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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This paper describes an improved design model that can be used to configure a 

non-contact pneumatic device to turn a large sheet at the in-line system. For 

rotational moving in the conveyor system, the conventional method is to turn the 

system itself. The improved non-contact pick-up system mainly uses 8 pairs of 

L-shaped latches and 12 swirl type heads. It is positioned above the upward air 

flow table. This system performs the non-contact gripping and side-edge contact 

support in the vertical and rotational directions to hold the self-weight of a large 

flat sheet. A non-contact air head can exert a sufficient gripping ability at 4N 

lower than the standard working pressure. The side latches support 60% of the 

lifting force required. Through structural and flow analysis, the working 

conditions were simultaneously considered in accordance with the deflection and 

flatness of the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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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수 조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

는 자본 집약산업이며 고도의 생산기술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산

업으로서 다양한 전후방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국내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과감한 투자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

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중에 제조공정 내 물

류시스템의 혁신도 큰 관심분야이다. 

일반적으로 Flat Panel Display(FPD) 원판 글라스가 커지면, 

Automated Guided Vehicle(AGV) 및 이동통로, 임시저장소

(Buffer), 창고(Stocker) 등이 함께 커져서, 클린룸 설치 등 단위 

면적당 건설비와 유지비용이 높은 LCD(Liquid Crystal Display)

제조공장의 크기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가절감의 차원

에서 FPD 제조 공장의 크기와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은 매우 중요

하다.

LCD 패널 제조현장의 경우 물류시스템의 혁신방향은 얇은 두께

의 대면적을 갖는 원판 글라스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정 간에 이송시킬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CD 제조공

정 내 공정간 발생하는 공정품(Work In Process)의 이송을 유기적

으로 연결하여 전체 제조시스템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안

전성과 속도를 대폭 개선한 새로운 개념의 클린 이송시스템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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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ngle-Substrate Transport System line Fig. 2 Swirl air head model for picking-up the large flat sheet.

되고 있다
[1,2]

.

더욱 상세하게는 8세대 이상 원판 글라스를 이송하는 시스템으

로 대평판 처리 및 공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낱장 단위의 글라스를 

비접촉으로 파지하고 이송 운동 방향에 따라 방향전환이 가능한

STS(Single-Substrate Transport System)과 이송 방향전환에 연

동되는 비접촉/접촉 GHU(Glass Handling Unit) 및 ACU(Air 

Clean Unit)의 생산 설계 기술 등이 관심의 대상이다.

Lifting 장치를 제외한 공기 부상 STS를 구성하는 기본 시스템

은 이송 방향에 따라 A-NCV(Air Floating Normal Conveyor), 

A-DCV(Air Floating Diverter Conveyor) 및 A-TCV(Air 

Floating Turn Conveyor)으로 Fig. 1과 같이 구성된다. A-NCV

와 A-DCV는 기존의 롤러 컨베이어 이송방식을 탈피한 공기 부상 

방식의 비접촉식 대면적 글라스 이송시스템이다. 현재 물류 방향의 

전환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이 미진함에 따라 LCD 제조 라인에서 

공기 부상식 컨베이어가 일부 적용된 현장은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

분 LCD 제조 라인에서는 일반 롤러 컨베이어와 다른 방식(접촉식)

에 의해 물류 운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다공성 에어 베어링을 이용한 중소형물 이송을 위한 비접촉 

A-NCV는 Newway사를 비롯하여 많이 적용하고 있다
[3]

. 그리고 

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태성기연(Taesung Eng)이 개발한 A-NCV

와 A-DCV는 Fiber Filter와 원심(Centrifugal) 팬을 이용한 압축 

공기 분출구의 배열을 최적 조합으로 하여 글라스의 비접촉 높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4,5]

.

그러나 Fig. 1의 A-TCV는 공정품의 회전이 요구되어 A-NCV 

및 A-DCV와는 달리 장치 구성의 간결성, 용이성 그리고 접근성을 

부여하는 개념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에 적용되는 비접촉 헤드(핸드)의 비접촉 파지

력을 늘리거나 이를 다수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부에 로봇 암에 프레임을 두고 그 아래에 다수의 

비접촉 헤드를 배열하여 비접촉 헤드와 글라스 사이에서 발생되는 

진공 흡착 힘을 이용하여 파지함으로써 글라스 접촉면의 오염

(contamination)을 최소화하고 글라스의 가장 자리만을 최소로 

핸들링하기 위한 side edge grip(latch)을 추가하여 정확한 

alignment를 유지하면서 회전 이송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비접촉 헤드의 연구는 웨이퍼 및 기타 소

형물체를 대상으로 단일 헤드 또는 3개 정도의 헤드에 압축 공압을 

이용하여 헤드 내부에 진공압을 발생시키는 내부 형상 구조를 주로 

다루고 있다
[6-1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평판 적용 목적으로 웨이퍼 이송용 

소형 비접촉 진공파지 헤드나 모듈을 확대하고 적절한 공기압(3.2 

~ 4 bar 수준)을 사용하여 파지 능력을 개선시킨 선행 연구 등
[11-13]

을 통하여 수직 상하 및 회전 이동을 하는 로봇 암에 다수 장착하여 

대평면 글라스를 파지 가능한 기초 설계안을 제시하여 공간 사용 

효율성이나 장치 구성의 구조적인 단순화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도

록 하는데 있다.

2. 비접촉 헤드 원리 및 구성

2.1 Swirl 공기 흐름 적용 헤드

현재 반도체용 웨이퍼를 필두로 소형 평판 공정품을 비접촉 이송

을 목적으로 파지하는 형태는 Fig. 2의 도시와 같은 swirl 흐름 발

생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14]

.

여기서 헤드의 양쪽으로부터 챔버 내부 벽면의 접선 방향으로 따라 

주입되어 공기가 벽면 가까이에서 내부의 swirl 흐름을 유지하다가 

하부에서 헤드와 박판 물체 사이로 방사(radial)방향으로 추출하기 위

해 반발 힘으로 만들어진 틈새 사이로 지속적으로 흐름이 유지된다.

이와 동시에 헤드 내부에서 진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헤드와 

평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미소해야 하고, 주로 벽면을 따라 공기의 

주 흐름이 이루어지는 영역과 헤드 하부 토출 영역에서 레아놀드수가 

난류와 층류의 임계경계를 중심으로 흐름이 변화되면서 가능하다.

또한 공기 사용량이 증가되면 관성 부분이 점성 부분보다 크게 

증가되므로 직경 방향의 압력   분포는 식 (1)로 표현 가능

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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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gnificant air head design factors to sustain the non- 

contact grip

(a) Measured image gap at 3.3bar working pressure

(b) Gap variation vs. different working pressure

Fig. 4 Non-contact gap vs. working pressure

Fig. 5 Vertically sectional swirl contour in the head

즉, 방사방향으로 압력의 변화는 swirl의 움직임(

)의 형태에 

따라 좌우된다. 

2.2 대평판용 헤드의 구성과 설계

대형 굴곡 박판면의 곡률을 감안하여 70 mm 수준 직경의 디스

크를 사용한 헤드 내에 swirl 흐름의 형태를 유지 및 확대를 통하여 

양압과 진공 발생영역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키고자 제어 가능한 내

부요인들을 분석 정리하면 Fig. 3과 같다.

공기압에 의해 헤드 하부에서 공정품(work piece) 표면에 작용

하는 반발력(repulsion)과 진공력(suction)의 균형을 일정 간격을 

두고 형성하여 비접촉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헤드 내부노즐의 

크기와 형상의 효과에 좌우된다.

2.2.1 노즐의 크기

노즐의 크기는 주입량(air flow rate)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

며 또한 선회 흐름의 유지 및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선회류를 발생시켜 방사형의 흐름을 이용하는 방식은 1개 또는 2

개의 주입구를 형성한다. 여기에 작동(working) 공기압과 주입단

면적 (1 ~ 2 mm 직경)등에 의한 제어를 통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최적으로 조정된다.

높은 작동압은 유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식 (1)과 같이 선회 속도

를 높여 줌으로써 진공 영역을 헤드 내부 챔버 벽 가까이로 확대할 

수 있다. 통상 사용조건에 따라 3 ~ 5 bar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또한 유량의 증가는 방사형으로 헤드의 노즐 효과를 상승시키는 결

과로 나타나게 됨에 따라 반발력과 진공력이 동반상승하나 헤드와 

공정품 사이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리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

기존 연구
[12]

에서 제시된 사양인 직경 72 mm 헤드 형상 기준으

로 내부에 흐름 가이드를 주어 개선된 헤드에서 파지할 수 있는 

힘은 주입 공기압 3.3 bar 기준으로 2.744 N에서 4.116 N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작동압의 사용에 따라 비접촉 간격이 0.4 ~ 0.78 mm 수준에

서 이루어진다. 

2.2.2 헤드 내부 형상

다양한 노즐 형상은 효과적인 비접촉 파지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의 주된 인자이다
[12]

. 내부 방사형이나 선회류 등의 

흐름을 발생시켜 Bernoulli 효과를 이용하게 되는 컵 모양 구조가 

주로 사용된다. 

또한 Fig. 5와 같이 휘어지는 굴곡진 대평판 표면에도 대응하기 

위해 헤드 하단부 팁(tip)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수직 5등분 높이에

서 나타나는 형태의 내부 선회 흐름과 하부 방사형 흐름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헤드 내부 벽을 곡면으로 처리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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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diagram of ASU support and head arm for a 

glass lifting and turning in the A-TCV zone

 

         (a) Modeling                   (b) Mesh 

Fig. 7 Computational model (modeling-left and grid) for A-TCV

zone before glass lifting

Fig. 8 Vertically sectional velocity contour at 2m/s inject velocity

리고 선회류의 흐름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정 높이까지 

내부에 중공형 흐름 가이드를 두는 형상으로 개선되었다. 

2.2.3 헤드의 다중 배열 및 ASU 보조 시스템 구성

A-TCV의 구성 개념은 자체 A-NCV 테이블의 자체 회전 대신

에 상부에서 이동(lifting) 및 회전(rotation)을 수행하는 로봇 암의 

수평 프레임에 다수의 헤드를 구성하여 파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진

공 흡착력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헤드 배열은 허용 편

평도 유지와 토출 기체들의 상호 비간섭을 전제로 결정된다.

엔드 이펙터(end effector) 역할을 위한 헤드의 노즐은 공정품이 

반강체(semi-rigid) 또는 비강체(non-rigid)일수록 수를 늘리고, 

한 헤드에서 노즐의 기능을 수행하는 면적을 넓히고 그리고 사용 

유량율을 높여 틈새(gap) 유지를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9]

.

여기에 또한 회전 방사형 노즐의 토출에 대한 우력 모멘트 

(couple moment)를 저지하고 정확한 위치 정렬(alignment) 유지

를 목적으로 side edge를 지지하는 L자형 걸쇠를 두게 된다. 그리

고 하부는 Fig. 6과 같이 A-TCV 영역으로 이송되어오는 공정품을 

비접촉 지지하고 프레임의 헤드들이 파지하여 수직이동(40 mm 

높이)하고 회전하는 동안 지지해주는 ASU(Air Supply Unit) 테

이블이 하부에 배열된다.

3. 대평판 적용 평가

3.1 A-TCV의 ASU 패턴 및 면적 그리고 토출 속도의 상관

글라스가 A-NCV영역에서 A-TCV 영역으로 이동되는 동안 유

지되는 15mm 높이 부상수준을 A-TCV 영역에서도 지속하기 위

해 동일하게 하부에 원심 팬 방식을 적용한 Fig. 6과 같은 형태의 

ASU 테이블을 사용한다. ASU는 원심팬에 의해 챔버 내에 압축된 

공기가 섬유필터의 기공을 통해 고르게 토출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적정 압축 공기의 유동에 의한 운동으로 비접촉 부상 유지

를 위해서는 ASU 토출면 패턴과 ASU 표면적 그리고 토출 속도는 

글라스의 처짐과의 관계로 유추 해석하다.

A-TCV 영역의 테이블에는 총 32개의 사각형 ASU가 사용되고 

1개의 ASU는 460 × 489 mm 크기를 가진다. ASU 토출면의 패

턴은 2중공 사각형(토출 폭 37.5 mm) 또는 2중공 원형(토출 폭 

50 mm)으로 토출 속도는 1.5 ~ 2.6 m/s가 적용되었다. Fig. 7(a)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ASU의 배열과 그 위에 15 mm 높이로 양단

롤러에 얹혀 지는 글라스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찬넬

(channel)형태로 모델링되었다.

Fig. 7(b)와 같이 주변의 경계조건이 대칭이지 않아 대칭모델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주요 흐름이 이루어지는 글라스와 ASU 사이를 

중심으로 격자 밀도를 높였다. 단일(single) 영역을 대상으로 정상

상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CFX를 사용하였으며, 유동매체는 실

온의 공기가 난류 거동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적용 node수는 

530만 개 정도이며 수렴조건은 모두 10
-4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글

라스 진입면과 출구면은 opening으로 처리되었다.

Fig. 8은 ASU 표면으로부터 2.0 m/s 토출 속도가 적용되는 경

우 ASU간 및 글라스 사이에서 형성되는 단면 등속도 결과 분포이

다.글라스 양 끝단 위로하여 찬넬 상부쪽으로 일부 흐름이 형성되

고 글라스 하부쪽은 ASU 사이 틈새로 하향 흐름이 이루어지는 배

열 구조로 하여 글라스 하부에 작용하는 압력분포를 형성되었다. 

최종 바닥 부분으로 공기가 빠져 나감으로써 글라스 상단부는 먼지

(particle)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Fig. 9는 토출 속도 1.5 ~ 2.6 m/s를 각각 적용했을 때 15 mm 

간극 높이기준에서 글라스 중심 부분의 부상 또는 처짐값이다. 

글라스 양단 edge 10 mm 부분이 지지 롤러에 얹혀 있는 상태에

서 글라스의 자중에 의해 처지는 부분들이 ASU면에서 토출되는 

유체운동에 의해 생기는 힘으로 다시 밀려 올라간 형태이다. 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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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lass levitation at the center area vs. injection velocity

(Initial levitation of the glass is assumed to zero at 15 

mm height)

(a) pattern (circle)

(b) pattern (rectangle)

Fig. 10 Deflection of glass when applied 2.0 m/s injection 

velocity from the double patterns

 

                      (a)                     (b)

Fig. 11 Frame structure and array of (a) the air head & (b) L

type hook

Fig. 12 Glass deflection at the center area vs. holding force per

head with different head array (D: 3 × 3, B: 4 × 4, C: 

4 × 5)

스 중앙부에 대한 힘의 균형점을 한 방향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계산을 한 비교 결과이다.

이는 토출속도 2.0 m/s에서 전체적인 편평도가 ±2.0 mm 수준 

이내로 접근함을 알 수 있다. Fig. 10에서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의 상 하단 edge부는 구동 롤러에 의해 지지

되는 부분이고, 좌우 방향쪽의 edge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글라

스는 중심부를 포함하여 대체로 1.27 ~ 2.73 mm 수준 내에서 편

평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5 mm 높이에서 롤러가 글라스 edge 

부분을 지지하고 해당 ASU 패턴으로부터 토출 공기압을 사용할 

경우 비접촉 부상 상태 유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SU의 중공 사각형 또는 원형의 패턴은 글라스의 회전 

시에도 거의 동일한 유체 운동을 제공하게 되어 편평도 확보면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채택되어진 ASU 용량과 개수 

및 배열에서는 2.0 m/s 토출 속도 수준에서 A-TCV 영역에서 글라

스를 지지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2 A-TCV에서 헤드 및 걸쇠의 배열에 따른 파지 능력 계산

글라스가 A-TCV 영역으로 진입 정렬되면 Fig. 11의 비접촉 헤

드를 장착한 로봇 암의 프레임이 Fig. 6과 같이 수직 아래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프레임에 부착된 다수의 헤드 하단부가 글라스 표면 

위 허용 범위 내(0.5 ~ 0.8 mm)로 접근한다.

이와 동시에 글라스 edge쪽에 8쌍의 L자형 걸쇠(Fig. 11(a)에서 

원으로 표시)가 정확히 10 mm 하단부 안쪽으로 4방향 지지하게 

된다. Fig. 11(b)처럼 1쌍의 걸쇠는 실린더에 의해 수평으로 이동

하면서 edge 부분을 파지하게 된다. 이미 글라스 edge쪽 10 mm 

영역은 A-NCV 또는 A-DCV에서 롤러에 의해 지지 접촉된 부분

으로 나중에 제거 대상이 된다. 그리고 중앙부의 글라스는 자중에 

의해 처지게 되나 이에 상충되는 힘으로 상부의 비접촉 헤드가 파

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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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N lifting force per head 3.9N lifting force per head 4.1N lifting force per head

deflection

flatness

Fig. 13 Glass deflection and flatness by pure head pick-up without the upward ASU hydrodynamic force in the A-TCV zone

3.7N lifting force per head 4.1N lifting force per head 4.3N lifting force per head

pressure 

distribution at the 

glass bottom 

deflection

flatness

Fig. 14 Glass deflection and flatness by pure head pick-up with the upward ASU hydrodynamic force in the A-TCV zone

1차적으로 프레임에 달려있는 헤드와 끝단에 위치하는 L자형 걸

쇠를 이용하여 글라스를 파지하여 들어 올렸을 때 나타나는 처짐과 

편평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ASU로부터 보정지지 없이 순수 끝

단 걸쇠 지지와 헤드의 파지힘 만으로 예측하였다.

사용 공기압 조건에 따라 대응되는 헤드 당 파지 능력을 3.0 ~ 

3.5 N으로 하여 해석 글라스 8 G(h = 2200 mm, v = 2500 mm, 

0.7 t)의 자중(밀도 2545 kg/m
3
)을 L자형 걸쇠와 9개에서 20개의 

헤드를 적용하여 많은 위치 조정을 거쳐 얻은 결과인 Fig. 12에서 

처짐의 수준이 크게 헤드의 수량에서 좌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12의 추세에 따라 편평도를 유지하기 위해 하부 ASU로부터 

보정 부상력을 고려하고 헤드 당 소비되는 공기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헤드수를 12개 정도의 적정선으로 하고 대신에 헤드 당 4 

N 수준 파지힘에 해당되는 높은 공압을 사용하는 것이 제안된다. 

걸쇠와 헤드가 6:4 비율로 지지 분담하는 경우 이는 설계 계산상

으로 걸쇠지지 없이 20개의 헤드가 파지하는 경우보다 소모하는 

공기량이 40% 이상 절감된다.

12개 헤드(직경 72 mm)의 파지힘과 함께 8쌍의 L자 걸쇠에 의

해 지지되면서 목표 높이 40 mm 상승했을 때 글라스의 처짐과 

편평도의 계산 결과는 Fig. 13와 14에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Fig. 11(a)과 같은 형태의 8G 글라스를 대상으로 하는 프레임 

구성에서 8쌍의 L자형 걸쇠와 12개 헤드의 위치배열을 적용하고 

공기 유동에 의한 보정 지지가 없는 경우에는 Fig. 13과 같은 형태

의 중앙 부분에 6.5 ~ 6.8 mm의 처짐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4 N 수준의 파지 능력을 가진 헤드를 12개 사용할 때 

해당 배열과 작동 조건에 의한 중앙부위의 일정한 수준의 처짐 발

생에 대한 보정 부상력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ASU 토출압

의 영향 권 이내에서 회전하는 방식으로 로봇 암의 수직 상하 운동

거리 40 mm 수준에서 추가 보정 부상력을 확보하게 된다. 

3.3 A-TCV의 회전적용을 위한 ASU 보정 부상 계산

2차적으로 프레임에 달려있는 헤드에 의해 부상되는 글라스의 

수직 이동 거리가 초기 15 mm에서 40 mm로 될 때 글라스의 하단

부에 미치는 부상력을 추가하여 글라스 처짐 수준을 파악하였다.

동일한 8 G 글라스와 운전조건(3.7 N, 4.1 N, 4.3 N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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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파지 능력) 그리고 Fig. 11의 배열이 적용되고 설계 회전목표 

높이인 40 mm 틈새 내에서 ASU 토출 속도 2.0 m/s에 의해 글라

스 하단부에 작용하는 유동 운동에 의한 압력 분포와 처짐, 그리고 

편평도의 계산 결과는 Fig. 14에서 확인된다.

ASU 공기 필터 토출면의 패턴은 실제 글라스가 40 mm 수직 

상승 후 회전을 해야 하므로 원형이나 사각형 형태가 바람직하며 

토출면의 효과도 이미 한 면에서 일괄 토출되는 것보다 동일한 면

적이라면 다수의 면이 편평도나 안정적인 부상에 유리함은 확인된 

바 있다
[13]

.

A-TCV의 ASU로부터 15 mm 부상높이로 유지하고 있는 글라

스가 40 mm까지 상단부 걸쇠 접촉 지지와 비접촉 헤드에 의한 

비접촉 파지에 의해 수직 이동한 후에도, ASU로부터 유체 운동에 

의하여 글라스 하부를 지지하는 효과는 Fig. 14의 처짐에서 보정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헤드 당 4.1 ~ 4.3 N의 파지 능력을 가질 경우 ASU에서 공기가 

토출되어 글라스 하단부에 부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와 40 mm 

수준까지 들어 올렸을 때 직접 비교하면 중압 부위의 처짐 수준이 

6 mm 수준에서 2 mm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편평도면 에서도 전체적으로 중앙 부위 일부를 제외하고는 ±2 mm 

이내로 접근되었다. 공기소모량을 고려하면 헤드 당 파지힘이 4.1 

N 전후 수준에서 최적의 효율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글라스가 헤드로 진공 파지와 L자 걸쇠로 지지되어 부상

하여 회전 하는 높이인 40 mm는 상승 할 때까지 ASU 표면과 

글라스 하단부와의 사이가 넓어진 만큼 하단부에 작용하는 유체 

운동에 의한 압력은 점점 낮아지나 여전히 글라스 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대평판의 낱장 이송 시스템에서 방향 전환을 위하여 기존 시스템 

자체를 회전을 하는 방식 대신에 공기부상 테이블, 선회류를 이용

하는 공압 헤드와 L자 걸쇠를 사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비접촉 파지 

후 상승시켜 회전하는 설계 개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수평형 비접촉 연속 컨베이어에서 회전부의 시스템 구성을 

위해서 처짐이나 배부름 등의 현상을 고려하여 72 mm 직경

의 개량된 swirl 방식의 헤드를 적용한 결과 4 bar 공압 사용

에서 4 N 수준의 파지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2) 8G 글라스의 자중에 대한 지지 능력을 주기위해 요구되는 

많은 수의 헤드 사용에 필요한 공기 소모량을 40% 이상 줄

이기 위해 12개의 헤드를 사용했으며 나머지 지지는 L자 형

태의 걸쇠를 이용하여 확보되었다.

(3) 또한 12개의 헤드의 적절한 배열과 8쌍의 걸쇠의 지지에 따

른 글라스의 처짐과 편평도는 수직 상승 전에 유동해석과 구

조해석을 통하여 ASU(설계 사양기준) 및 토출면의 크기와 

모양(중공형) 그리고 토출 속도(2 m/s) 등의 사용조건의 수

준값을 1차적으로 확인했으며 2차적으로 부상 높이(40mm)

에서 글라스 하단부에 유동 흐름에 의한 추가 부상을 고려하

여 최종 결정되었다.

A-NCV에서 A-TCV로 이동 되는 비연속적인 경계부분에서의 

글라스의 처짐의 정도가 나빠지는 부분과 진동을 동반하는 프레임

의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는 추 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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