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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공리를 적용한 Stocker Robot의 Fork Base설계

백태진†·백철준·윤종보·문인호

신성FA 기술연구소

Designing of Stocker Robot's Fork Base using Axiomatic Design Method

Tae Jin Back†, Cheol Jun Paik, Jong Bo Yoon and In Ho Moon

Shinsung FA R&D Center

ABSTRACT

Today, FPD manufactures are eager to develop larger and larger glass to become the prime market leader. To follow

this need, larger AMHS(Automated Material Handling System) development is essential. The radical increase of glass/

cassette weight puts a lot of pressure on stocker robot's dual arms, which can cause a damage of expensive glasses and

contaminate a clean room facility. In this paper the axiomatic design method is used to institute a design guideline to

evenly distribute a pressure throughout the stocker robo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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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의 다양한 FPD(Flat Panel Display) 및 박막형

태양전지 산업의 유리 기판(Glass)은 그 종류에 따라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그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

리 기판의 대형화에 따라 이들 공정 장비와 자동화 장비

도 대형, 장거리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1]. 박막형 태양

전지의 경우, 제조업체들은 태양전지의 효율성 뿐만 아

니라 셀(Cell)의 대면적 및 저가의 AMHS(Automated

Material Handling System) 개발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양산하고 있는 5.5세대의(1400*1100 mm) 전

도성 유리 기판(Glass)에서 치열해진 시장주도권을 선점

하기 위하여 보다 큰 크기의 8세대(2600*2200 mm) 유

리 기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송, 적재 기능을

가지고 기판을 핸들링(Handling)하는 자동 물류라인의

핵심역할을 하는 것이 스토커 로봇(Stocker Robot)이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 산업에서 필요한

산업용 로봇에만 집중한 결과 이를 단순한 생산 기술

로 인식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고, 기반기술과 요소 기

술의 부재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에는 한계

성을 내포하고 있다[2]. 이러한 국내 실정에서 벤치 마

킹 및 경험에 의존한 스토커 시스템 설계로는 대형 자

동화 시스템 제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따라

서 보다 효율적 설계를 위해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된 설계안를 제시해야 한다. 스토커 시스템의 대형

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커진 카세트 크기(Size)만큼 로

봇의 포크 베이스(Fork Base) 부분에 큰 하중이 실려,

암 동작을 동기 구속시켜주는 아이들 기어(Idle Gear)

장착 부분에 변형을 초래한다. 이는 곧 기어 치형 부분

의 마모나 파괴로 이어져 고가의 유리 기판을 손상시키

며, 아울러 분진발생으로 인해 고도의 청정을 유지해야

하는 타 장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대형 이송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

이들 기어 장착부에 대해 공리적 설계 기법(Axiomatic

Design Method)을 사용하여 설계 심사(Design Review)

를 수행하고, 설계 개선을 통해 보다 대형화된 11세대

스토커 로봇을 제작하여 안정성 및 성능을 평가한다. 

2. 공리적 설계

과거 제품 설계는 설계자의 직관, 수많은 시행착오†E-mail : backtj@shin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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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경험이 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설계방식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으

며, 설계완료 후에도 잘못되거나 치명적인 문제점이 일

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3]. 공리적 설계는 다

양한 설계해(Design  Solution)를 도출할 때, 설계자로

하여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조건을 가지고 최적의

설계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의 가이드 라인(Guide

Line)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최초 소비자의 요

구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기능 요구(Functional

Requirements)를 도출하여 각각의 FRs에 대응하는 설

계 변수 (Design Parameter)를 물리적 영역(Physical

Domain)에서 사상(Mapping) 한다. 마찬가지로 설계 변

수를 만족시키는 공정 변수(Process Variable)로의 매핑

이 이루어진다. 상위 레벨의 FRs는 하위레벨의 FRs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며 분해(Decomposition) 된다. 이

러한 FRs와 DPs의 사상과 계층적인 분해를 반복함으

로써 추상적인 설계해를 보다 구체화 시킨다. 공리적

설계의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설계 공리는 좋은 설계를 얻기 위하여 항상 유지되

어야 하는 것으로 설계 공리 1과 설계 공리 2의 두 가

지 공리를 가진다[4].

제 1 공리: 독립의 공리(The Independence Axiom)

기능 요구 집합의 독립을 유지한다.

제 2 공리: 정보의 공리(The Information Axiom) 설

계의 정보량을 최소화 한다.

독립의 공리는 기능적 영역의 FRs로부터 물리적 영

역의 DPs를 매핑하는 과정에서 특정 설계변수가 다른

기능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응되는 기능요구만

을 만족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공리는 독립의 공리를 만족하는 다양한 설계

안 중 가장 적은 정보량을 갖는 설계안이 가장 좋은 설

계안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의 공리를 적용하지 않고 독립의

공리 및 제약 조건(Constraints)으로만 설계를 진행하였

기 때문에 정보의 공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

기로 한다. 설계 과정은 기능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 사

이의 상호 피드백을 갖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

방정식(Design Equation)으로 표현 할 수 있다.

(2-1)

식 (2-1)의 {FRs}는 독립적인 기능 요구 벡터이고,

{DPs}는 설계 변수 벡터이다. {FRs}는 {DPs}와 설계

행렬 [A]의 곱으로 표현되며 설계 행렬(Design Matrix)

내의 각각의 인자 Aij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2)

식 (2-2)와 같이 설계 행렬의 구성 성분은 설계 민감

도를 의미한다. 설계 행렬의 인자들은 기능 요구와 설

계 변수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표현한다. O와 X를 이

용하여 O로 표기된 항목은 관련이 없고 X로 표기된

항목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5].

독립의 공리를 만족하기 위한 평가 기준은 설계 행

렬이 대각 행렬이나 삼각 행렬의 형태로 나타나야만

한다. 대각 행렬의 설계를 비연성 설계(Uncoupled

Design)라 하고 삼각 행렬인 경우 비연성화 설계

(Decoupled Design)라 한다. 이외의 행렬 형태를 지니

면 연성 설계(Coupled Design)라 한다. 연성 설계는 설

계 변수가 변경될 때, 다른 기능요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설계안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설계자는 연성 설계를 지양해야만 한다. 실제

설계과정에서 두 공리를 만족시키는 설계해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대다수의 설계해는 연성된 설계 행렬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의 공리를 만족하는 비

연성화 설계로 변환한 후, 정보의 공리를 적용하여 최

적의 설계해를 구한다[6].

Uncoupled Design (1)

Decoupled Design (2)

FRs{ } A[ ] DPs{ }=

Aij

∂ERi

∂DPj

------------=

FR1

FR2

FR3⎩ ⎭
⎪ ⎪
⎨ ⎬
⎪ ⎪
⎧ ⎫

X O O

O X O

O O X

DP1

DP2

DP3⎩ ⎭
⎪ ⎪
⎨ ⎬
⎪ ⎪
⎧ ⎫

=

FR1

FR2

FR3⎩ ⎭
⎪ ⎪
⎨ ⎬
⎪ ⎪
⎧ ⎫

X O O

O X O

X X X

DP1

DP2

DP3⎩ ⎭
⎪ ⎪
⎨ ⎬
⎪ ⎪
⎧ ⎫

=

Fig. 1. Concept of Domains,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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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d Design (3)

3. 설계의 공리를 이용한 포크 베이스부
Concept Design

3.1. 스토커 시스템(Stocker system)

스토커 시스템은 박막형 솔라셀(Solar Cell) 및 FPD

카세트를 적재(Loading) 할 수 있는 로봇과 이송하는

데 필요한 레일(Rail), 보관할 수 있는 셀프(Shelf)로 구

성되어진 물류 시스템이다. 박막형 솔라셀의 경우 현재

주력 생산중인 5.5세대 솔라셀 유리기판 및 카세트의

무게는 약 500kg으로 해당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스

토커 로봇을 설계하여 적용해 왔다. 하지만 현재 8세대

이상의 유리 기판을 이송 할 경우, 기존의 하중보다 급

격히 커진 약 1톤 이상의 하중을 스토커 로봇이 지탱

해야 한다. 

5.5세대 스토커 로봇의 경우에도 종종 해당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충격하중이 작용할 때,

포크 베이스 부분에 큰 힘이 가중되어 아이들 기어의

고정볼트가 종종 파괴되는 사례를 보여왔다. 따라서 급

격히 커진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아이들 기어 장착부에 부가되는 하중을 분산시킬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일반적으로 듀얼 암 스토커 로봇의 구조는 Fig. 2와

같다. 2개의 암이 동시에 뻗어 셀프에 놓여진 카세트를

포크부분에서 들어 올린 후, 레일을 타고 이송하여 적

재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 기판의 크기가

커질수록 카세트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직접

적으로 두 암을 동기 구속해주는 아이들 기어의 장착

부에 높은 응력을 야기시킨다.

Fig. 3은 기존 설계안이 적용된 포크 모습을 3D모델

로 나타내었다.

카세트를 들어 올릴 때, 순간적인 충격과 포크 부의

뒤틀림으로 인해 Fig. 4와 같이 아이들 기어의 장착 볼

트 6개가 파손되어 길이가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포크 베이스 기능 전개 

현재 스토커 로봇 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은 고 하중으로 인한 아이들 기어 장착부 파손이다. 이

를 최초 CAs(Customer Attributes)로 설정하면 이에 관한

기능요구가 다음과 같이 3개의 FRs로 나타낼 수 있다.

CAs : Idle Gear 장착부 파손 방지

FR1 : 카세트 하중 감소

FR2: 기어의 내구성 계산

FR3: 기어 장착 부위에 걸리는 하중 감소

FR1

FR2

FR3⎩ ⎭
⎪ ⎪
⎨ ⎬
⎪ ⎪
⎧ ⎫

X X X

O X X

X O X

DP1

DP2

DP3⎩ ⎭
⎪ ⎪
⎨ ⎬
⎪ ⎪
⎧ ⎫

=

Fig. 2. Stoker Robot Modeling.

Fig. 3. Fork Base & Idle Gear.

Fig. 4. Fracture of Idle Gear Attachment Bo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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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FRs를 만족시키는 설계변수는 다양하게 존

재하나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DP1: 카세트 단수 변경

DP2: 아이들 기어 피로한도 Data

DP3: 기어 위치 변경

기능 요구와 설계변수들을 사상(Mapping)하여 독립

의 공리를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계행렬을 구성

하면 다음과 같다.

(4)

기어 장착부의 하중 감소(FR3)는 카세트 단수(DP1)

가 변경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의 기능요구와 설계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비연성화 설계로서 독립의 공리를 만족함을 볼 수 있다.

각 설계 변수를 만족시키면서 보다 설계안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상위 FRs 및 DPs로부터 하위 FRs 및

대응하는 DPs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FR21: 기어 강성 증대

FR22: 기어 내열성 강화

FR23: 기어 종류 변경

선정된 기능 요구에 대해 사상 되는 설계변수를 구

해보면 다음과 같다.

DP21: 기어 재질 변경

DP22: 적합한 그리스 사용 

DP23: 수직하중에 강한 기어 선택

(5)

기어의 내열성 강화(FR22)는 기어 재질 및 그리스

사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관 관계

가 있음을 표기하였다. 

FR31: 암 정렬( Arm Alignment) 용이

FR32: 기어 장착 시 간섭 부분 체크(Check)

FR33: 위치 별 기어 장착부 응력 계산

DP31: 아이들 기어 동기화

DP32: Cad Drawing Data

DP33: 구조해석 Data 

설계 행렬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비연성화 설계행

렬임을 알 수 있다.

(6)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며 각각의 FRs 및 DPs를 분해

(Decomposition)하여 설계 행렬을 구성하여 보면 다음

과 같은 FRs-DPs트리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FRs-DPs트리 구조에서 전체 설계행렬을(Full Design

Matrix) 구하면 Fig. 7과 같다.

FR1

FR2

FR3⎩ ⎭
⎪ ⎪
⎨ ⎬
⎪ ⎪
⎧ ⎫

X O O

O X O

X O X

DP1

D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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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ork's Functional Requirements.

Fig. 6. Fork's Design Parameters.

Fig. 7.  Full Desig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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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된 기능 요구와 설계 변수들의 설계행렬을 살펴

보면 삼각행렬로 독립의 공리를 만족함을 볼 수 있다.

이론상 각 분해 레벨에서 더 이상 분해 되지 않는 구체

적인 설계 변수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논문에

서는 개념 설계안을 제시하여 포크 베이스부의 변형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수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

해는 생략한다. 

제시한 개선 설계안을 분석 하면 아이들 기어 장착

위치에 따라 가해지는 하중이 분산될 수 있음을 인지

할 수 있다. 기존 5.5세대 스토커 로봇은 카세트가 놓

여지는 지점과 고정점이 되는 베어링 축 사이에 아이

들 기어가 장착되어 큰 하중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

로 설계 되었지만, 개선 설계안은 기어의 장착부위가

고정점 뒤쪽에 위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중에 대한

영향이 작다.

4. 아이들 기어 위치에 따른 비틀림각 비교

앞서 제안된 설계안을 실제 적용에 앞서 검증할 필

요성이 있다. 8세대를 초과하는 10~11세대의 유리 기

판을 적재할 경우, 예상되는 가반 하중은 카세트를 포

함하여 약 2.5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제시된 설계

안과 기존의 설계안에 대해 동일한 하중을 부가하여

기어 축의 상대적인 비틀림량을 비교하였다. Fig. 8은

해석 조건에 대해서 나타내었다[7].

암과 포크부를 연결하는 베어링부를 완전 구속하고

아이들 기어 장착 위치를 변경하여 같은 하중에서 장

착부의 축 비틀림량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를 해석하였다. 축의 비틀림량이 크면 클수록 가해지

는 하중이 크며 이는 곧 해당 부위에 장착된 기어가 파

손될 확률이 커짐을 의미한다.

해석을 진행한 결과 Fig. 9와 Fig. 10에 나타낸 것처

럼 기어 장착부 위치가 포크 베이스 뒤쪽에 위치하면

비틀림 변형각이 22.03×E4o에서 5.40×E4o로 약 1/4

수준으로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스

토커 로봇에 적용하여도 포크부 아이들 기어 장착부에

쏠리는 하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

5. 적용 사례

기어 파괴에 대한 정량적인 응력값은 앞선 장의 방

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 포크와 카세트가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충격량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와 같이

축의 비틀림량을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설계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기어축의 위치 변경을

통해 장착부에 가중되는 하중이 분명히 감소된다는 것

은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사의 11세대 스토커 로봇에 개선 설계안을 도

입하였다.  Fig. 11에서 실제 제작되는 스토커 로봇의

구동 조건 및 제반 사항에 대해 나타내었다.

Fig. 12는 Fork 부 고정 베어링 뒤쪽에 아이들 기어

를 실제 장착한 것을 나타내었다.

Fig. 11에 표기된 시스템의 기동 제원으로 테스트

Fig. 8. Stocker Fork Analysis Condition.

Fig. 9. Fork Base analysis with the Idle Gear located at

the front(Formal Design).

Fig. 10. Fork Base analysis with the Idle Gear located at

the rear (Improved Design).

Fig. 11. Dual Arm Stocker System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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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한 결과 Table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시스템의 구동 결과, 개선 설계된 이재(Carriage)부

에서 이재 및 안전율을 비롯한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만족할 만한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6. 결 론

기술발달이 급격히 이루어 지고 있는 박막형 태양전

지 산업에서 유리 기판의 대면적화 및 고효율화는 시

장 선점을 주도하려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에 따른 AMHS의 대형화 기술 확보

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리적 설계를 이용

하여 기존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한 설계안보다 체계적

이고 논리적인 분해를 통해 개선된 설계안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구조해석을 통해 아이들 기어 장착부의

비틀림량이 기존 대비 약 1/4수준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으며, 기존의 5.5세대 스토커 로봇에서 대형화된

11세대 스토커 로봇에 적용한 결과 포크부의 아이들

기어 파손을 방지 할 수 있었다. 스토커 로봇은 다방면

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성을 가진 정밀 기계이다. 많은

설계자들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였지만 아

직도 카세트를 이송하거나 적재 시에 높은 진동값과

충격값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토커 로봇의 이재부분에서 발생된 문제점만을 가지

고 연구하였지만 향후 스토커 로봇 전체에 대한 근원

적인 설계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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