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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원판형 기록매체의 주물을 제조하는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다양한 구간(station)이 하나의 집(housing) 안에 수용되고, 다양한 구간들에 기질(substrat
e)을 수용하는 수단이 설비되는 한편, 상기 집 안에 배치된 이송기구(transport mechanism)에는, 수평면
에서 두 방향의 사이의 각을 포함하는 두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또한 집 안에서 아래위로 이동할 
수 있는,  기질을 붙잡는 적어도 하나의 이송수단이 설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질에,  광저항 층
(photoresist layer)과 같은 감광성 층(photosensitive)을 적용하는 구간, 저장될 기록 자료에 따라서 그 
감광성 층을 노출(exposing)시키는 구간, 감광성 층을 현상(developing)시키고 현상된 감광성 층을 운반
하는 기질의 측면을 금속화(metallizing)하는 구간 및 금속 피복을 적용하는 구간이 설비되는, 원판형 기
록매체의 주물(mould)을 제조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원판형 기록매체의 주물을 제조하는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정면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다양한 구간의 평면도.

제3도는 제1도 및 제2도에서 보인 장치의 단면도.

제4도는 기질 더미로부터 기질을 제거하고 그 기질을 이송기구로 옮기는 장치의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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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제4도의 평면도.

제6도는 세척 및, 제1피복과 광저항 층을 적용하는 기구의 평면도.

제7도는 건조 구간 부분의 평면도.

제8도는 제7도의 측면도.

제9도는 현상 및 금속화 구간의 부분 단면 및 부분 정면도.

제10도는 기질에 접촉링(contact ring)을 위치시키는 수단의 정면도이며,

제11도는 제10도의 평면도.

제12도는 기질에 결합용링(clamping ring)을 위치시키는 수단의 정면도이며,

제13도는 제12도의 평면도.

제14도는 전해액(electrolytic fluid)을 함유하는 욕조에서 침지 단계(immersing step)를 수행하는 기구.

제15도는 제14도에서 나타낸 구성의 상세한 확대도.

제16도는 제조한 주물에 마무리 작업을 하는 구간 부분의 정면도.

제17도는 제16도의 평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하우징                                         2 내지 7 : 단위부(units)

8 : 거어더(girder)                             9, 9' : 미끄럼대

10 : 거어더(girder)                           11, 12 : 이송수단(transport means)

13 : 갈고리모양 손가락(hook-shaped finger)

14, 15, 16 : 구획(compartment)        18 : 기질(substrate)

19 : 지지대(support)                          20 : 어미나사(lead screw)

21 : 구동 원동기(driving motor)          22 : 너트수단(nut means)

23 : 아암(arm)                                    24 : 흡반(suction pad)

25 : 감지기(sensor)                            26 : 벽(wall)

27 : 구멍(hole)

28 : 세척 및 피복을 적용하는 구간(station)

29 : 회전대(rotary table)                    30 : 잔모양 팬(cup-shaped pan)

31, 32 : 회전 수직축선(vertical axis of rotation)

33, 34 : 공급관(supply pipe)               36 : 솔수단(brush means)

37 : 팬(pan)                                        38 : 배수관(drain pipe)

39 : 흡입관(suction pipe)                     

40 : 피복을 건조시키는 구간(station of drying the coating)

41 : 수평 배관부(horizontal pipe part)

42 : 회전대                                            43 : 흡반

44 : 구동 원동기                                     45 : 덮개(cover)

45' : 지지아암(supporting arm)              46 : 수직축(vertical shaft)

47 : 회전 원동기(rotation motor)            

48 : 지지기구(supporting mechanism)

49 : 조정용 실린더(setting cylinder)       50 : 열선(heating coil)

51 : 격막(diaphragm)                              

52 : 정보를 기록하는 구간(station of recording the information)

53 : 회전대                                             54 : 레이저 장치(laser device)

55 : 광학장치(optical apparatus)            56 : 캐리어(carrier)

57 : 렌즈                                                 58 : 축(shaft)

59 : 구동기구(driving mechanism)          60 : 안내궤도(guide rail) 

61 : 기질 및 광저항 층을 처리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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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회전대                                             63 : 원동기

65 : 잔모양 수단                                      66 : 배수관

67 : 환상 오목홈(circular recess)            

68 : 증기배출관(a pipe for exhausting vapours)

69 : 구동기구                                          70 : 회전대

71 : 아암                                                72 : 액체공급관

74 : 팬                                                    75 : 구동수단

76 : 수직축                                              77 : 아암

78 : 렌즈                                                  80 : 구간

81 : 지지판                                               82 : 지지아암

83 : 연결봉(connecting rod)            

84 : 수평 선회축선(horizontal pivot axis)

85 : 압축용수철(compression spring)

86 : 얇은 금속 접촉링(thin metal contact ring)

87 : 지지수단                                          88: 조정용실린더

89 : 수직축                                             90 : 아암

91 : 조정용 실린더                                   91' : 피스톤 봉(piston rod)

92, 93 : 평판                                           94 : 축선(axis)

95 : 피스톤봉                                           96 : 조정용 실린더

97 : 홈구멍(slotted hole)                         98 : 수직핀

99 : 봉(rod)                                            99' : 안내블록(guide block)

100 : 아암                                               101 : 손가락

102 : 결합용링(clamping ring)                 103 : 밀봉링(sealing ring)

104 : 핀                                                   

105 : L-모양 홈구멍(L-shaped slotted hole)

106 : 지지수단                                         107 : 조정용실린더

108 : 수직축                                            109 : 아암

110 : 조정용 실린더                                 112 : 수직축      

113 : 평판                                                114 : 조정용실린더

115 : 평판                                                116 : 볼트

117 : 홈구멍                                             118 : 헤드

119 : 곡선 홈구멍(curved slotted hole)

120 : 확장구멍(enlarged hole)                  125 : 용기(vessel)

126 : 하우징                                             127 : 개구부(opening)

129 : 평판                                                130 : 통로(passage)

131 : 수용수단                                          132 : 니켈구슬(nikel balls)

140 : 선회아암(pivotable arm)                  141 : 기질을 방출하는 구간

142 : 선반(rack)                                       145 : 회전대

146 : 광원(light source)                            147, 148 : 아암

149 : 분무기구(spraying mechanism)        150, 151 : 조정용실린더

152 : 수-주물(male-mould)                      153 : 수용링(receiving ring)

153' : 원통형 외피(shell)                             154 : 잔모양 수단

155 : 수용링의 저면 링(bottom ring)            156 : 잔류 라커를 담는 공간

157 : 핀                                                      158 : 송풍관(duct)

159 : 격자(grid)

16-3

1019930021947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기질(substrate)에, 광저항 층(photoresist layer)과 같은, 감광성 층(photosensitive)을 적용
하는 구간(station), 저장될 기록 자료(registration data)에 따라서 그 감광성 층을 노출(exposing)시키
는 구간, 감광성 층을 향상(developing)시키고 현상된 감광성 층을 운반하는 기질의 측면을 금속화하는 
구간, 금속 피복(metal coating)을 적용하는 구간 및 보호성 라커 피복(protective lacquer coating)을 
적용하는 구간이 구비되는 원판형 기록매체의 주물(mould)을 제조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용어 기록매체는 다음 단계에 소리(sound), 영상(picture) 또는 그 위에 기록될 다른 자료를 저장하기 위
한 공정을 시행할 수 있는 매체 뿐만 아니라, 소리, 영상매체, 자료매체 및 그 유사한, 예를 들어, 소위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주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네덜란드 특허출원 제8802211호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공지문헌은 그러한 방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의 구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시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네덜란드 특허출원 제8702157호에는 그러한 기록매체들에 어떠한 조작을 수행하는 장치가 기재되어 있는
데, 그 장치에는 기록매체를 지지하는 회전대(rotary table)가 설비되고, 그 회전대 및 구동기구(driving 
mechanism)는 몇 개의 구간 사이에서 운동가능하다. 이것은 장치의 복잡한 구성을 유발하고, 더한 결점은 
제1구간에서의 기록매체의 공정이, 마지막 구간의 공정이 완료되고 회전대가 제1구간으로 돌아오기 전에
는 시작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그러한 장치로는 경제적인 대량 생산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더욱이,  상기  장치에서는  다양한  구간을  각각  분리된  단위부(separate  unit)로  설계하고, 카세트
(cassette) 안의 다양한 구간들 사이로 기록매체를 이송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분리된 구간
의 배열은 매우 큰 공간을 필요로 하고, 또 한편 다양한 구간 사이에서의 이송은 단점 요인이 되어 생산 
공정을 느리게 만든다.

본 발명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집약된 구성을 가지며, 일련의 공정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할 운전자가 필요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와 같은 유형의 장치를 얻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여, 이것이 성취되는 바. 다양한 구간들이 하나의 하우징 안에 수용되고, 기질을 수용하는 
수단이 각 구간에 구비되며, 한편, 상기 하우징 내에 배치된 이송기구(transport mechanism)에는 기질을 
파지(gripping)하는 하나 이상의 이송수단이 구비되며, 이 이송수단은 서로가 이루는 각을 포함하는 양방
향으로 수평면상을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하우징 내에서 상하로 이동가능하다.

본 발명에 의한 구성을 이용할 때, 기질은 다양한 구간에 구비된 기질 수용수단(receiving means) 사이에
서 이송기구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이송될 수 있는 한편, 각 구간에서 독립적으로 기질에 요구되는 공
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본 발명에 따르는 구성의 일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
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 내지 3도에 나타낸 장치는 여러가지 단위부(2 내지 7)가 수용되어 있는 하우징(1)으로 이루어지며, 
정상으로 작동하는 동안에는 닫혀져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단위부(2 내지 7)의 설계는 하나의 단위부
를 일체로 제거할 수 있어서 a) 상응하는 공정 또는 b) 다른 공정을 수행하는 적절한 단위부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장치의 윗면 부근에 장치의 길이방향으로 연장하는 거어더(girder)(8)가 구비되어 이송기구의 일부
분을 형성한다. 이끄럼대(9)는 구동기구(표시되지 않음)에 의해 화살표 A로 표시되는 바대로, 상기 거어
더를 따라 왕복 운동을 할 수 있다. 미끄럼대(9)는 거어더(8)에 수직으로 연장하는 거어더(10)를 지지하
고, 이를 따라서 또다른 미끄럼대(9')가 화살표 B의 방향을 따라 왕복운동을 한다. 상기 미끄럼대(9')는 
방사상으로 가동되는 갈고리모양 손가락(13)이 구비된 두 개의 이송수단(11 및 12)을 지지하는 기능을 한
다. 이 이송수단(11 및 12)은 구동수단(나타내지 않음)에 의해 수직방향으로 왕복으로 이동할 수 있다.

상기 손가락(13)들이 방사상으로 외측으로 이동했을 때 이송수단은 기질 위에 놓일 수 있고, 상기 손가락
(13)들이 다시 내측으로 이동했을 때 상기 손가락의 갈고리모양의 단부가 기질 밑에 물리게 되며, 따라서 
각각의 이송수단에 의해 기질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위에서 기술한 이송기구에 의해 하우징을 통하여 이
동할 수 있다.

더욱이 제1도 내지 제3도에서 명확하듯이, 상기 하우징은 상하로 위치하는 1개의 구획(14 내지 16)으로 
나뉜다. 최상부 구획(14)은 실질적으로 이송기구를 수용하고 있다. 그 밑의 구획(15)는 제1도 및 제2도에
서 보여지는 방식으로 단위부들(2 내지 7)로 세분될 수 있으며, 이하 기술할 기록매체를 제조하는 다양한 
수단(means)들을 수용하고 있다. 적어도 이들 수단의 일부에는 제3도에 도식적으로 나타낸 바, 회전대가 
구비된다.

최하부  구획(16)은  마찬가지로  단위부들(2  내지  7)과  상관하여  세분되며,  전자장치(electronic 
equipment),  액체-함유 용기(liquid-containing  vessel)  등등의 보조수단(auxiliary  means)을  수용하고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보조수단은 미끄럼대상에 배치되어, 유지보수작업(maintenance work) 등을 수행하
기 위하여 하우징의 길이방향에 수직으로 하우징의 안팍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위부(3)에는 개구부(opening)가 구비되며, 이 개구부를 통하여 상하로 적층, 배열된 다수의, 일반적으
로 유리 원판으로 되는, 기질을 지지하는 홀더(holder)가 장치 내에 배치될 수 있다. 제4도와 제5도에 더 
상세히 나타낸 바, 기질 더미로부터 기질을 제거하여 그 기질을 이송기구로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
(mechanism)가 상기 도입 개구부(introduction opening) 부근에 배치된다.

제4도에서 보여지듯이, 예를 들어, 유리 원판인 다수의 기질(18)들이 하우징 내에서 하나하나 상하로 적
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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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와 제5도에 나타낸 기구(mechanism)는 장치의 프레임(frame)에 고정된 지지대(19)를 포함하는데, 여
기서 수직 어미나사(lead screw)(20)가 회전가능하게 져널로 결합되어 있다(journalled). 상기 어미나사
(20)는 그것에 연결된 구동 원동기(21)에 의해 회전된다.

상기 어미나사(20)는 나타내지 않은 방식으로 어미나사(20)의 중심축선에 대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잠겨 
있는 너트수단(nut means)(22)을 관통하고 있다. 아암(23)의 한쪽 단부가 상기 너트수단(22)에 연결되며, 
상기 아암(23)은 너트수단(22)에 대하여, 나타내지 않은 구동수단에 의하여, 어미나사(20)의 중심축선을 
회전할 수 잇으며, 또한 어미나사를 따라서 수직 왕복운동을 할 수 있다.

상기 아암(23)의 자유단에 위를 향한 세 개의 흡반(24)이 고정되어 잇다.

기질더미(18)가 장치 내에 놓여 잇을 때, 상기 아암(23)은 적당한 조절기구(control mechanism)에 의해 
기질더미 아래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 다음 더미 아래로 선회하고 흡반(24)이 맨 아래의 기질(18)에 
접촉할 때까지 위로 이동한다. 이 위치는 아암에 장치된 센서(25)에 의해 감지된다. 흡반(24)에서는 대기
압 이하의 압력이 (나타내지 않은 방법으로) 발생되며, 그런 상태에서, 최하층 기질(18)이 남겨진 기질 
더미 아래의 위치로 부터 기질들의 홀더 옆의 위치로 선회하여 이탈한다. 이 위치에서 상기 기질(18)은 
아암(23)으로부터 다른 이송수단(11 또는 12)의 하나로 인계된다.

이후 명확해지겠지만, 기록매체는 공정의 어느 단계들에서는 젖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미 앞에서 언
급한 바 두 개의 이송수단(11과 12)이 설비되어 하나의 이송수단은 건조한 기질을 이송하는 데 사용되고 
다른 이송수단은 젖은 기질을 이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잇으며, 이 결과로 기질과 장치의 바람직하지 못한 
오염을 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리원판으로 된 기질(18)은 이송수단들(11, 12)에 의해 포획된 후, 구획(15) 윗쪽면을 막는 
벽(26)에 구비된 구멍(27)을 통하여 공간(14) 안으로 상향 이동하여 단위부(4)로 이송되고, 구간(28)의 
벽(26)에 구비되는 구멍(27)을 통하여 하향 이동되어 세척과 제1피복 및 소위 라커 피복 또는 광저항 층
(photoresist layer)을 적용하는 구간(28)으로 이동된다.

제6도에서 도식적으로 보여지는 바, 상기 구간(28)은 잔모양 수단(cup-shaped means) 안에 배치되는 회전
대(29)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제9도를 참조하여 더 상세히 기술되는 잔모양 수단에 실질적으로 
상응한다.

더욱이, 상기 구간에는 각각 수직 회전축선(31 및 32)상을 선회할 수 있는 두 개의 공급관(33과 34)과 함
께 세척수단(cleaning means)이 구비되며, 상기 세척수단은  예를 들면, 솔장치(brush means)(36)와 같이 
수직 회전축선상을 선회할 수 있으며 수직 왕복 운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솔수단은 수평 회전축선
상을 회전할 수 있다.

회전대(29) 위에 놓인 기질이 상기 회전대에 의해 회전될 때, 예를 들면, 탈이온수(deionized water) 등
의 세척액(rinsing liquid)이 상기 공급관(33)에 의하여 기질의 상부 표면에 도포되어 기질을 세척한다. 
세척액이 기질의 상부 표면에 공급되는 동시에 또한 기질 위의 위치로 선회한 솔(36)에 의해 기질이 깨끗
이 솔질된다. 세척후 솔은 제6도에 나타낸 위치로 복귀 선회를 하는 데, 이 때 상기 솔은 팬(pan)(37) 위
에 위치하며, 이 팬에는 솔로부터 떨어진 액체를 배출하기 위하여 배수관(drain pipe)(38)이 연결된다. 
세척후, 제1피복물질이 관(33)을 경유하여 도포된다. 제1피복이 도포된 다음, 최종 라커 피복 곧, 소위 
광저항 층을 형성하는 물질이 공급관(34)에 의해 기질 표면에 도포된다.

또한, 증기를 배출하기 위해 흡입관(suction pipe)(39)이 잔모양 팬(30)에 연결된다.

위와 같이 라커 피복 즉 광저항 층이 기질에 적용된 다음, 상기 기질은 이송기구에 의해 라커 피복을 건
조하기 위해 구간(40)으로 이동될 것이다.

라커를 건조하기 위해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구간(40)에 수평 배관부(41)를 갖는 공기배관(air 
line)이 구비된다. 회전대(42)가 상기 수평 배관부(41)의 저면 벽에 구비되는 구멍을 통하여 적어도 부분
적으로 상기 배관부(41)의 내부에 배치된다. 상기 회전대에는 세 개의 흡반(suction pad)(43)이 구비되는
데, 여기에서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이 발생되어 바로 그 회전대 위에 기질(18)을 고정할 수 있다. 상기 
회전대는 회전대에 연결된 구동 원동기(44)에 의해 회전될 수 있다.

기질(18)은 배관부(41)의 윗벽에 구비된 개구부를 통하여 이송기구에 의해 상기 회전대 위에 배치되며, 
상기 개구부는 덮개(45)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상기 덮개(45)는 지지아암(45')의 한 단부에 고정된다. 
상기 지지아암(45')은 수직축(46)에 고정되며, 상기 수직축은 회전 원동기(47)에 의해 중심축선을 회전할 
수 있다.

상기 축(46)은 또한 조정실린더(49)에 의해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지지기구(48)에 의해 지지된다. 그리
하여, 배관부(41)의 윗벽에 구비된 구멍을 열기 위하여, 덮개(45)는 위로 이동된 다음, 제7도에서 실선으
로 나타낸 위치로부터 제7도에 점선으로 나타낸 위치로 수평으로 선회한다.

기질이 회전대 위에 놓이고 나면, 덮개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 공기통로를 닫는다. 다음, 팬(fan)(나
타내지 않음)으로 공기통로에 기류(air flow)를 발생시킨다. 공기통로에는 공기통로의 길이방향에 수직으
로 연장되는 열선(heating coil)(50)이 구비되어 공기를 가열하며, 그 열선은 제7도에서는 실재 위치에 
대하여 90°회전된 위치로 보여진다.

제7도에서 더욱 잘 나타나는 바, 공기통로를 약간 좁게 만드는 격막(diaphragm)(51)이 공기통로상의 회전
대와 열선의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회전대 위에 지지되는 기질에 가능한한 균일한 기류가 공급되도록 한
다.

건조 단계의 뜨거운 공기가 통과한 후 기질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차가운 공기가 소정시간 공기배선을 통
과한다.

실제 뜨거운 공기는 약 3분동안 통과하고 찬 공기는 약 7분동안 통과하는 것이 적절한 예로 밝혀졌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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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러한 결과는 라커 또는 광저항층을 건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유의성 있는 단축을 실현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각 건조장치에서 이러한 건조를 시행한다면, 그에 의한 건조시간은 약 1시간 내외이다.

위와 같이 광저항 층이 건조되고 덮개(45)를 제거하여 다시 배관부(41)가 열리면, 이제 광저항 층이 구비
된 기질은 그 기록매체 위에 원하는 정보를 기록하기 위하여 구간(52)으로 공급된다. 이 구간(52)은 회전
대(53)를 가지며, 그 위에 이송기구에 의하여 라커 피복 또는광저항 층이 구비된 기질(18)이 놓여진다. 
또한 통상적으로 상기 구간(52)은 광학장치(55)뿐만 아니라 레이저 장치(54)를 포함하며, 그것에 의해서 
캐리어(56)에 의해 지지되는 렌즈(57)로 광속(light beam)이 방사된다. 상기 캐리어(56)는 축(58)에 고정
되며, 상기 축은 캐리어를 안내궤도(guide rail)(60)위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구동기구(59)에 의해 길이
방향으로 가동되며, 그에 따라 상기 캐리어는 회전대(53)에 의해 지지되는 기질(18) 위로 이동된다. 그리
하여 정보 또는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광저항층을 노출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출시킨 후, 위에서 기술한 이송기구에 의해 상기 기질(18)을 구간(61)으로 
이동시킨다.

제9도에 잘 나타나듯이, 상기 구간(61)은 기질을 수용하는 회전대(62)를 갖는다. 이 회전대(62)는 원동기
(63)에 의하여 수직축선을 회전할 수 있다.

상기 회전대는 잔모양 수단(65)에 배치되며, 그 저면에 배수관(66)이 연결된다.

상기 잔모양 수단(65)의 윗면 부근에 원환의 오목홈(circular recess)(67)이 구비되며, 제9도에서 잘 나
타나듯이, 그 오목홈의 내측벽은 외측벽보다 조금 낮게 위치한다. 증기를 배출하는 관(68)이 상기 오목홈
(67)에 연결된다.

구동 기구(69)에 의해 수직 회전축선을 회전할 수 있는 회전축(70)이 상기 회전대 부근에 구비되며, 그 
회전축에 아암(71)의 단부가 고정된다. 상기 아암(71)의 단부는 다양한 액체를 공급하는 다수의 관(72)을 
지지하는 기능을 하며, 제9도에 나타낸 방식으로 상기 관을 지지하는 아암(71)의 단부가 잔모양 수단 위
에 위치한다.

이 위치로부터 상기 아암(71)은 관을 지지하는 그 아암의 자유단이 팬(74) 위에 위치하는 위치로 선회할 
수 있어서, 상기 관으로부터 떨어지는 액체 즉 관을 세척하는 데 사용된 세척액은 팬(74)을 경유하여 배
출될 수 있다.

제2도에서 도식적으로 나타낸 아암(71)과 관(72)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상태인 팬(74) 위의 
위치에 나타내지 않고 다른 위치에 나타냄에 주의하여야 한다.

구동 기구(75)에 의해 회전되는 또다른 수직축(76)이 아암(77)을 지지하며, 이 아암에 세 개의 렌즈(78)
가 고정된다. 상기 렌즈(78)는 화살표 B에 따르는 방향으로 방사된 레이저 광선을 포획(pick up)하는 기
능을 하는데, 이 레이저 광선은 위에서 기술한 방식으로 제조된 기질을 통하여 이동하며 이어 렌즈(78)에 
의하여 포집된다. 렌즈에 의해 포집되는 광선은 공정중에 얻어진 광저항 층이 갖는 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작업이 수행되는가를 검사할 수 있다.

다양한 관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다양한 액체가 공급된다. 첫번째로 기질을 세 척하고, 그 다음에 광저
항 층으로부터 노출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광저항 층 위의 염기 현상액을 세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광저항 층이 현상되는 한편, 위에서 기술한 레이저 광선과 렌즈에 의한 검사가 수행된다.

그 다음, 남은 광저항 층 및 기질(18)의 윗면에 적절한 액을 공급하여 금속화하는데, 일반적으로 니켈 피
복이 구비되어, 앞서 말한 네덜란드 특허출원 제8802211호의 제2도에서 기술된 제품과 기본적으로 일치하
는 제품이 얻어진다.

기질(18)과 그것에 적용된 광저항 층이 그렇게 구간(61)에서 치리된 후, 그리고 아암(77과 71)이 잔모양 
수단의 밖의 위치로 선회한 후, 기질은 이송기구에 의하여 다음 구간(80)으로 이송되어, 지지아암(82)의 
상단부에 고정된 지지판(81)(제15도)에 놓이고 이 지지아암은 기질이 놓여있을 때 제14도에 나타낸 것처
럼 수직 위치를 갖는다. 이 위치로부터 상기 지지아암(82)은, 연결봉(connecting rod)(83)에 의해 상기 
아암(82)에 연결되는 조정실린더(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수평 선회축선(84)을 선회하여 제14도에서 점선
으로 나타낸 위치로 이동한다.

더  구체적으로  상기  기질(18)은  지지판(81)  안에  장치된  몇개의  압축  용수철(85)의  상단부에  놓일 
것이다.

다음 구체적으로는 스테인리스 또는 니켈로 만들어진, 얇은 금속 접촉링(86)이 기질위에 놓이는데, 이 접
촉링의 치수는 이 링이 상기 기질의 얇은 외측 모서리를 둘러싸고, 기질 위로 약간 돌출되도록 한다.

제10도 및 제11도에 나타낸 기구(mechanism)가 금속 접촉링(86)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간(80)에 배치된다.

이 기구는 조정용 실린더(88)에 의해 수직으로 가동되는 지지수단(87)을 포함한다.

상기 지지수단(87)은 수직축(89)를 지지하고, 이 수직축에 아암(90)의 한 단부가 고정된다.

상기 축(89)은 그것에 고정된 아암(90)과 함께 상기 지지수단에 고정된 조정용실린더(91)에 의해 상기 축
(89)의 수직축선을 선회할 수 있으며, 상기 조정용실린더의 피스톤봉(piston rod)(91')이 상기 축(89)에 
연결된다.

상기 아암(90)의 자유단은 평판(92)에 고정된다. 원판(93)은 상기 평판(92)에 지지되고, 그 원판은 평판
(92)에 대하여 축선(94)을 회전할 수 있다. 상기 평판(93)은 그 평판(93)을 회전시키기 위해 아암(90)에 
고정된 조정용실린더(96)의 피스톤봉(95)에 연결된다.

세 개의 홈구멍(97)이 상기 평판(93)에 구비되는데, 축선(94)과 각 홈모양 구멍 사이의 거리가 홈모양 구
멍의 한 끝으로부터 홈모양 구멍의 다른 한 끝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되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수직핀(9
8)이 상기 홈구멍(97)에 설치되는데, 상기 핀은 축선(94)에 대하여 방사상으로 연장하는 봉(99)의 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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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상기  봉(99)은  평판(92)에  고정된  안내블록(99')  내에  수용되며  길이  방향으로  운동할  수 
있다.

상기 평판(93)이 조정용실린더(96)에 의해 앞뒤로 선회할 때, 상기 봉(99)은 길이방향으로 운동한다.

하향 연장하는 아암(100)이 상기 봉(99)의 단부에 고정되며, 손가락(101)이 상기 아암(100)에 고정된다.

다수의 링(86)이 선반(rack) 또는 그 유사한 것 위에 적층되어 구간(80) 부근, 예를 들어, 제10도에서 도
식적으로 나타낸 위치(86)에 배치된다.

더미의 최상부 링은 이제 제10도 및 제11도를 참고하여 기술되는 기구(mechanism)에 의하여 포획되는데, 
먼저 아암(99)에 의해 손가락들을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어 아암(90)을 적절한 방식으로 선회 및 수직이
동을 시켜서 손가락들을 최상부 링의 밑에 놓이는 위치로 더 이동시킨 다음, 손가락들을 다시 서로를 향
하여 조여들게 이동시켜 손가락(101)들이 더미의 최상부 링 밑에 놓이도록 한다. 다음, 상기 아암(90)을 
수직으로 적절히 이동시키고 선회시켜서, 지지판(81)에 의해 지지되는 기질 위의 위치로 최상부 링을 이
동시켜서 상기 링이 상기 기질에 놓이게 한다.

그 다음, 기질과 기질에 놓인 링을 다음 공정을 위해 지지판(85)에 고정시킨다.

제12도 및 제13도에 나타낸 기구(mechanism)는 결합용링(102)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간(80)에 배치된다.

특히 제15도로부터 명백하듯이, 결합용링(102)은 대체로 L-모양의 단면을 가지는데, 그 구성은 상기 결합
용링(102)이 장치된 위치에서, 결합용링(102)의 한 다리(leg)는, 그 안에 구비되는 밀봉링(103)과 함께 
링(86) 위에 놓이게 되는 한편, 다른 한 다리는 지지판(81)의 외측 원주를 따라 연장한다. 세 개의 방사
상으로 연장하는 핀(104)이 상기 지지판(81)의 외측 원주 밖으로 돌출하는 방식으로 지지판(81)의 외측 
원주에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구비되며, 그리고 상기 핀은 상기 결합용링(102)에 구비된 L-모양 홈구멍
(105)과 협동하며, 상기 홈구멍의 짧은 다리(leg)는 결합용링의 내측면과 저면에 위치하는 한 지점으로 
개방되어 있고, 긴 다리는 원주방향으로 연장된다.

제12도 및 제13도에 나타낸 결합용링(102)을 제공 또는 제거하는 기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용실린더
(107)에 의해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지수단(106)을 포함한다. 그 지지수단은 수직축(108)을 지지하
고, 그것에 아암(109)의 자유단이 고정된다. 상기 축(108)은 아암(109)과 함께, 지지수단(106)에 고정된 
조정용실린더(110)에 의해 축(108)의 중심축을 선회할 수 있으며, 그 조정용실린더의 피스톤봉은 축(10
8)에 연결된다.

상기 아암(109)의 자유단은 수직축(112)에 의해 원판(113)을 지지하며, 상기 원판은 아암(109)에 고정된 
조정용실린더(114)에 의해 수직축(112)의 중심축을 회전할 수 있다. 또 다른 평판(115)이 볼트(116)에 의
해 상기 평판(113)의 저면에 고정된다. 상기 볼트(116)는 홈모양 구멍(117)을 관통하여, 두 개의 평판
(113과 115)을 서로에 대해 정확히 조정할 수 있다.

평판(115) 밑으로 연장되는 몇 개의 핀(117)이 일정한 간격으로 평판(115)에 고정된다. 상기 핀의 하단부
에 헤드(118)가 고정되고, 이 헤드는 결합용링(102)의 내부에 구비된 곡선형의 홈구멍(119)에 수용되며, 
그 홈구멍의 한 끝에 결합용링의 윗면으로 개방된 확장구멍(enlarged hole)(120)이 구비되어, 경우에 따
라서, 아암(109) 및 그 아암에 의해서 지지되는 부분들의 적절한 수직 운동과, 축(112)을 중심으로 한 평
판(113 및 115)의 회전에 의하여, 그 확장구멍을 통하여 헤드(118)가 홈구멍(119)으로 도입되거나 홈구멍
으로부터 제거될 수 잇다.

아암(109)를 선회시킴에 의해 결합용링(102)을 제15도에 나타낸 지지판(81) 위의 위치로 이동시키고 이어
서 아래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핀(104)이 L-모양의 홈구멍(105)의 수직으로 연장된 부분을 통하여 
내측으로 향하여 이동되고, 결합용링(102)이 링(86) 위에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조정용실린더
(114)에 의해 상호연결된 평판(113과 115)을 회전시킴으로써 결합용링을 회전시키고, 그에 의해 결합용링
은 볼트(117)를 경유하여 평판(113)과 (115)를 따라서 돈다. 회전의 끝에서는, 핀(104)이 홈구멍(105)의 
수평으로 연장된 부분의 막힌 단부(closed end) 부근에 위치할 것이다. 그 다음, 평판(113과 115)이, 헤
드(118)가 확장된 구멍(120) 부근에 놓이는 위치로 선회하여, 다시 결합용링(102)은 지지판(81)에 그대로 
두는 한편 평판(113과 115)은 핀(117)과 함께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 다음, 제14도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그렇게 고정된 기질(18)과 그 위에 고정된 스테인리스 
접촉링(86)은 전해액을 담고 있는 용기(125) 내로 선회할 수 있다. 상기 용기 내에 하우징(housing)(12
6)이 배치되며, 상기 하우징에는 한편에 개구부(opening)(127)가 구비되고, 그 반대편에 고정된 기질(1
8)을 갖는 지지판(81)이 제14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방식으로 자리한다.

제14도에 더 나타나듯이, 평판(129)이 하우징(126) 안의 개구부(127) 전면으로 이동할 수 잇으며, 그 평
판에는 금속화되는 기질 면에 적합한 통로(passage)(130)가 구비된다. 상기 평판(129)은 다른 통로를 갖
는 다른 평판으로 쉽게 바꿀 수 있으므로, 통로의 크기는 필요에 따라서 즉시 조절될 수 있다.

또한, 수용수단(131)이 상기 용기 안에 배치되며, 이 수용수단 내에는 다수의 금속 구슬, 일반적으로 니
켈 구슬(132)이 들어있다. 그러한 구성을 이용하여, 니켈 구슬(132)을 포함하는 수용수단과 처리되는 기
질 사이의 거리는 비교적 짧게, 약 35mm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질에 신속하고 균일한 피복을 입히
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제1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구부(127)의  경계를  짓는  하우징(126)의  벽에  50°내외의 원주각
(circumferential angle) 상에 다수의 액체 통로(133)가 구비된다. 이 개구부를 통하여 새로운 전해액이 
공급되어, 화살표 C로 지시되는 바와 같이, 대략 기질(18)의 표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그 전해액이 흐르도
록 한다.

새로운  전해액의  계속적인  공급으로,  기질의  표면에  만족할  만한  니켈의  석출(deposition)이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정에서는 일반적이듯이, 기질과 그 위에 놓인 금속 접촉링상의 니켈 석출물은 예를 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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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cathode)으로 작용하고, 니켈 구슬은 양극(anode)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앞서 언급한 네덜란드 특허출원 제8802211호의 제3도에 나타낸 바의 범위(spirit) 
안에서, 기질에 두꺼운 피복이 입혀질 것이다.

일단 충분한 두께의 피복이 형성되고 나면, 상기 지지판(81)이 다시 복귀 선회를 하고, 기질과 피복물과 
함께 지지판은 뜨거운 탈이온수로 세척될 것이다. 그 다음, 지지판은 제14도에서 보여지는 위치로 복귀 
선회를  하고,  그런  다음,  위에서  기술한  결합용링(102)을  제공하던 단계를 거꾸로 실시하여 결합용링
(102)을 제거할 수 있다. 다음, 피복을 입힌 기질은 이제 그 기질 위에 놓인 링(86)과 일체가 되고, 이 
기질을 이송기구에 의해 제거하여, 또다른 구간(141)에 배치된 선회아암(140) 위에 놓을 수 있다. 이 선
회아암(140)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기술한 아암(23)과 상응하며, 상기 기질은, 수직축을 선회할 수 
있고 또한 수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상기 선회팔(140)에 의하여 구간(141)에 설비된 선반(142)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기질은 출입문(access door)(나타내지 않음)을 통하여 장치로부터 제거하여, 위
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기질 위에 형성된 소위 수-주물(male-mould)로 부터 통상적인 방법, 예를 들어 손
으로 기질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네덜란드 특허출원 제8802211호의 제4도에 나타낸 
바와 같다.

필요하다면, 상기 수-주물을 돋을새김된(embossing) 표면을 위로 하여 구간(141)에 있는 회전대(145) 위
에 놓고, 그런 다음, 수직축선을 선회할 수 있는 아암(147)에 고정된 광원(146)(도식적으로 표시됨)을 평
판  위로  이동시키고,  형성된  수-주물  위에  남은  잔류  라커  또는  광저항물질을  현상(develop)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아암(148)의 끝에 고정된 분무기구(spraying mechanism)(149)를 회전대 위에 지지된 수-
주물 위로 선회시킨다(제16, 17도). 상기 아암(148)은 조정용실린더(150)에 의해 위에서 기술한 방식과 
유사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수평 조정용실린더(151)에 의해 수직 선회축선을 선회할 수 있
다.

제16도에 나타낸 분무기구(149)의 위치에서, 수-주물을 세척하기 위해 세척액을 회전대(145)(제16도에서
는 나타내지 않음) 위에 지지된 수-주물 위에 분사할 수 있다.

다음, 분무장치(149)를 통하여 수-주물(152) 위에 라커 피복을 입힌다. 이 목적을  위하여, 아암(148)이 
하방으로 이동함으로써, 상기 아암(148)에 고정된 원통형 외피(shell(153')에 연결되고 분무기구를 둘러
싸고 있는 수용링(153)이 회전대(145)를 수용하고 있는 잔모양수단(154)의 상향 물매진 외주면에 놓이게 
된다. 이를 위하여, 상기 수용링의 저면 링(155)을 외측 원주로부터 내측으로 상향 경사지게 설계하며, 
이것의 결과로, 상기 수용링(153)의 외벽과 저면 링(155)의 사이에 잔류 라커를 받아담는 공간(156)이 형
성된다. 상기 수용 링(153)은 능동걸림(bayonet catch)을 형성하는 핀(157)과 적절한 L-모양 홈구멍에 의
해 즉각적으로 분리가능하게 원통형외피(153')에 연결되어, 상기 수용링(153)은 일정량의 라커가 상기 링
에 수집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제거되고 세척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완성된 수-주물은 장치로부터 방출되어 보관되거나 또다른 제조장치로 공급된다. 

작동하는  동안,  하우징(1)은  닫혀있고,  하우징  및  격자(grid)(159)에  의해  경계지어지는   송풍관
(duct)(158)을 통하여 깨끗한 공기가 기질 제조 구간들에 공급된다.

다양한 구간이 배열되는 순서는 위에서 기술하고 도면에서 묘사된 순서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하우징(1)의 한쪽 단부 부근에 상기 구간(52)을 설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그 구간에 배치
된 레이저 장치 및 광학장치와 같은 장비들이 일정한 조절을 필요로 하는 예민한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비를 본  장치의 한쪽 끝에 배열함으로써,  그  장비를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수용시킬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구간을 일직선상에 배치할 필요는 없다. 하우징(1)은 또한 예를 들어, 곡선상일 수 있다.

위에서 네덜란드 특허출원 제8802211호에 대해 몇가지 인용을 하고 있지만, 본 발명에 따른 장치를 이용
할 때, 네덜란드 특허출원 제8802211호에 기술된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기질(18) 위에 수-주물
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질(substrate)에 감광성 층을 도포하는 구간(station), 저장되는 기록데이타에 따라서 상기 감광성 층
을 노출시키는 구간, 상기 감광성 층을 현상(developing)시키고 이 현상된 감광성 층을 운반하는 기질 측
면을 금속화하는 구간 및 금속 피복(coating)을 적용하는 구간이 구비된 원판형 기록매체의 주물(mould)
을 제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구간들을 포함하는 작업 구간들이 하나의 하우징 안에 수용되고, 그 각 
구간들에 기질을 수용하는 수단이 설비되며, 기질은 파지하는 하나 이상의 이송수단(transport means)을 
구비하는 이송기구(transport mechanism)가 상기 하우징 안에 배치되고, 이때 상기 이송수단은 수평면상
에서 전후좌우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하우징 내에서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의 급송구간(feed station)에 수직축선상을 선회(pivot)할 수 있고 수직방향으
로 이동할 수 있는 아암이 구비되며, 상기 아암의 한 단부에 기질을 포획하는 수단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16-8

101993002194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질을 포획하는 수단에 대기압 이하의 압력이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광성 층을 도포하는 구간에, 기질을 수용하는 회전대 및 그 회전대 위에 지지되
는 기질의 상부면에 세척액, 1차 피복물질 및 감광성 물질을 공급하는 이동가능한 공급관이 구비되고, 수
직축선상을 선회할 수 있고 수직방향으로 이동가능한 솔장치(brush device)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대 옆에 상기 솔을 위치시킬 수 있는 팬(pan)이 배치되고, 이 팬에 배수관
(drain pipe)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잇어서, 상기 장치에 도포된 광저항 층을 건조시키는 건조구간이 구비되고, 이 건조구간은 기질
을 수용하는 공기배관(air line) 및, 공기를 공기배관으로 통과시키는 수단과 그 공기배관을 통과하는 공
기를 가열시키는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공기배관의 상부에 공기배관내로 기질을 도입하기 위한 개구부(opening)가 구비되
고, 상기 개구부는 수직으로 이동가능한 덮개(cover)에 의하여 개폐될 수 있으며 이 덮개는 수직 회전축
선상을 선회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6항 또는 7항에 있어서, 상기 공기배관에, 공기배관 내로 기질이 도입되는 위치의 상부에 격막이 구비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6항 또는 7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구간이 기질의 급송구간 부근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광저항 층을 현상하고 현상된 광저항 층을 금속화하는 구간에, 회전대와 그 회전대 가까
이에 수직 회전축선상을 선회할 수 있는 아암이 구비되며, 상기 아암에 광저항 층을 처리하고 금속화하는 
액체가 통과하는 관이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배수관이 연결되는 팬이 상기 회전대 옆에 배치되고, 상기 액체가 통과하는 관을 지지
하는 아암이 상기 팬 위에서 선회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수직 회전축선상을 선회할 수 있는 렌즈를 지지하는 아암이 상기 회전대 
부근에 배치되고, 레이저 광원이 상기 회전대 밑에, 상기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기질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광선이 렌즈에 의해 포착되어 도포, 현상된 광저항 층을 갖는 기질의 품질을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에 현상된 광저항 층이 입혀진 기질에 금속 피복을 적용하는 구간이 구비되고, 
상기 구간에 기질을 수용하는 지지수단이 구비되고, 상기 지지수단은 기질을 수용하는 데 적절한 위치와 
그 지지수단에 의해 지지되는 기질을 전해액을 담고 있는 용기에 침지시키는 위치 사이에서 수평축선상을 
선회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피복 적용구간에 수직축선상을 선회할 수 있는 아암의 단부에 설치된 파지수
단이 배치되고, 상기 파지수단은 상기 파지수단의 축선에 대하여 방사상으로 왕복운동을 하며 기질 위에 
놓여진 환상 물체(annular object)를 집어올릴 수 있는 다수의 손가락(finger)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수직축선상을 선회할 수 있는 선회 아암이 상기 금속피복 적용구간에 배치되며, 지지수
단에 결합용링(clamping ring)을 고정하는 기구(mechanism)가 상기 아암의 단부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용링과 기질을 수용하는 지지수단에 핀(pin)과 실질적으로 L-모양 홈구멍(L-
shaped  slotted  hole)이  구비되며,  이것들이  공동으로  결합용링을  지지수단에  고정시키는 능동걸림
(bayonet catch)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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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5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용링 고정기구가 아암에 대하여 회전축선상을 회전할 수 있는 캐리
어를 포함하며, 상기 캐리어 하부에 돌출한 복수의 핀이 고정되고, 상기 핀의 하단부에 헤드가 구비되고, 
이 헤드는 상기 결합용링의 내부에 구비되어 회전축선상을 동심원적으로 둘러싸는 홈구멍의 내부에 끼워
맞춰지며, 상기 홈구멍은 핀의 저면 단부에 고정된 헤드를 삽입, 방출하는 한 단부 부근에 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수단이 전해액을 함유하고 있는 용기의 내측에 자리하는 위치에 있어서, 지지
수단에 의해 지지되는 기질이 상기 용기 안에 배치된 하우징 내에 구비된 개구부의 맞은편에 위치하며, 
상기 용기에는 피복형성 물질의 입가(grain)가 함유되어 있으며, 상기 하우징의 내부에 면한 기질의 측면
을 따라 새로 공급되는 신선한 전해액의 흐름이 발생되도록 하는 수단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 내에 교체가능한 평판이 구비되고, 상기 평판에는 하우징에 구비된 개구부
의 중심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중심을 갖는 개구부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에, 처리된 기질을 수용하는 선반(rack)과 수직 선회회축선상을 선회할 수 있
고 수직으로 이동가능한 아암이 배치되는 구간이 구비되며, 상기 아암의 단부에 기질을 포획하는 수단이 
구비되며,  이  수단들이,  이송기구에  의해  아암에  놓인  기질들을  상기  아암에  의해  선반에  놓을  수 
있으며, 상기 아암에 의해 선반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에, 회전대가 배치되고 그 위에 형성된 주물이 적용된 금속 피복이 밑으로 가
도록 하는 방식으로 놓이는 구간이 구비되며, 상기 구간에는 주물에 존재하는 잔류 광저항물질을 노출시
키는 광원을 지지하는, 수직축선상을 선회할 수 있는 아암이 수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구간이 수직 선회축선상을 선회할 수 있고 수직 왕복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암을 
더 구비하며, 상기 아암은 세척액 또는 라커를 주물의 윗표면에 도포할 수 있는 분무수단을 지지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분무수단이 원통형 외피에 의해 둘러싸이며 상기 원통외피의 내측 상방으로 경사
진 저면 모서리에 의해 그 저면부에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외피가 즉각적으로 분리가능하게 아암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광저항 층을 노출시키는 상기 구간이 상기 장치의 한 단부 부근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1-7항, 10항, 11항, 13-16항, 18-25항의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기구에 기질을 파지하는 
두 개의 이송수단이 구비되며, 상기 두 이송수단은 미끄러대(slide)에 고정되며 이 미끄럼대는 양방향으
로 서로가 이루는 각을 포함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한편, 상기 이송수단의 각각은 다른 이송수단의 상하
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1-7항, 10항, 11항, 13-16항, 18-25항의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각 구간이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수단이 구비된  공간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8 

원판형 기록매체의 주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주물이 그 상면에 형성되는 기질이, 정상 작동
중 폐쇄되는 하우징 내에서 상기 기질에 광저항 층을 도포하는 구간, 저장될 기록데이타에 따라 그 광저
항 층을 노출시키는 구간, 감광성 층을 현상하고 그 현상된 광저항 층을 운반하는 기질의 면을 금속화하
는 구간 및 금속 피복을 적용하는 구간을 포함하는 다수의 구간들 사이에서 이송수단에 의해 자동으로 이
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기질을 소정 구간에서 1차로 세척 또는 솔질한 다음, 그 구간 내에서 상기 기질에 
광저항 층을 도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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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광저항 층을 도포한 다음, 상기 기질을 가열된 공기가 통과하는 구간으로 이동시켜서 
상기 광저항 층을 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기질을 밀폐할 수 있는 공기배관 내에 위치시키고 그곳을 통하여 1차로 가열된 공
기를 그 다음 냉각된 공기를 통과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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