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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various methods in the flat panel display manufacture. The cost reduction effect is very big in case of using

the screen printing method. The screen printing method is much used in the process of forming PDP barrier and can

apply to the process of arranging the pillars for maintaining the vacuum gap of the vacuum glazing panel. The pillar

which is one of the core elements for comprising vacuum glazing maintains the vacuum gap overcoming the vacuum

pressure difference with the atmospheric pressure generated in vacuum glazing. At the same time, the deformation

phenomenon by vacuum pressure is relived. In this paper, by using FEM about three considered in the pillar design and

arrangement kinds of limiting factors, the simulation was performed. The pillar optimum arrangement method at within

the maximum allowable tensile stress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s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try to be presented based

upon the analyzed result data review and this validity tries to be verified by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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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D = pillar distance [mm]

d = diameter of pillar [µm]

h = height of pillar, vacuum gap [µm]

t = glass thickness [mm]

1. 서 론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DVD, PDP, 액정, 지상파

디지털 방송 등의 디지털 가전제품시장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 및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부품의

소형화, 고정도화, 박판화 추세에 따라 정밀한 미세패

턴 형성 장비의 성능 향상이 더욱 요구되며, 전자산업

의 제조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제품 제조경쟁에 있어서

정밀성, 생산성, 원가절감 노력은 필수적이다. 평판 디

스플레이 제작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스크린 인쇄

법을 이용하는 경우 원가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1].

스크린 인쇄 기법은 100 µm이상의 두께를 갖는 PDP

격벽을 형성하는 공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진공유

리패널의 진공간극을 유지하기 위한 지지대를 배치하는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 진공유리패널은 좁은 진공 공

간에 의해 분리된 두 장의 판유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도, 대류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한 고 기능성 유리

를 말한다[2]. 

진공유리패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지지대는 유

리에서 발생되는 대기압과 내부 진공과의 압력차를 극

복할 수 있는 간극을 유지함과 동시에 진공력에 의한

쏠림 현상을 해소하며 불균형에 따른 유리자체의 스트

레스 예방으로 크랙발생을 방지한다. 스크린 인쇄법을

통하여 지지대를 배치함에 있어 제판은 고정밀인쇄에

사용되는 메탈마스크를 사용하며 메탈마스크의 패턴은

지지대를 배치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메탈마

스크의 패턴에 대한 설계 및 지지대 배치에 있어서 고†E-mail : osjm@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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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하는 제한요소로는 첫째 진공유리 외부표면 중

지지대 부근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 둘째 지지대를 통

한 열전달율, 셋째 내부 공간의 지지대 부근에서 발생

되는 응력집중 현상이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지지대 설계 및 배치에 고려되는 세

가지의 제한 요소에 대해 FEM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실시 하였다. 진공유리패널에서 발생하는 응력 및

열전달율을 분석하여 진공유리패널이 갖는 지지대의

형상과 최대 배열 간격 및 그 구조를 시뮬레이션하였

다. 지지대 배열에 따른 진공유리의 응력 및 열전달율

분석 결과 데이터 평가를 토대로 최대 허용인장응력

내에서의 지지대 형상 및 최적배열방안과 그에 따른

열전달율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검

증하고자 한다.

2. 지지대 설계 및 시뮬레이션

진공유리패널은 두 장의 유리와 그 사이의 진공간극

을 유지할 수 있는 지지대로 구성이 된다. 지지대의 형

상과 패턴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실린더 형태의

지지대와 정사각형의 패턴을 적용하였다[4]. 본 논문에

서 사용한 모델은 연속적인 패턴을 갖는 지지대의 특

성을 토대로 대칭 조건을 적용 하였다. Fig. 1은 본 논

문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내며 Fig. 2와

Table 1은 유한요소모델과 각 구성에 사용된 재료의 물

성을 나타낸다.

2.1. 압력차로 인한 응력발생

진공유리패널은 유리판을 가로지르는 0.1 Mpa의 압

력차에 의한 영향을 견뎌내야 한다. 지지대의 열전도양

줄이고 시각적으로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

은 지지대를 사용해야 하며, 진공유리 지지대를 설계함

에 있어 요구되는 제안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그 중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지대의 지름은 진공유리패널의

외부표면 중 지지대 부근에서 발생되는 응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리에서 발생되는

최대허용인장응력은 8 Mpa로 제한된다[5].  

2.1.1 진공유리패널 표면의 응력발생

진공유리패널에서 발생되는 최대허용인장응력은 유

리 외부 표면의 지지대 부근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을

고려하게 되며, 이 값을 초과하는 인장응력으로 인해

패널에서 자체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유리패널의 표면

에서 발생되는 응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대허용인장

응력 내에서 배치 간격을 제한하기 위해 FEM해석 방

법을 이용하여 발생응력에 대해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

뮬레이션의 조건은 유리 두께 3, 3.8, 4.8, 5.8 mm로 하

였으며, 지지대는 지름 500 µm, 높이 200 µm의 치수

를 갖는 실린더 형태의 지지대를 적용하였다. Fig. 3은

유리의 외부표면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의 분포를 나

타낸다.

NSG에서는 진공유리패널 제작 시 지지대의 간격으

로 인한 패널의 인장응력변화를 실험적으로 관찰 및

분석 하였다.[6] Fig. 4는 NSG에서 실험적 결과에 따

른 발생 응력 값과 본 논문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의

결과 값을 나타낸다.Fig. 1. Schematic diagram of Vacuum glazing.

Fig. 2. Meshing and properties of Vacuum glazing.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Vacuum glazing.

Property Glass Pillar

Young’s modulus (Mpa) 70900 199.95

Poisson’s ratio 0.23 0.29

Thermal Conductivity (W/mK) 1.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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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의 배치 간격에 따른 발생 응력은 시뮬레이션

의 결과를 토대로 최소자승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t : 0.0317D2 
− 0.8806D + 11.0420              (1)

3.8 t : 0.0165D2 – 0.3050D + 2.5400              (2)

4.8 t :  0.0098D2 –  0.1941D + 1.6308            (3)

5.8 t :  0.0065D2 –  0.1396D + 1.1903            (4)

여기서,

D = 지지대의 배치 간격(mm)

식(1)부터 (4)까지의 식으로부터 진공유리패널에서

제한되는 최대허용인장응력인 8Mpa의 범위 내에서 유

리 두께에 따라 지지대 배치 간격을 제한하는 식을 도

출 할 수 있다. 

D = 7.4657t + 1.4593                          (5)

식 (5)에 의한 유리두께 따른 지지대의 배치 간격은

Table 2와 같이 제한된다.

2.1.2 압력차로 인한 변위

압력차이에 따른 진공유리패널의 탄성변형으로부터

진공간극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높이의 지지대를 설정

하기 위하여 FEM 해석을 실시 하였다. 적용된 지지대

의 사이즈는 지름 500 µm와 높이 200 µm이며, 가장

많은 변위가 발생하는 곳은 진공유리패널 내부의 지지

대와 지지대 사이 중간지점이다. Fig. 5는 유리 두께와

지지대 간격에 따른 유리의 최대 변위를 나타낸 것이

다. 앞서 이루어진 외부표면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을

고려한 제한 간격에 따라 진공간극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지지대 높이는 Table 3과 같다.

2.1.3 원뿔형 응력

본 논문에서 적용된 실린더형 지지대는 지지대의 직

경이 유리두께보다 훨씬 작게 설계되어야 성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 매우 작은 지지대를 사용 할

시 창 내부의 지지대 근처에서 원뿔형의 응력파손이

일어난다. 원뿔형의 응력파손을 일으키는 최소힘을 예

견하는 Auerbach법칙에서의 비례상수를 실험적으로

Fig. 4. The result on the comparison of simulations and

experiments in VIG. 

Fig. 5. Vertical deformation on lower surface between the

pillar and pillar. 

Fig. 3. The tensile stress distribution of VIG. 

Table 2. The allowance distance of the pillars.

Glass 

thickness(mm)
3 3.8 4.8 5.8

Distance of 

pillars(mm)
23 29 3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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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Auerbach법칙에 대한

측정된 값을 사용하면 원뿔형 응력 분열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지지대 배열 간격 D와 지지대 직경 d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7].

                                              (6)

여기서 D와 d의 단위는 mm이다. 

Fig. 6은 진공유리 지지대 지름에 따른 지지대배치의

제한간격을 나타낸다.

2.2. 지지대를 통한 열전달 해석 

진공 창에서의 열전달은 세 가지 분리된 과정에 의

해 지배된다. 따듯한 쪽의 공기로부터 유리 표면까지

열 흐름, 유리 자체를 통한 열 흐름, 차가운 유리 면에

서 주위 공기로의 열 흐름이 있다. 이 중 지지대를 통

한 열전달은 유리 자체를 통한 열 흐름에 포함이 되며

유리판 사이에서 열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 지지대는

진공간극을 유지 할 수 있는 압축강도와 열전도를 최

소화 할 수 있는 속성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압축강도를 고려해 인코넬 718의 물성을 적용하

였으며 재료의 열전도 계수는 유리의 열전도 계수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 온도 차의 매우 작은 비율이 지지대

의 끝에서 존재한다. 이 온도차의 대부분은 각각의 지

지대의 끝 부분에서 매우 가까운 부근의 유리판 내에

서 존재한다. 

2.2.1 지지대 지름 및 높이에 따른 열전달

지지대의 지름과 높이에 따른 열 전달율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유

리의 두께는 3 mm, 지지대간 간격은 23 mm로 고정하

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지지대의 높이와 지름의 범

위는 100 ~ 500 µm 사이를 50 µm씩 증가시켰다. 창

내외부 공기의 온도는 각각 15oC와 −8oC며, 대류열전

달계수는 각각 8 W/m2k, 20 W/m2k로 설정 하였다.

Fig. 7은 진공유리의 열전달 회로를 나타내며, 식(7)을

통해서 열전도율을 유추할 수 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D  155d

3 4⁄
<

Table 3. Minimum pillar height according to the

deformation of glass.

Glass thickness(mm) 3 3.8 4.8 5.8

Minimum pillar height(µm) 5 7 12 17

Fig. 6. Auerbach’s law plotted on a graph of pillar

distance D versus pillar diameterd.

Fig. 7. Heat transfer circuit of vacuum glazing.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Vacuum glazing.

Fig. 9.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Vacuum glazing by

pillar diameter and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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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의 지름이 작고 높이가 커질수록 유리에서 발생

되는 열손실은 점점 작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지지대

의 높이 보다는 지름의 변화가 열전달율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진공유리에서의

열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Fig. 9는 지지대의 지름과

높이에 따른 열전도율을 나타낸다.

(7)

여기서, 

Rtot = R
∞1+ Rw1+ Rw2+ Rw3+ R

∞2 이다.

2.3. 해석 결과 및 고찰

진공유리패널의 지지대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제한

요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유리패널의

두께에 따라 지지대의 최대 배치 간격 및 형상의 최소

사이즈를 제한할 수 있었다. Fig. 10은 유리 두께와 지

지대 배치 간격에 따른 지지대의 최소 높이를 나타내

며 Table 4는 유리 패널 두께에 따라 제한되는 지지대

설계 값을 나타낸다. 

3. 결 론

FEM을 이용한 진공유리 패널의 지지대 설계변수 설

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리 외부 표면에서 발생하는 최대허용인장응

력을 고려한 지지대의 배치 제한식을 도출 하였다. 

둘째, 지지대의 배치간격에 따른 유리의 탄성변형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진공간극을 유

지하기 위한 최소의 지지대 높이를 설정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지대를 배치하기 위한 제조 공법 및 방법에

따라 오차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까지

고려한 지지대의 높이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진공유리 내부에서 발생되는 원뿔형 응력에 대

하여 지지대의 간격을 제시하였다.

넷째, 진공유리 지지대를 설계 및 배치함에 있어서 요

구되는 제한요소 세 가지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으며 각 요소별 최소 및 최대 값을 도출 할 수 있었

다. 도출된 값에 따른 열전달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와

지지대만을 통한 열전달율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후

에는 대류 및 모서리 부분을 포함한 전도를 고려한 진공

유리패널의 열전달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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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inimum height of pillar according to the glass

thickness and pillar arrangement distance.

Table 4. Limitation values of the pillar design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the glass panel.

Glass

(mm)

Distance

(mm)

Minimum 

height(µm)

Minimum 

diameter(µm)

3 23 5 80

3.8 29 7 110

4.8 37 12 150

5.8 44 17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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