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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ndows are still the thermally weakest part in considering energy efficiency. The vacuum glazing is considered as a
new alternative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Vacuum glazing are consisting of two separated glass, pillars are support
the under and upper glass. Therefore in this paper suggested the pillar shapes and array arrangements method using Finite
Element Method and validity were pro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with the research that it is announced through
the existing experiment. It is considered to solve pillar shapes and arrangement method problem of the vacuum glazing
using proposed F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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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D = pillar distance [mm]

d = diameter of pillar [mm]

h = height of Pillar, glasses space [mm]

t = glass thickness [mm]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과

유가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 불안으로 자연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국가의 총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의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OECD국가들의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40%는 건물에너지와 연관되어있다[1]. 일반적으로 건

물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손실은 건물의 벽체나 지붕,

창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중에서 창문을 통한

열손실량은 주택의 경우 전체 열손실량의 20~40% 정

도를 차지하고 일반 사무소 건물인 경우에는 15~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율이다. 이는 창문의 열관

류율이 벽체나 지붕의 6~7배 정도로 커서 건물외피 중

열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이다[2]. 이에 대

하여 실내의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창호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되어 왔고, 그 결과로 단

열유리창, 진공유리창, 저방사 유리창, 전기유리창, 투

광조절 유리창 등의 고단열 첨단 유리창이 개발되었거

나 실용화 연구 중에 있다[2]. 이러한 고단열 첨단 유

리창에 사용되는 이중 진공 패널은 단열성능이 우수하

여 미래의 창호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나 구조 및 제조

공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2].

진공패널은 대기압의 영향 때문에 발생되는 압력과

내·외부 온도차이, 그리고 바람 등 복합적인 역학적

스트레스를 지니게 된다. 진공패널에서 진공 작업 시

발생되는 대기압과 내부 진공과의 압력 차이 극복과

온도차,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저항하며 이중유리의 간

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유리와 유리 사이에 지지대가

위치하게 된다. 진공패널에서 하나의 지지대를 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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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지대의 배치는 거리에

따라 스트레스의 발생이 급격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

우 밀집한 배열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진공력에 의한 쏠림 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균형에 따른 유리자체의 스트레스로 인한 크

랙(Crack)발생을 방지함에 목적으로 지지대의 구조와

배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FEM을 이용한

응력분석을 하여 진공패널이 갖는 지지대의 최대 배열

간격과 그 구조를 시뮬레이션 하고, 지지대의 배열에

따른 진공패널의 응력분석과 결과데이터 평가를 토대로

최대허용인장응력 내에서의 지지대 배열방안을 제시하

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조건

2.1. 지지대의 구성 및 특징
진공패널은 Fig. 1과 같이 상하 패널의 간극을 유지

시키기 위하여 두 장의 패널 사이에 진공간극을 유지

할 수 있는 지지대를 배열 하는 구조를 갖는다. 접합

후 진공보호 캡 부를 이용하여 진공을 형성하게 되고,

진공을 형성하는 과정과 그 후에 진공패널의 내부 진

공압력과 외부에서 형성되는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로

인하여 패널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진공패널

에서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지지대의 배치 형태와 지지

대간 간격에 따라 발생되며, 인장응력이 유리의 인장강

도를 초과할 경우 패널에서 자체파괴가 일어 날수 있

다. 지지대는 동일한 패턴으로 배열되며 이에 따라 발

생되는 스트레스 또한 동일한 패턴으로 발생하게 된다.

전체적인 패널의 스트레스분석이 아닌 부분 패턴에서

의 상세한 분석은 나머지 동일 패턴에 대해 동일한 정

보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배열의 한

부분을 모델링 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2.2.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조건
Fig. 2는 진공패널에서의 대기압과 패널의 간극을 유

지하는 지지대를 모델링한 것이다. 두 장의 패널의 진

공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대를 배치시키며 지지

대는 일정 지름(d)과 높이(h)를 갖는 원기둥의 형태를

가정하였다[6].

진공패널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로Fig. 3과 같이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인장응력은 패널의 외부 표

면 중 지지대가 지지하고 있는 부분과 패널 안쪽의 지

지대와 지지대 사이의 중간지점에서 발생한다. 또한,

인장압축이 동시에 발생됨과 동시에 최대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곳은 패널안쪽 면의 지지대의 부근에서 발생

하고 있으나 선행 연구에 따라서 진공패널에서 발생하

는 인장응력은 Fig.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패널 외부

면의 지지대 부근에서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최대허용

인장응력으로 설정하였다[3,4]. 이때 패널에서 발생되

는 최대허용인장응력은 8 MPa로 제한하며 이 값을 초

과하면 높은 인장응력으로 인해 패널에서 자체파괴가

일어나게 된다[5]. 본 논문에서는 최대허용인장응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파괴가 일어나지 않도

록 Fig. 4의 순서도에 따라 일정 패턴을 갖는 진공패널

에서의 발생 응력, 지지대 크기에 따른 발생 응력, 지

지대 간격에 따른 발생응력 그리고 유리 두께에 따른

지지대 간격을 시뮬레이션 하여 응력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1. The arrangement type and shape of pillars.

Fig. 2. The boundary condition of vacuum panel.

Fig. 3. The stress distribution of vacuum panel by the
atmospher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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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

3.1. 패턴 유형에 따른 배치방법
진공패널에서의 지지대의 패턴구성을 안정적이며 배

치되는 개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Fig. 5 와 같이 여

러 패턴으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지지대의 개수, 차지

면적, 지지대의 간격을 고려하여 각 패턴의 형태에 따

라 유리표면의 최대인장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마름모와 정사각형 패턴이 지

지대간 간격이 가장 넓고 지지대의 개수가 적게 배치

됨으로써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3.2. 지지대 개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3.1절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토대로 300 mm ×

300 mm크기의 패널에 지지대를 배치하였다. 이때, 지

지대간의 간격은 최대허용인장응력 값인 8 MPa에 근

접하는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그 중 오각형의 패턴은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속적인 패턴을 형성 시

패턴에 포함되지 않는 빈 공간이 형성되므로 연속적인

패턴 적용이 불가함을 알 수 있다.

패널에 배치 시켜본 결과 Table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마름모형태의 패턴과 직사각형의 패턴이 동일하

Fig. 4. The flow chart of analysis for stress distribution.

Fig. 5. The stress distribution of the pattern types.

Table 1. The Maximum tensile stress and distance according
to the pattern types

The pattern
type

number of
pillars

distance
of pillars

(mm)

maximum
tensile stress

(Mpa)

rectangle 4 21×31.5 7.85

rhombus 4 27 7.64

square 4 27 7.86

pentagon 5 24 7.35

hexagon 6 22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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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배치되었으며, 정사각형의 패턴이 가장 적은 수의

지지대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공패널

의 지지대 배열은 정사각형의 패턴이 가장 적합할 것

으로 사료된다.

3.3. 지지대 형상에 따른 배치방법
진공패널에서 지지대의 개수를 줄임과 동시에 패널

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을 줄이기 위하여 지지대의 지

름을 설계 변수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변수로 지지대의 높이와 지름을

설정하였으며, 지지대의 높이는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200 µm로 고정하였다[3,6]. 지름(d)은 10 µm~500 µm

의 범위 내에서 20 µm씩 지름을 증가시켰고, 지지대의

간격은 정사각형패턴에서 15 mm의 간격으로 시뮬레이

션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Fig. 7과 같이 패널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 값의 범위가 0.3 MPa 안쪽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지지대의 지름은 패

널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지대는 열이 전달되는 통

로 역할을 하므로, 지지대의 지름은 작을수록 좋지만

지지대와 유리 사이에 응력문제가 발생되므로 제조문

제를 고려하여 200 µm로 결정하였다[6].

3.4. 패널 두께에 따른 배치 방법
패널 두께에 따른 배치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FEM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NSG에

서 실험적으로 제안한 수식 계산의 결과와 비교 검토

를 통하여, FEM 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

다. 또한, 이를 통해 유리패널 두께에 따른 지지대 배

열 간격을 제안 하고자 한다.

NSG에서는 진공패널 형성 시 지지대의 간격으로 인

한 패널의 인장 응력변화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

그 설계 방안을 다음 식(1)로 제시하였다[7]. 

(1)

여기서, 

D =평균배열간격(mm)

t =패널두께(mm)

S =표면잔류압축응력(Mpa)

식(1)에서 표면 잔류응력은 유리의 인장항복강도보

다 적다고 가정하면 다음 식(2)와 같이 쓸 수 있다.

(2)

식(2)에 의한 실험적 결과 값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 비교하였으며, 이때 지지

대 지름은 500 µm, 높이 200 µm 원기둥으로 가정하였

다. 그 결과 Fig.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패널 두께와 지

지대간 간격에 따른 결과 값은 시험을 통한 데이터와

일정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시험

에 사용한 패널은 표면에 잔류압축응력이 존재 하는

패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강화패널의 사용으로

결과값의 오차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D 5.2t 5.5× 0.8t 0.08+( ) S×+≥

D 6t 5.58+≥

Fig. 6. Unavailable pattern case in the pentagon shape.

Table 2. The results according to pillar array on the panel

shape of
pattern

Panel size
(mm)

Maximum
tensile stress

(Mpa)

Distance
of pillars

(mm)

Number
of pillars

rectangle

300×300

7.85 21×31.5 150

rhombus 7.64 27 150

square 7.86 27 144

hexagon 7.20 22 153

Fig. 7. The stress comparison according to the support
stand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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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유리두께에 따라 식(2)를 적용한 지지대간

배치 간격의 최대 값과 FEM 응력해석으로 최대 허용

인장응력인8 MPa이 넘어서지 않는 값에 따라 제시된

최대허용간격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지대의 배열에 따른 진공패널의 응

력분석과 이 데이터 평가를 통한 허용응력 내에서의

유리 지지대 배열방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패턴유형에 따른 지지대의 배치는 지지대의

간격과 패널에 배치되는 지지대의 개수를 고려 할 경

우 정사각형 패턴이 가장 안정적 임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진공패널에서 진공간극을 유지하기 위한 지지대

의 패턴은 정사각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지지대의 지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지지

대가 지지하고 있는 패널 외부표면에서 발생하는 인장

응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므로 패널의 외부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을

고려하여 설계할 경우 지지대의 지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열을 고려할 때 제조공법을 고려하여

최소 사이즈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FEM해석 결과와 실험 데이터 비교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FEM 해석방법을 활용하여

유리 두께 및 배치 간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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