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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크라이브 장비 및 이를 구비한 기판의 절단장치 및이것을 이용한 기판의 절단방법

요약

본 발명은 TFT 기판과 C/F 기판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스크라이브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장비 스페이서를 확보함과 동

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한 스크라이브 장비 및 이를 구비한 기판의 절단장치 및 이것을 이용한 기판의 절단방법에 관

한 것으로서,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의 합착 공정이 완료된 제 1 모 기판이 흡착되는 스테이지와,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의

합착 공정이 완료된 제 2 모 기판이 안착되는 스크라이빙 벨트와, 상기 스테이지와 스크라이빙 벨트 사이에 구성되어 상기

제 1 모 기판의 제 1 기판 또는 상기 제 2 모 기판의 제 2 기판에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하는 헤드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

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스크라이브, 헤드, 브레이크, 모 기판, 액정패널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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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를 나타낸 단면도

도 2는 일반적인 액정 패널의 제조 공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3a 내지 도 3f는 종래 기술에 의한 기판의 절단장치에서 모 기판을 단위 액정표시 패널별로 절단하는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기판의 평면도

도 4는 종래 기술에 의한 기판의 절단장치에서 스크라이브 및 브레이크 장비의 배치 구조를 도시한 평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스크라이브 장비를 나타낸 개략적인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기판의 절단장치에서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낸 개략적인 구성도

도 7a 내지 도 7h는 도 6과 같이 구성된 기판의 절단장치를 이용한 기판의 절단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평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모 기판 110 : 스테이지

120 : 스크라이빙 벨트 130 : 헤드부

140 : 레이저 발생기 150 : 반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device)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장비의 스페이스(space) 확보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한 스크라이브 장비 및 이를 구비한 기판의 절단장치 및 이것을 이용한 기판의 절단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액정표시장치는 매트릭스(matrix) 형태로 배열된 액정 셀들에 화상정보에 따른 데이터 신호를 개별적으로 공

급하여, 그 액정 셀들의 광투과율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화상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표시장치이다.

상기 액정표시장치는 대면적의 모 기판에 박막트랜지스터 어레이 기판들을 형성하고, 별도의 모 기판에 컬러필터 기판들

을 형성한 다음 두 개의 모 기판을 합착함으로써, 액정 패널들을 동시에 형성하여 수율 향상을 도포하고 있으므로, 단위 액

정패널로 절단하는 공정이 요구된다.

통상, 상기 단위 액정패널의 절단은 유리에 비해 경도가 높은 다이아몬드 재질의 휠(wheel)로 모 기판의 표면에 소정깊이

의 크랙을 형성하는 스크라이브(scribe) 공정과 기계적 힘을 가해 절단하는 브레이크(break)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도 1은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한 제 1 기판(10)상의 일정영역에 금속과 같은 도전성 물질로 이루어진 게이트 전극(11)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게이트 전극(11)을 포함한 제 1 기판(10)의 전면에 실리콘 질화막(SiNx)이나 실리콘 산화막(SiO2)으

로 이루어진 게이트 절연막(12)이 형성되어 있다.

이어, 상기 게이트 전극(11) 상부의 게이트 절연막(12) 위에는 비정질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액티브층(13)이 형성되어 있으

며, 상기 액티브층(13) 양측단위에 불순물이 도핑된 비정질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오믹 콘택층(14)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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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기 오믹 콘택층(14) 상부에는 금속과 같은 도전 물질로 이루어진 소오스 및 드레인 전극(15,16)이 형성되어 있는

데, 상기 소오스 및 드레인 전극(15,16)은 상기 게이트 전극(11)과 함께 박막트랜지스터(T)를 이룬다.

한편,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상기 게이트 전극(11)은 게이트 배선과 연결되어 있고, 상기 소오스 전극(15)은 데이터

배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게이트 배선과 데이터 배선은 서로 직교하여 화소 영역을 정의한다.

이어, 상기 소오스 및 드레인 전극(15,16)을 포함한 제 1 기판(10)의 전면에는 실리콘 질화막이나 실리콘 산화막 또는 유

기 절연막으로 이루어진 보호막(17)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보호막(17)은 상기 드레인 전극(16)의 표면이 소정부분 노출

되도록 콘택홀(18)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상기 보호막(17) 상부의 화소 영역에는 투명 도전 물질로 이루어진 화소 전극(19)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화소 전극

(19)은 콘택홀(18)을 통해 드레인 전극(16)과 연결되어 있다.

이어, 상기 화소 전극(19) 상부에는 폴리이미드(polyimide)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지고 표면이 일정 방향을 가지도록 형성

된 제 1 배향막(20)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제 1 기판(10) 상부에는 제 1 기판(10)과 일정 간격을 가지고 이격되어 있으며 투명한 제 2 기판(31)이 배치되어 있

다.

그리고 상기 제 2 기판(31) 하부의 박막트랜지스터(T)와 대응되는 부분에는 블랙 매트릭스(32)가 형성되어 있는데, 도시

하지 않았지만 블랙 매트릭스(32)는 화소 전극(19) 이외의 부분도 덮고 있다.

이어, 상기 블랙 매트릭스(32) 하부에는 컬러필터(33)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컬러필터(33)는 적(R), 녹(G), 청(B)의 세

가지 색이 순차적으로 반복되어 있고, 하나의 색이 하나의 화소 영역에 대응된다.

이어, 상기 컬러필터(33) 하부에는 투명한 도전 물질로 이루어진 공통 전극(34)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공통 전극(34) 하

부에는 폴리이미드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지고 표면이 일정 방향을 가지도록 형성된 제 2 배향막(35)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제 1 배향막(20)과 제 2 배향막(35) 사이에는 액정층(40)이 주입되어 있다.

이러한 액정 표시 장치는 박막 트랜지스터와 화소 전극을 형성하는 어레이 기판 제조 공정과 컬러필터와 공통 전극을 형성

하는 컬러필터 기판 제조 공정, 그리고 제조된 두 기판의 배치와 액정 물질의 주입 및 봉지, 그리고 편광판 부착으로 이루

어진 액정패널 공정에 의해 형성된다.

도 2는 일반적인 액정패널의 제조 공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박막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어레이 기판과 컬러필터를 포함하는 컬러필터 기판

을 준비한다(S1).

여기서, 상기 박막트랜지스터 어레이 기판은 박막을 증착하고 패터닝하는 과정을 여러 회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데, 박막

의 패터닝시 사용되는 마스크의 수가 공정 수를 대표하며, 현재 마스크 수를 감소시켜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상기 컬러필터 기판은 화소 영역 이외의 부분에서 빛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블랙 매트릭스와 적(R), 녹

(G), 청(B)의 컬러필터 및 공통 전극을 순차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컬러필터는 염색법, 인쇄법, 안료 분산법, 전

착법 등에 의해 형성되는데, 현재 컬러 필터 형성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은 안료 분산법이다.

이어, 각 기판에 액정 분자의 초기 배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배향막을 형성한다(S2).

여기서, 상기 배향막의 형성은 고분자 박막을 도포하고 배향막을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시키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적으로 배향막에는 폴리이미드(polyimide) 계열의 유기물질이 주로 사용되고, 배향막을 배열시키는 방법으로는 러빙 방법

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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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러빙 방법은 러빙포를 이용하여 배향막을 일정한 방향으로 문질러주는 것으로, 배향 처리가 용이하여 대량 생

산에 적합하고, 배향이 안정하며 프리틸트각(pretilt angle)의 제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편광된 빛을 이용하여 배향하는 광배향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음, 두 기판 중 어느 하나의 기판에 실 패턴(seal pattern)을 형성하는데(S3), 실 패턴은 화상이 표현되는 영역의 외곽에

위치하며, 액정 주입을 위한 갭을 형성하고 주입된 액정의 누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상기 실 패턴은 열경화성 수지를 일정한 패턴으로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실 패턴 형성 방법으로는 스크린 마

스크(screen mask)를 이용한 스크린 인쇄법과 디스펜서를 이용한 실 디스펜서(dispenser)법이 있다.

현재 공정의 편의성이 큰 스크린 인쇄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마스크와 배향막의 접촉에 의한 불량 유발과 기판의 크

기가 커짐에 따라 스크린 마스크의 대응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점차 실 디스펜서법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박막트랜지스터 어레이 기판과 컬러필터 기판 사이의 간격을 정밀하고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두 기판 중 어느 하

나의 기판에 일정한 크기의 스페이서를 산포한다(S4).

여기서, 상기 스페이서의 산포 방식은 알코올 등에 스페이서를 혼합하여 분사하는 습식 산포법과 스페이서만을 산포하는

건식 산포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건식 산포는 정전기를 이용하는 정전 산포법과 기체의 압력을 이용하는 제전 산포법으로

나뉘는데, 액정 표시 장치는 정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므로 제전 산포법이 많이 사용된다.

다음, 액정 표시 장치의 두 기판 즉, 박막트랜지스터 어레이 기판과 컬러 필터 기판을 배치하고 실 패턴을 가압 경화하여

합착한다(S5). 이때, 각 기판의 배향막이 마주 대하며, 화소 전극과 컬러필터가 일대일 대응하도록 배치한다.

다음, 두 기판을 각각의 액정패널로 절단하여 분리한다(S6).

일반적으로 액정 표시 장치는 한 장의 기판 상에 하나의 액정 표시 장치가 될 액정패널을 다수 개 형성하고, 각 액정패널로

분리함으로써, 제조 효율을 향상시키고 제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액정패널의 절단공정은 유리 기판 보다 경도가 높은 다이아몬드 재질의 스크라이빙 휠에 의하여 기판의 표면

에 크랙을 형성하는 스크라이브 공정과 상기 크랙이 형성된 부분에 브레이크 바를 위치시킨 후 소정의 압력을 가하여 크랙

이 형성된 방향으로 기판을 분리하는 브레이크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어, 두 기판의 배향막 사이에 액정을 주입한다(S7). 액정의 주입은 액정패널 내외의 압력차를 이용한 진공 주입법이 주

로 이용된다. 여기서 액정패널 내부에 액정이 주입되었을 때, 액정 속의 미세한 공기 방울에 의해 액정패널 내부에서 기포

가 형성되어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액정을 장시간 진공에 방치하여 기포를 제거하는 탈포 과

정이 필요하다.

액정의 주입이 완료되면 액정패널의 주입구에서 액정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입구를 봉합한다. 보통 디스펜서를 이용하여

주입구에 자외선 경화 수지를 도포한 후, 자외선을 조사하여 경화시킴으로써 주입구를 막아준다.

다음, 이러한 방법으로 형성된 액정패널의 외측에 각각 편광판을 부착한 후 구동회로를 연결하면 액정 표시 장치가 완성된

다(S8).

도 3a 내지 도 3f는 종래 기술에 의한 기판의 절단장치에서 모 기판을 단위 액정표시 패널별로 절단하는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기판의 평면도이다.

일반적으로 합착된 기판을 절단하는 공정은 기판 절단장치(스크라이브 공정과 브레이크 공정으로 이루어진다)를 이용한

다. 그리고 도 3a 내지 도 3f에서는 모 기판(1000 ×1200㎜)에 18.1″모델의 액정표시패널이 6개 배열되는 것을 도시하였

다.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로더(loader)부의 테이블(table)(51)상에 합착된 모 기판(52)을 로딩(loadin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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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합착된 모 기판(52)은 TFT 기판(52a)과 C/F 기판(52b)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도면에서 위쪽은 테이블(51)위에 모 기판(52)이 로딩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 도면을 테이블(51)위에 로딩

된 모 기판(52)을 위쪽에서 바로 본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모 기판(52) 중 TFT 기판(52a)이 상부로 위치하도록 상기 모 기판(52)을 반전한다.

이어, 상기 TFT 기판(52a)의 절단 예정선에 유리 기판보다 경도가 높은 다이아몬드 재질의 휠(wheel)(53)을 정렬하고, 상

기 휠(53)을 회전 및 이동시키면서 상기 TFT 기판(52a)의 장축 또는 단축 방향(도면에서 화살표 방향)을 따라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한다.

도 3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모 기판(52) 중 C/F 기판(52b)이 상부로 위치하도록 반전하고, 상기 C/F 기판(52b)의 상

부에 브레이크 바(break bar)(54)를 정렬한다.

이어, 상기 브레이크 바(54)에 소정의 압력을 가하여 상기 TFT 기판(52a)에 소정깊이로 형성된 크랙을 완전히 절단시켜

TFT 기판(52a)을 단위 액정패널로 분리한다.

도 3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C/F 기판(52b)의 절단 예정선에 휠(53)을 정렬한다.

이어, 상기 휠(53)을 회전 및 이동시키면서 상기 C/F 기판(52b)의 장축 또는 단축 방향(도면에서 화살표 방향)을 따라 소

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한다.

도 3e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모 기판(52) 중 TFT 기판(52a)이 상부에 위치하도록 상기 모 기판(52)을 반전시키고, 상

기 반전된 모 기판(52)의 TFT 기판(52a) 상측에 브레이크 바(break bar)(54)를 정렬하고, 상기 브레이크 바(54)에 소정의

압력을 가하여 상기 C/F 기판(52b)을 단위 액정패널로 분리한다.

도 3f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각 단위 액정패널로 분리된 기판들을 전면 흡착판(도시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들

어서 반송 및 분리하여 상기 기판들을 다음 공정을 위하여 옮겨지도록 언로딩(unloading)한다.

도 4는 종래 기술에 의한 기판의 절단장치에서 스크라이브 및 브레이크 장비의 배치 구조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크라이브 공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TFT 기판(60)과 C/F 기판(65)이 합착된 모 기판이 들어와

안착되는 로더부(70)와, 상기 로더부(70)에 안착된 모 기판 중 TFT 기판의 절단 예정선을 따라 크랙을 형성하는 제 1 스

크라이브부(71)와, 상기 제 1 스크라이브부(71)에서 형성된 크랙에 반대쪽에서 힘을 가해 TFT 기판을 절단시키는 제 1

브레이크부(72)와, 상기 로더부(70)에 안착된 모 기판 중 C/F 기판(65)의 절단 예정선을 따라 크랙을 형성하는 제 2 스크

라이브부(73)와, 상기 제 2 스크라이브부(73)에서 형성된 크랙의 반대쪽에서 힘을 가해 C/F 기판(65)을 절단시키는 제 2

브레이크부(74)와, 상기 제 1, 제 2 브레이크부(72,74)에서 단위 액정패널별로 분리된 기판들을 한꺼번에 들어서 반송시

키는 전면흡착판부(75)와, 상기 전면흡착판부(75)로부터 기판들이 분리되어 나뉘어지는 분리 테이블(76)과, 상기 분리 테

이블(76)로부터 기판들이 다음 공정을 위하여 옮겨지는 언로더부(77)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전면흡착판부(75)는 상기 제 2 브레이크부(74)와 분리 테이블(76) 사이를 이동하면서 제 2 브레이크부(74)

에서 완전히 분리된 단위 액정패널들을 분리 테이블(76)로 나르게 되며, 상기 스크라이브 및 브레이크 공정이 진행되는 동

안 기판을 각각의 영역을 운반하기 위한 반송롤러(78)와 로봇(79)들이 배치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에 의한 기판의 절단장치 및 그 절단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즉, 기판의 대형화 및 장비 사이즈(size)가 증가함에 따라 스크라이브 장비와 브레이크 장비가 크린 룸의 공간을 많이 차지

하게 되는데, TFT 기판과 C/F 기판을 절단할 때, 스크라이브 및 브레이크 공정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실행함으로써 장비

스페이서(space)가 넓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된다.

등록특허 10-0628276

- 5 -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TFT 기판과 C/F 기판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스크라이브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장비 스페이서를 확보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한 스크라이브 장비 및 이를 구비한 기판

의 절단장치 및 이것을 이용한 기판의 절단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스크라이브 장비는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의 합착 공정이 완료된 제 1

모 기판이 흡착되는 스테이지와,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의 합착 공정이 완료된 제 2 모 기판이 안착되는 스크라이빙 벨트

와, 상기 스테이지와 스크라이빙 벨트 사이에 구성되어 상기 제 1 모 기판의 제 1 기판 또는 상기 제 2 모 기판의 제 2 기판

에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하는 헤드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기판의 절단장치는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이 합착된 모 기판을 이송하는 이송 로봇과, 상기 이송 로봇

으로부터 이송된 모 기판을 반송하는 기판 반송부와, 상기 기판 반송부로부터 반송된 상기 제 1 기판 또는 제 2 기판의 절

단 예정선을 따라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하는 스크라이브부와, 상기 스크라이브부로부터 크랙이 형성된 모 기판을 전달

받아 단위 액정패널로 분리하는 브레이크부와, 상기 브레이크부로 분리된 기판들을 반전시키는 패널 반전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기판의 절단방법은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이 합착된 제 1 모 기판의 제 1 기판을 승강 및 좌우 이동이

가능한 스테이지에 흡착하는 단계와, 상기 스테이지를 스크라이브부로 이송하여 상기 제 1 모 기판 중 제 2 기판의 절단 예

정선을 따라 소정깊이의 제 1 크랙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스테이지를 원위치로 복귀하고 반송 벨트를 상승시키어 상기

제 1 모 기판을 반송 벨트로 이송시키는 단계와, 상기 반송 벨트를 하강하고 상기 제 1 모 기판을 스크라이브부의 스크라이

빙 벨트로 이송하여 상기 제 1 모 기판 중 제 1 기판의 절단 예정선을 따라 소정깊이의 제 2 크랙을 형성하는 단계와,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이 합착된 제 2 모 기판 중 제 1 기판을 상기 스테이지에 흡착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크랙과 제 2 크랙이

형성된 제 1 모 기판을 브레이킹 벨트로 이송하고 상기 제 2 모 기판이 흡착된 스테이지를 스크라이브부로 이송하는 단계

와, 상기 제 2 모 기판 중 제 2 기판의 절단 예정선을 따라 소정깊이의 제 1 크랙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브레이킹 벨트로

이송된 제 1 모 기판을 단위 액정패널로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의한 스크라이빙 장비 및 이를 구비한 기판의 절단장치 및 이것을 이용한 기판의

절단방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스크라이브 장비를 나타낸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TFT 기판(100a)과 C/F 기판(100b)의 합착 공정이 완료된 제 1 모 기판(100) 중 TFT 기판

(100a)을 흡착하여 고정하는 스테이지(110)와, TFT 기판(200a)과 C/F 기판(200b)의 합착 공정이 완료된 제 2 모 기판

(200) 중 C/F 기판(200b)이 하부에 위치하도록 탑제하는 스크라이빙 벨트(120)와, 상기 스테이지(110)와 스크라이빙 벨

트(120) 사이에 구성되어 상기 제 1 모 기판(100)의 C/F 기판(100b) 또는 상기 제 2 모 기판(200)의 TFT 기판(200a)에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하는 헤드부(130)와, 상기 헤드부(130)에 레이저를 발생하여 전달

하는 레이저 발생기(14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헤드부(130)는 상기 제 1 모 기판(100)의 C/F 기판(100b)에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하는 제 1 헤드부

(130a)와 상기 제 2 모 기판(200)의 TFT 기판(200b)에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하는 제 2 헤드부(130b)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상기 레이저 발생기(140)로부터 발생된 레이저가 상기 제 1 헤드부(130a) 또는 제 2 헤드부(130b)에서 선택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레이저의 방향을 조절하는 반사부(150)가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반사부(150)는 선택적으로 제 1 모 기판(100)과 제 2 모 기판(200)에 크랙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를 제어하

는 별도의 제어부(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한편, 상기 헤드부(130)는 180°회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상기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의해 회전되어 스크라이브 장비내

로 들어온 제 1, 제 2 모 기판(100,200) 중 하나의 기판에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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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헤드부(130)는 레이저를 조사하는 헤드로 설명하고 있지만, 다이아몬드 재질의 휠이

부착된 헤드를 사용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기판의 절단장치에서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낸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TFT 기판(300a)과 C/F 기판(300b)이 합착된 모 기판(300)을 이송하는 이송 로봇(310)과, 상기

이송 로봇(310)으로부터 이송된 모 기판(300)을 반송하는 기판 반송부(320)와, 상기 기판 반송부(320)로부터 반송된 상

기 TFT 기판(300a) 또는 C/F 기판(300b)의 절단 예정선을 따라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하는 스크라이브부(330)와, 상기

스크라이브부(330)로부터 크랙이 형성된 모 기판(300)을 전달받아 단위 액정패널로 분리하는 브레이크부(340)와, 상기

브레이크부(330)로 분리된 액정패널들을 반전시키는 패널 반전부(350)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상기 기판 반송부(320)의 상측에는 상기 이송 로봇(310)으로부터 이송된 모 기판(300)을 진공 흡착하여 고정하는

스테이지(321)가 구성되어 있고, 상기 스테이지(321)는 상기 스크라이브부(330)의 상측까지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경로(322)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스테이지(321)는 상하로 승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상기 기판 반송부(320)의 하측에는 상하 이동이 가능하며 상기 모 기판이 탑제되는 반송 벨트(323)가 구성되어 있

고, 상기 스크라이브부(330)는 상기 반송 벨트(323)로부터 이송된 모 기판(300)을 전달받아 스크라이빙 공정이 수행되는

스크라이빙 벨트(331)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상기 스크라이브부(330)의 스크라이빙 벨트(331)와 상기 스테이지(321)의 이동 경로(322) 사이에는 상기 모 기판

(300)의 TFT 기판(300a) 또는 C/F 기판(300b)의 절단 예정선에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하기 위한 헤드부(332)가 구성

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헤드부(332)는 180°회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상기 스테이지(321)를 통해 흡착된 모 기판(300)의 C/F 기

판(300b)에 소정깊이를 갖는 크랙을 형성하거나 상기 스크라이빙 벨트(331)에 탑제되는 상기 모 기판(300)과 다른 모 기

판(도시되지 않음)의 TFT 기판에 소정깊이를 갖는 크랙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헤드부(332)는 다이아몬드 재질의 휠로 구성할 수도 있고, 레이저를 조사하는 헤드로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헤드부(332)를 제 1 헤드부(332a)와 제 2 헤드부(332b)로 나누어 구성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제 1 헤드부(332a)는 상기 스테이지(321)를 통해 흡착된 모 기판(300)의 C/F 기판(300b)에 소정깊이를 갖는 크

랙을 형성하고, 상기 제 2 헤드부(332b)는 상기 스크라이빙 벨트(331)에 탑제되는 상기 모 기판(300)과 다른 모 기판(도

시되지 않음)의 TFT 기판에 소정깊이를 갖는 크랙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헤드부(332)는 외부에서 레이저를 발생하는 레이저 발생기(360)에 연결되어 있고, 상기 레이저 발생기(360)를

통해 발생된 레이저를 받아 상기 제 1 헤드부(332a)와 제 2 헤드부(332B)에서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모 기판

(300)의 TFT 기판(300a) 또는 C/F 기판(300b)에 크랙을 형성한다.

한편, 상기 레이저 발생기(360)로부터 발생된 레이저가 상기 제 1 헤드부(332a) 또는 제 2 헤드부(332b)에서 선택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레이저의 방향을 조절하는 반사부(370)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반사부(370)는 외부로부터 제어신호를 받아 선택적으로 제 1 헤드부(332a) 또는 제 2 헤드부(332b)를 통해

레이저를 조사하여 서로 다른 모 기판에 각각 크랙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브레이크부(340)는 상기 스크라이빙 벨트(331)로부터 이송된 모 기판(300)이 이송되어 위치하는 브레이킹 벨

트(341)와, 상기 브레이킹 벨트(341)에 위치한 모 기판(300)에 핫 스팀을 분사하여 단위 액정패널로 분리하는 핫 스팀 노

즐부(342)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도 7a 내지 도 7h는 도 6과 같이 구성된 기판의 절단장치를 이용한 기판의 절단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평면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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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송 로봇(310)을 이용하여 TFT 기판(300a)과 C/F 기판(300b)이 합착된 제 1 모 기판(300)

을 이송한다.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이송 로봇(310)을 통해 기판 반송부(320)로 이송된 제 1 모 기판(300)을 상하로 승강 및

좌우 이동이 가능한 스테이지(321)를 하강하여 상기 제 1 모 기판(300)을 진공 흡착한다.

도 7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제 1 모 기판(300)이 진공 흡착된 스테이지(321)를 이동 경로(322)를 따라 스크라이브부

(330)로 이동한다.

이어, 상기 이동 경로(322)를 따라 스크라이브부(330)로 이동된 제 1 모 기판(300) 중 상기 스테이지(321)에 합착되지 않

는 C/F 기판(300b)의 절단 예정선을 따라 제 1 헤드부(332a)를 통해 레이저를 조사하여 소정깊이를 갖는 크랙을 형성한

다.

여기서, 상기 크랙의 형성하기 위한 레이저는 외부의 레이저 발생기(360)로부터 발생된 레이저를 이용하고, 반사부(370)

의 제어를 통해 상기 제 1 헤드부(332a)로부터 레이저를 발생하도록 제어하고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레이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다이아몬드 재질의 휠을 이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도 7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제 1 모 기판(300)의 C/F 기판(300b)에 스크라이브 공정이 끝나면, 상기 스테이지(321)

는 상기 제 1 모 기판(300)을 흡착한 상태로 다시 원위치로 복귀한다.

이어, 상기 스테이지(321)가 원위치로 복귀하면, 상기 기판 반송부(320)의 반송 벨트(323)의 위쪽으로 상승하고, 상기 이

송 로봇(310)은 TFT 기판(400a)과 C/F 기판(400b)이 합착된 제 2 모 기판(400)을 투입할 준비를 한다.

도 7e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반송 벨트(323)가 상승하면, 상기 스테이지(321)는 흡착을 해제하여 상기 스테이지(321)

에 흡착된 제 1 모 기판(300)을 상기 반송 벨트(323)위에 올려놓는다.

도 7f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반송 벨트(321)는 하강하여 상기 스크라이브부(33)의 스크라이빙 벨트(331)위로 제 1 모

기판(300)을 이송하여 위치시킨다.

이어, 상기 스크라이빙 벨트(331)위로 위치된 제 1 모 기판(300) 중 TFT 기판(300a)의 절단 예정선을 따라 제 2 헤드부

(332b)를 통해 레이저를 조사하여 소정깊이를 갖는 크랙을 형성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제 1 헤드부(332a)와 제 2 헤드부(332b)를 구분하여 크랙을 형성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만, 180°회전이 가능한 하나의 헤드부만을 가지고 스테이지(321)에 흡착 고정된 기판에 크랙을 형성하고, 또한 스크라이

빙 벨트(331)위에 위치한 기판에 크랙을 형성할 수 있다.

이어, 상기 이송 로봇(310)은 상기 제 2 모 기판(400)을 상기 기판 반송부(320)내로 투입하고, 상기 기판 반송부(320)의

스테이지(321)는 하강하여 상기 제 2 모 기판(400)을 진공 흡착한다.

도 7g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TFT 기판(300a)과 C/F 기판(300b)에 스크라이브 공정이 완료된 제 1 모 기판(300)을 스

크라이빙 벨트(331)를 따라 브레이크부(340)의 브레이킹 벨트(341)로 이송하여 위치한다.

이어, 상기 제 2 모 기판(400)이 흡착된 스테이지(321)를 이동 경로(322)를 따라 스크라이브부(330)로 이동하고, 상기 제

1 헤드부(332a)에서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기 제 2 모 기판(400) 중 C/F 기판(400b)에 절단 예정선을 따라 소정깊이를 갖

는 크랙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브레이크부(340)로 이송된 제 1 모 기판(300)의 전면에 핫 스팀 노즐(hot steam nozzle)부(342)를 통해 핫

스팀을 분사하여 상기 크랙 부분을 따라 단위 액정패널 단위로 분리한다.

도 7h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브레이크 공정이 완료된 제 1 모 기판(300)은 패널 반전부(350)로 이동하고, 불필요한 기

판들은 사이드에 위치한 보관부(380)에 떨어뜨려 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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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기 이송 로봇(310)은 TFT 기판(500a)과 C/F 기판(500b)이 합차된 제 3 모 기판(500)을 준비한다.

한편, 도 7a 내지 도 7h의 공정을 반복하면서 상기 스크라이브부(330)에서는 서로 다른 모 기판 중 TFT 기판 또는 C/F 기

판에 각각 스크라이빙 공정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래에 비하여 스크라이브부가 차지하는 면적을 현격하게 줄일 수

가 있다.

한편,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발생기(360)의 레이저는 CO2 레이저, YAG 레이저, 펨토초 레이저 등을 사용할 수 있

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스크라이브 장비 및 이를 구비한 기판의 절단장치 및 이것을 이용한 기판의 절

단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즉, 하나의 스크라이브 장비내에서 두 개의 모 기판 중 TFT 기판과 C/F 기판에 각각 크랙을 형성함으로써 종래에 비해서

장비의 스페이스를 작게 하고, 같은 크린 룸(clean room)에 더 많은 장비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셀(cell) 공정 마지막 공

정 장비의 스페이스 확보로 인한 크린 룸의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의 합착 공정이 완료된 제 1 모 기판이 흡착되는 스테이지와,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의 합착 공정이 완료된 제 2 모 기판이 안착되는 스크라이빙 벨트와,

상기 스테이지와 스크라이빙 벨트 사이에 구성되어 상기 제 1 모 기판의 제 1 기판 또는 상기 제 2 모 기판의 제 2 기판에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하는 헤드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라이브 장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는 180°회전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라이브 장비.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는 상기 제 1 모 기판의 제 1 기판에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하는 제 1 헤드부와, 상기 제 2

모 기판의 제 2 기판에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하는 제 2 헤드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라이브 장비.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는 레이저를 조사하는 헤드 또는 다이아몬드 재질의 휠이 부착된 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스크라이브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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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에 레이저를 발생하여 전달하는 레이저 발생기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스

크라이브 장비.

청구항 6.

제 3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발생기로부터 발생된 레이저를 상기 제 1 헤드부 또는 제 2 헤드부를 통해 조

사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라이브 장비.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는 승강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라이브 장비.

청구항 8.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이 합착된 모 기판을 이송하는 이송 로봇과,

상기 이송 로봇으로부터 이송된 모 기판을 반송하는 기판 반송부와,

상기 기판 반송부로부터 반송된 상기 제 1 기판 또는 제 2 기판의 절단 예정선을 따라 소정깊이의 크랙을 형성하는 스크라

이브부와,

상기 스크라이브부로부터 크랙이 형성된 모 기판을 전달받아 단위 액정패널로 분리하는 브레이크부와,

상기 브레이크부로 분리된 기판들을 반전시키는 패널 반전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절단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반송부는

상기 이송 로봇으로부터 이송된 모 기판을 진공 흡착하는 스테이지와,

상기 모 기판을 이송하는 반송 벨트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절단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및 반송 벨트는 승강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절단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는 이동 경로를 따라 상기 스크라이브부까지 왕복할 수 있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절단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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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라이브부는 상기 기판 반송부의 반송 벨트로부터 이동된 기판을 안착하는 스크라

이빙 벨트와, 상기 스테이지에 합착된 모 기판의 제 1 기판에 절단 예정선을 따라 크랙을 형성하는 제 1 헤드부와, 상기 반

송 벨트로부터 이송되어 스크라이빙 벨트에 안착된 상기 모 기판과 다른 모 기판의 제 2 기판에 크랙을 형성하는 제 2 헤드

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절단장치.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브레이크부는 상기 스크라이빙 벨트로부터 이송된 모 기판이 안착되는 브레이킹 벨트와, 상기 브

레이킹 벨트에 안착된 모 기판에 핫 스팀을 분사하여 단위 액정패널로 분리하는 핫 스팀 노즐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 하는 기판의 절단장치.

청구항 14.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이 합착된 제 1 모 기판의 제 1 기판을 승강 및 좌우 이동이 가능한 스테이지에 흡착하는 단계;

상기 스테이지를 스크라이브부로 이송하여 상기 제 1 모 기판 중 제 2 기판의 절단 예정선을 따라 소정깊이의 제 1 크랙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스테이지를 원위치로 복귀하고 반송 벨트를 상승시키어 상기 제 1 모 기판을 반송 벨트로 이송시키는 단계;

상기 반송 벨트를 하강하고 상기 제 1 모 기판을 스크라이브부의 스크라이빙 벨트로 이송하여 상기 제 1 모 기판 중 제 1

기판의 절단 예정선을 따라 소정깊이의 제 2 크랙을 형성하는 단계;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이 합착된 제 2 모 기판 중 제 1 기판을 상기 스테이지에 흡착하는 단계;

상기 제 1 크랙과 제 2 크랙이 형성된 제 1 모 기판을 브레이킹 벨트로 이송하고 상기 제 2 모 기판이 흡착된 스테이지를

스크라이브부로 이송하는 단계;

상기 제 2 모 기판 중 제 2 기판의 절단 예정선을 따라 소정깊이의 제 1 크랙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브레이킹 벨트로 이송된 제 1 모 기판을 단위 액정패널로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의 절단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 액정패널로 분리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모 기판에 핫 스팀을 분사하여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판의 절단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크랙과 제 2 크랙은 레이저를 조사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절단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는 CO2 레이저, YAG 레이저, 펨토초 레이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절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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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크랙과 제 2 크랙은 휠을 이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절단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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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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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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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e

도면3f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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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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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7c

도면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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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e

도면7f

도면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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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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