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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로봇 및 제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

조 공정의 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제조 업체들은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있다. 특히 다른 제조업 

보다 더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LCD 제조 

회사들은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화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Stocker는 공정 

글라스를 적재한 최대 150kg 하중의 

Cassette(CST)를 운반 및 적재하는 보관 장소로 

Rack Master와 Shelf로 구성되어 있다. Fig.1은 

Rack Master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주요 동작

은 Travel, Lift, Turn, Fork-Axis으로 동작한다. 

 

Fig. 1 Structure of Rack Master  

 

Travel-Axis는 Motor로 바퀴를 회전시켜 주행

하는 역할을 하며, Fork-Axis는 Robot의 Arm을 

뻗어 Stocker에서 CST를 이/적재하는 역할을 

한다. Lift-Axis는 CST를 Stocker의 1단에서 2단

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승/하강하는 역할을 한

다. Fork는 설계구조 상 끝 부분이 시작 부분보

다 약43mm 더 올라가 있다. 이는 CST 이/적재 

할 때 CST 무게에 따른 Fork 쳐짐 현상에 대

한 대비책으로 설계/제작 되었다. Rack Master 

구동 중 발생하는 고질적인 에러인 Fork 재하 

이상 에러는 Fork가 CST를 이/적재 할 때 CST

가 Fork Pin위에 올라타는 현상이다. Fig.2는 

Fork 상부에 Fork 전진 여부에 따른 Full CST 

유/무, Empty CST 유/무 상태의 Fork 기울기 변

화를 나타낸다. 

Fig. 2 Comparison of the Fork status for each CST 

loading case 

 

Fig.2에서 CST의 상태 및 유무에 따라 Fork

의 기울기가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Shelf 간 

간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Fork가 CST를 이/적재할 때 발생하는 

Fork Pin의 이탈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고 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2. 본론 
 

Fig.3 는 CST 를 이/적재에 따라 Fork 길이

가 변화하는 것을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실험으로부터 CST 이재 시 Fork 의 길이가 

106mm 였으나 CST 를 이재하면서 CST 가 밀

려서 104mm 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LCD 반송로봇의 Fork Stroke이원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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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e Fork length at the 

presence and the absence of the cassette 

 

이 현상으로 인하여 포크 축 구조 상 포크 

끝 부분의 패드(Pad)가 먼저 CST 밑면에 접촉 

하면서 기울어짐이 발생하여 CST 위치가 변화 

하게 된다. Rack Master 의 Fork 끝에 사용 되는 

Fork Pad 의 재질은 우레탄으로서 마찰력이 커

서 Fork Pad 가 CST 밑판에 접촉 시 슬립(Slip)

이 일어나지 않아 Fork 가 기울어져 2mm 길어

지는 만큼 CST 가 원래 위치에서 2mm 뒤로 위

치가 이동하게 된다. 이는 CST 를 이재할 때 

2mm 돌출한 상태로 적재를 하고 다시 한번 

CST 반송이 생기면 이러한 현상이 지속 발생 

하는데 이렇게 되면 2mm 씩 돌출이 되다가 어

느 순간 CST hole 과 Fork Pin 이 맞지 않아 

Fork 재하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 정확한 현상을 확인 하였다. 

CST 를 1 단 Shelf 에 적재한 후 CST 위치를 표

시한다. Fork Pin 을 CST 홀의 중앙에 위치 하

도록 Manual 로 이재한다. Cycle Mode 로 CST

를 이/적재 하면서 CST의 위치를 표시한다. 

Fig.4 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Fork의 

이/적재를 반복하면서 CST 가 Fork Pad 와의 접

촉이 될 때 Slip 이 일어나면서 안착이 되어야 

하는데 우레탄 재질의 Pad 와 CST 와의 마찰

력이 커 CST 가 한번 이재 시 약 2mm 씩 밀

리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Pad 는 

Rack Master 주행 및 회전 동작에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재질 변경은 불가함을 확인 하였

고, CST를 이재 할 때의 Fork Stroke 전진 값과 

적재 할 때의 Fork Stroke 전진 값을 CST 적재 

할 때의 Fork Stroke 값 보다 약 2mm 더 전진 

되도록 하여 실험을 진행 한 결과 Fork Pin 이 

CST 중앙에 위치함을 확인 하였고 CST 밀림

도 1 회당 약 0.25mm 밀려서 안착됨을 확인 하

였다. 

 

 

Fig.4 The test result of the changing position of 

cassette due to the Fork loaded by cassette  

 

3. 결론 
 

본 논문은 Fork 상부에서의 CST None Slip 

현상으로 인한 재하 이상 발생 고장의 근본적

인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

행되었다. 실험에서는 한번의 이재 시 약 2mm

씩 CST가 앞으로 밀려서 적재 되는 것을 확인

하였고, Pad 재질 변경은 Rack Master 주행 및 

회전 동작에 CST가 움직일 우려로 재질 변경

은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에 CST 이재 할 때의 Fork Stroke 값과 적

재 할 때의 Fork Stroke 값을 이원화 하는 방법

을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이 설비 고장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새롭게 제시된 방법을 적용함으

로써 재하이상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 
 

본 논문의 연구 및 실험은 삼성디스플레이(주)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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