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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 need to enlarge the mother glass substrate in OLED to raise its productivity and to realize OLED TV. On the other
hand, some difficulties may arise regarding the deflection of a large glass substrate during its handling operation due to its thinness
(0.5~0.7t), which is not even enough to allow it to stand its own mass. This thesis proposes a conceptual plan for the application
of the clamping- and bending-end conditions to the glass substrate handler. To verify proposed plan, the non-contact 3 dimensional
measuring instrument is developed. The composition of the 3 dimensional measuring instrument measures shape of the product
using X-Y stage robot and laser distance sensor. X-Y stage robot and laser distance sensor are controlled by LabVIEW language.
To calibrate measuring instrument, the direction conversion of the Euler angle was used. In order to confirm deflection of the
glass substrate,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at the bending end boundary condition and the proposed effect wa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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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C1, C2, C3 = 적분상수
E = Modulus of elasticity 

I = 단면 모멘트 

L = 보의 길이 

S1 = 기판 휨에서의 상 방향 처짐량 

S2 = 기판 휨에서의 하 방향 처짐량

q = 분포하중(distributed load) 

w0 = 단위 길이당 분포하중 

x = 길이의 매개변수 

v = 유리 기판 처짐량

θ = 각(angle)의 매개 변수 

θ1 = 굽힘 지지에서의 기울기(slope) 

1. 서 론

디스플레이는 진공관 시대를 시작으로 높은 해상도

의 고화질과 대면적 그리고 실감영상 등의 고성능화를

추구하며 발전해 왔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OLED

(organic light-emitting device)의 경우 고선명, 고속 응

답성, 고화질, 넓은 시야각 등의 장점으로 LCD를 대체

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고 있다[1-4].

평판 디스플레이의 대면적화에서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기판(glass substrate)의

대형화로 인한 상당한 처짐의 발생이다. 본 논문은 대

면적 OLED 증착 공정에서 기판 처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대형 측정장치를 개발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한다[5-7].

2. 처짐 이론

기판의 처짐 거동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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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문헌에서 유리 기판의 처짐 변형은 탄성 거동하

는 보로 가정할 수 있다. 양단 고정 보(beam)는 자유단

지지의 보 보다 줄어드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에 기판

에 양단 고정 조건을 부여하고 여기에 굽힘을 추가로

인가 함으로서 자유단 혹은 양단 고정 상태에서의 처

짐에 비해 적은 처짐량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보의 경계 조건에 따라 처짐 거동을 나타내는 일반

식은 식(1)과 같다. 

(1)

식(1)의 적분 상수들은 양단 고정의 경계조건인 양

끝 단의 처짐량이 같은 조건 식(2), (5)과 양 끝 단의

기울기 값이 같은 조건 식 (3), (4) 의 경계조건을 이용

하여 식(6)을 구해낼 수 있다.

(2)

(3)

(4)

(5)

보의 중심 지점에서 최대 처짐값이 발생함으로 최대

처짐량을 나타내는 일반 식은 식 (6)과 같다.

(6)

굽힘 지지 경계 조건을 갖는 보의 처짐 일반 식은

양단에서의 처짐량과 굽힘 각의 절대 값이 같은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식 (7)과 같이 나타내었다. 

(7)

탄성 계수(Young's modulus)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

편을 제작하여 3점 굽힘 실험(three point bending test)

을 수행하였다. 양단 지지대에 기판 시편을 지지 후 하

중을 부여하여 그 처짐량을 레이저 센서로 측정하여

평균 탄성계수를 구하였다(Fig. 1). 식 (7)과 같이 기판

의 집중하중에 의한 처짐 공식을 이용하여 탄성 계수

를 계산하였다(Table. 1)[8]. 

(8)

유리기판의 처짐 회복을 위한 양단 굽힘의 기판조작

으로 인해 유리기판의 길이는 920 mm에서 900 mm로

변경되었다. 실제 실험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

해 유리기판의 길이는 900 mm를 부여하였다(Fig. 2).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얻었다. 실험결과 유리기판의 최소 처짐을 위한 최적의

양단 굽힘 각을 얻었다. 그림 4와 같이 최소 유리기판

처짐은 굽힘각이 4.25o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Fig. 3)[9].

3. 3-D 측정시스템 구성

기판 처짐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대형 측정시스템

을 제작하였다. 시스템 구성은 X-Y 직각 좌표 로봇과

레이저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대면적 형상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로봇의 구동과 레이저 거리 센서는 Lab-

VIEW언어를 이용하여 컨트롤 하였다. 

4.1. 평면 X-Y스테이지 구조

유리기판의 전면적 처짐의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 로

보스타사의 X-Y 직각좌표로봇을 사용하였다. 두 개의

X축은 동기구동을 하며 Y축에 레이저 거리 센서가 장

착된다. X축, Y축의 구동범위는 각각 1500 mm,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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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the three point bending test

하중(N) 처짐(mm) 탄성계수(GPa)

0.49 0.202 67.4

1.11 0.463 66.6

1.63 0.682 65.1

E
P

48vI
---------- 4x3 3L2x–( )=

Fig. 1. Three point bending test.

Fig. 2.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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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이고 위치 정밀도는 40 um이다(Fig. 4). 

4.2. 레이저거리 센서

처짐량 측정실험에 사용된 기판은 4세대 기판으로서

두께 0.63t를 사용하였으며 처짐량 측정을 위하여 Freecon

사의 레이저거리 센서(LTML)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쓰이

는 레이저 거리 센서의 측정범위(range)는 115~215 mm이

며, 측정 해상도(resolution)는 10 um이다(Fig. 5).

4.3. 제어함 구성

X-Y 직각좌표로봇을 구동시키고 센서의 신호를 컨

트롤 하기 위한 제어함을 구성하였다. X-Y 직각좌표로

봇은 크게 3상 220v와 단상 220v 사용하여 모터와 컨

트롤러에 전원을 공급한다(Fig. 6).  

5. 3-D 측정시스템의 구동 및 데이터 수집

측정시스템의 구동과 데이터 수집은 LabVIEW언어

를 사용하였다. 유리기판의 형상은 X축과 Y축의 좌표

에 동기화 되어 있는 센서의 신호를 통해 확인하였다. 

RS232C통신을 하고 있는 레이저 거리 센서는 Sync

+ Low + High 와 같은 3 Byte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동

기를 맞추기 위한 Logic 및 Error Check Logic이 추가

되었다. 

아래 그림은X-Y 직각 좌표 로봇의 구동범위와 속도

를 조정할 수 있는 구동부이다(Fig. 7). 

6. 3-D 측정시스템의 오차 확인 및 보정

3-D측정시스템의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절대좌표 X

축과 수평한 정반을 측정하였다. 평탄도 4 um의 정밀

도를 가지고 있는 정반을 측정한 결과 시스템의 오차

분포도는 Fig. 8과 같다.

측정결과 시스템은 100 um만큼 기울어져 있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오일러각 방위변환을 이용하여 기울

Fig. 3. Simulation using the ABAQUS.

Fig. 4. Large-size X-Y stage. 

Fig. 5. Laser distance sensor.

Fig. 6. Configuration of the control box.

Fig. 7. Control panel for motion of th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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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는 시스템을 보정한다. (9)

(9)

월드 좌표계와 오일러 각을 계산하였으며 변환 후

시스템의 정반측정 데이터는 Fig. 9와 같이 절대 좌표

계와 수평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방위 변환된 데이터의

정밀도를 확인하였다. 해석결과 방위 변환된 데이터는

50 um 이하의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10).

7. 실험 및 고찰

기판의 최적 처짐량을 알아 보기 위해 굽힘 지지의

실험을 하여 기판의 최소 처짐을 알아보았다(Fig. 11). 

굽힘 지지 하에서의 기판 처짐량을 측정하였다. 굽

힘 각도(bending angle)를 변화시켜 가면서 기판 처짐

량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기판의 처짐 측정은 기준선

에 윗부분으로 볼록 한 부분의 처짐량을 S1, 아랫부분

으로의 처짐량을 S2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Fig. 12). 

측정결과 굽힘 지지 기판의 측정 실험에서 최적의

굽힘 각도 값은 4.95o~5.1o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

며 이 때 유리기판의 처짐량은 대략S1이 3.5 m, S2

0 mm 일 것으로 예측된다(Table. 2)(Fig. 13).  

 xV

 yV 

 zV 

 
 cψcθ sψcθ sθ–

 cψsθsφ sφcφ   – sψsθsφ cψcφ– cθsφ
 cψsθcφ sψsφ   – sψsθcφ cψsφ   – cθcφ 

  
 xU 

 yU 

 zU 

=

Table 2. Deflections as function of various bending angle

Angle (°)
Deflection Displacement Maximum 

DisplacementS1 (mm) S2 (mm)

4.05 2.49 5.05 7.54

4.50 2.59 3.36 5.95

4.95 3.30 1.11 4.41

5.18 3.6 -0.13 3.73

5.40 4.07 -1.09 5.16

Fig. 8. Measurement data before calibration.

Fig. 9. Measurement data before calibration.

Fig. 10. Control panel for motion of the stage.

Fig. 11. Glass-deflection experiments at the clamping-end
boundary condition.

Fig. 12. Deflection at the bending-end boundary condi-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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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얻은 유리기판의 최소 처짐량을 유발하는

굽힘 각은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험

결과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리기판을 고정지지 할 때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

한 우레탄의 사용이 원인이다. 웜 기어 비로 계산된 유리

의 굽힘 각은 탄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레탄으로 인

해 실제 굽힘 각보다 더 작은 값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Fig. 14은 양단 굽힘 각이 5.18o일 때 유리기판의 전

면적 데이터를 나타낸 그림이다. 

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LED의 증착 공정에서 대형 기판의

처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판의 양단에 굽힘의 지지

조건의 처짐량을 확인하기 위한 대형 측정장치를 개발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유리기판의 전면적 처짐을

측정하여 유리기판의 처짐을 확인하였다. 

양단 굽힘 각에 따라 유리 기판의 처짐 현상의 변형

을 알기 위해 X-Y 직각 좌표 로봇과 레이저 거리 센서

를 이용하여 3-D 측정기를 구성하였다. 측정기의 오차

를 보정하기 위해 오일러 각의 방위변환 방법을 적용

하였으며 유리가판 측정 시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양단 굽힘 지지에서의 기판 처짐을 이론적으로 해석

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으로 기판 처짐 거동을 예측하

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θ = 4.25° 에서 처짐량 4.1 mm

로 기판 처짐이 최소화됨을 확인하였다. 

대형 측정장치를 통해 유리기판의 양단 굽힘 시 유리

기판의 처짐 거동을 알아보았다. 유리기판의 처짐은 θ =

5.18° 일 때 약 3.73 mm의 처짐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유리 기판의 전면적 처짐량을 측정함으로서 유리 기

판의 기구 조작 시 유리 기판의 처짐 현상이 전면적에

서 일정함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LED 유리기판의 처짐 현상을 최소

화하기 위해 유리기판의 양 끝 단에 굽힘력을 

가하였고 이 때의 처짐을 대형 측정장치로 확인하였

다. 이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시스템은OLED 뿐

만 아닌 대형의 디스플레이용 기판의 형상변형을 측정

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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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Glass-deflection experiments at the bending-end
boundary condition.

Fig. 14. Optimum of the glass-deflection at the bending-
end boundary cond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