해석에서 얻어진 

구속조건을 Corning 1737 AMLCD Glass Substrate 
글라스에 적용하면 수평 이송장치에서 FPD 글라

스의 처짐해석 결과는 자중에 의한 최대 처짐이 

1113.0 mm로 해석되었다. Fig. 3(a)에서 나타난 모

델 F3 지점에서 자중에 의해 최대 처짐이 발생하

Fig. 6 Maximum deflection of FPD at vertical transfer 
conveyor

Fig. 7 Maximum deflection of FPD at robot pick-up 
equipment

Fig. 8 Maximum deflection of turntable at robot 
pick-up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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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aximum deflection at turntable with loaded 
FPD

고 이 지점에서 공압 지지 바(air force supporting 
bar)의 지지 없이는 파손레벨(breaking level)인 20.0 
mm를 넘게 되어 파손이 발생하므로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공압 지지 바를 대칭적

으로 추가 시켜가며 최대 처짐을 줄이는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직 이송장치에서 FPD 글라스의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지점은 수평 이송 시에 나타나는 현상과

는 다른 수직 방향 Fig 3(b)의 F4, F5에 중력에 의

한 최대 처짐과 휨 (bowing)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

에 수평 이송시의 해석과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Fig. 3(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4, F5 지점에서 

글라스의 처짐이 중력 방향으로 크게 발생함으로 

해석 수행 시 이를 고려해 최대 처짐점에 더 많은 

지지 바(bar)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Fig. 3(a), 
(b)와 달리 (c)에서 보이는 로봇 픽업장치의 경우

는 각 지지점에 집중적인 공압 지지 노즐을 적용

시키고 해석 결과에 따라 최대 처짐을 보완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켰으며, 지지노즐의 개수 또한 

증가 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이송장치에서 설계 목표 처짐량은 수평과 수

직 이송장치의 경우 각각 2 mm 이내이고 로봇 픽

업 장치의 경우 5 mm 이내이다. 따라서 해석에서 

각 설계 목표치에 만족하는 처짐을 얻도록 지지바

와 노즐의 위치를 변경하고 개수를 늘여 가면서 

수행되었다.

3.2 해석 결과

수평 이송장치에서 양 끝단을 단순 지지한 경우

자중에 의한 FPD 글라스의 최대 처짐이 1113.0 

mm로 해석되었다. 양 끝단이 단순 지지되고 글라

스 중앙 최대 처짐점에 공압 지지 바를 1개 지지

한 경우에 글라스의 최대 처짐은 28.8 mm로 해석

되었다. 글라스 양 끝단과 폭 길이의 1/4, 2/4 3/4 
지점에 3부분을 지지한 경우 10.073 mm 처짐이 

발생하였고, 글라스의 폭 방향으로 5등분 된 각 지

점에 5개의 지지 바를 지지한 경우에는 4.787 mm 
처짐일 발생하였다. 위 같은 방법으로 수평 글라스

의 이송방향으로 공압 지지 바 6개를 지지한 모델

의 경우 최대 처짐량은 0.711 mm 나타났다. 해석

결과 처짐의 반대 방향으로 볼록한 부분이 나타났

으며 그 값은 2.134 mm 이다. 이 부분은 실제 처

짐량이 아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고, 지지

바에서 발생된 공압이 글라스의 가운데로 모아져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본 장치의 설계 목적과 글라

스의 파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처짐에 의한 설계 

목표치인 2 mm 이내에 들어감으로 공압 지지 바 

6개가 만족할만한 결과이다. 실험 라인상의 전체를 

이용할 때는 적절한 내부 공기의 조절이 어려워 

해석 결과보다는 많은 처짐이 발생될 수 있지만 

실제 라인의 클린룸 내 공기흐름은 보다 적절하게 

조절되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0.711 mm 보다 더 

적은 처짐이 발생 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지지 바를 6개로한 수평 이송 장치의 경우 처짐해

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수평이송장치의 처짐 해석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수직 이송장치의 경우 하단부분 끝단이 롤러에 

의해 단순 지지되고 글라스는 80˚ 경사를 가진 

수직 이송장치에서 FPD 글라스의 자중에 의한 최

대 처짐량은 166.7 mm로 해석되었다. 글라스 폭의 

중앙에 공압 지지 바 1개를 이송 방향으로 지지한 

경우 최대 처짐은 4.917 mm로 해석되었다. 글라스 

폭의 1/4, 2/4, 3/4 지점에 공압 지지바를 3개 지지

한 경우 최대 처짐량은 0.424 mm로 해석되었다. 
수직 이송장치에서의 경우도 연구에서 제시되는 

처짐 설계 목표치인 2 mm이내에 들어감으로 공압 

지지 바 3개는 만족할만한 결과이다. Fig. 6은 수

직 이송장치의 처짐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수직 

이송장치의 처짐 해석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로봇 픽업장치의 경우 글라스의 자중 및 픽업 

장치의 턴 테이블의 처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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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Results of FPD deflection analysis at 

horizontal transfer conveyor

Number of Supporting 
Bar

Maximum Deflection (mm)

0 1113.0

1 28.8

3 10.073

4 4.787

6 0.711

 
Table 5 Results of FPD deflection analysis at 

vertical transfer conveyor

Number of Supporting 
Bar

Maximum Deflection (mm)

0 166.71

1 4.917

3 0.424

Table 6 Deflection analysis results at robot pick-up 
equipment

Analysis Type Maximum Deflection (mm)

FPD Deflection which 
Loaded Turn table

0.533

Deflection of Turn 
Table

0.758

Deflection of Turn 
Table with Glass Load

1.237

Fig. 10 (a) Horizontal transfer conveyor, (b) Vertical   
 transfer conveyor, (c) Robot pick-up equipment

다. 로봇 픽업장치에 글라스가 장착되었을 때 글라

스의 최대 처짐은 Fig. 7에 나타나 있듯이 0.533 
mm 이다. 수평 이송장치와 다른 지점인 네 모서

리 부분에서 최대 처짐점이 발생한다. 구속은 로봇 

픽업 장치에 공압 지지 노즐이 설치된 지점을 중

력 방향으로 변위를 구속하였다. 또 로봇 픽업장치

의 지지 노즐의 위치는 FPD 글라스의 가공 시 절

취되는 부분으로 배치하여 손상의 가능성을 줄였

다. Fig. 8은 턴 테이블 자체의 처짐 현상을 해석

한 결과로 최대 처짐량은 0.758 mm이고, 최대 처

짐이 발생하는 위치는 중앙의 각 지지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끝단에서 발생한다. 턴 테이블은 중앙

의 4부분이 로봇 픽업장치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

다.
Fig. 9는 턴테이블에 실제 글라스를 하중으로 적

용하고 있을 때 턴 테이블의 처짐 현상을 해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최대 처짐량은 1.237 mm이고 이 

처짐량은 글라스와 턴테이블의 각각의 처짐량을 

합한 값과 거의 비슷하다. 또 실제 로봇 픽업장치

가 글라스를 들어서 이동 시 허용되는 글라스의 

설계상 최대 처짐량은 5 mm이고 해석결과는 이를 

만족하고 있다. 로봇 픽업장치의 처짐해석의 결과

는 Table 6에 나타나 있다. 
처짐해석에 사용된 실제 모델의 사진은 Fig. 10 

(a) 수평 이송장치, (b) 수직 이송장치, (c) 로봇 픽

업장치에 각각 나타나 있다. Table 4-6을 통해 각 

모델별 처짐 해석의 결과 모두 각각의 설계목표치 

2 mm와 5 mm 이내의 처짐을 보여 각 모델에서 

FPD 글라스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음을 보였다.

4. 결 론

FPD 패널 이송장치는 오염과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의 접촉 방식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변화

되고 있다. 7세대 FPD 패널 이송장치를 개발함에 

있어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과 해석을 수

행하였다. 
실험에서는 실제 FPD을 이용한 LCD 및 PDP 제

조 공정에서 상용화된 Corning 1737 AMLCD Glass 
Substrate 대신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안전

하고 편리하게 실험하였다. 실험 및 비교해석에서 

얻어진 구속조건을 Corning 1737 AMLCD Glass 
Substrate 글라스의 처짐해석에 적용시켰다. 각 이

송장치에서 FPD의 처짐을 구한 결과 수평 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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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경우 지지바가 6개 일때 0.711 mm, 수직이송

장치의 경우 지지바가 3개 일때 0.424 mm, 로봇 

픽업장치의 턴 테이블에 글라스가 적재된 상태를 

해석결과 1.237 mm 처짐량을 얻었다. 각 이송장치

에서 처짐해석의 결과는 설계 목표치인 2 mm, 5 
mm이하의 처짐을 충족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었

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나올 8세대 이상의 

FPD 글라스 이송장비 개발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비접촉 방식의 이송장비 응용분야에 크

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의 더 큰 도

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7세대 대응 글라스인 

Corning 1737 AMLCD Glass Substrate를 이용한 진

동 및 기류 등에 대한 실험 및 추가적인 해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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