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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적층판의 절단방법 및 그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커트장치

요약

본 발명은 적층기판, 적층형 전자부품의 생산효율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고, 또한, 고정밀도의 마무리면으로 절단하

는 적층판의 절단방법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적층판(W)에 표면 및 이면으로부터 소정 피치를 가지고서 노치부 (V,V)를 형성하고, 이 노치부(V,V)로부

터 소성 후의 적층판(W)을 분단하는 적층판 (W)의 절단방법에 있어서, 절단날을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동축상에 1쌍

배치하고, 이 1쌍의 절단날(C,C)로 적층판(W)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에 동시에 소정 피치로 소정 깊이의 분단용 

노치부(V,V)를 형성하고, 이 노치부(V,V)로부터 절단숫돌 (G)로 분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적층판의 절단방법의 일실시형태를 나타내는 공정도로서, 도 1(a)는 적층판의 표면에 실시한 마크에 맞추어서

1쌍의 절단날을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상하로 대향시킨 상태를 나타내고, 도 1(b)는 적층판을 수평방향으로 소정 피

치씩 이동시키면서 상기 상하 1쌍의 절단날로 소정 깊이를 가지고서 분단용 노치부를 형성한 상태를 나타내며, 도 1(

c)는 노치부가 형성된 적층판을 나타내고, 도 1(d)는 노치부를 절단숫돌(원판형상)을 사용하여 분단할 수 있도록 노치

부 상방에 상기 절단숫돌(원판형상)를 배치한 상태를 나타내고, 도 1(e)는 적층형 전자부품이 분단된 상태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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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 2는 본 발명의 하프커트장치의 실시형태의 일예를 나타내는 정면 단면도이다.

도 3은 도 2의 평면도이다.

도 4는 도 3의(4)-(4)선 확대 단면도이다.

도 5는 도 2~도 4에 나타내는 하프커트장치로 실시되는 하프커트의 공정 사시도로서, 도 5(a)는 적층판의 평행 가장

자리부 동일 위치에 존재하는 타겟마크를 카메라수단으로 촬상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도 5(b)는 노치부를 소정 

피치씩, 즉, 타겟마크의 피치를 가지고서 적층판에 형성한 상태를 나타내고, 도 5(c)는 상기 적층판을 90도 회동시켜 

적층판에 노치부를 형성하여 상기 노치부를 격자형상으로 한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도 6은 종래의 하프커트방법의 공정도로서, 도 6(a)는 적층판의 표면측으로부터 노치부를 형성한 상태를 나타내며, 

도 6(b)는 상기 적층판을 뒤집은 상태를 나타내고, 도 6(c)는 적층판의 이면측으로부터 노치부를 형성한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V,V … 노치부 W … 적층판

C … 절단날 G … 절단숫돌

4 … 절단날 기구 IT … 인덱스 스테이지(index stage)

12 … 이동제어수단 5 … 카메라수단

T … 칩형상물(적층기판, 적층형 전자부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적층판의 절단방법 및 그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커트장치, 더욱 상세하게는 적층기판(배선기판, 패키지

기판)이나, 콘덴서, 인덕터, 저항체, 자성체 등의 적층형 전자부품의 절단방법 및 그 절단에 적절한 하프커트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 적층기판이나 적층형 전자부품은 중간의 연결부가 남도록 소정 피치를 가지고서 절단날로 표면 및 이면으로부

터 노치부를 형성하여 하프커트하고나서 소성한 후에 상기 적층판에 기계적으로 힘을 가하여 분단되거나, 하프커트

하고나서 기계적으로 힘을 가하여 분단된 후에 소성된다.

도 6은 종래, 적층판의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커트순서의 개략을 나타내고 있다.

도 6의 순서는 테이블(T)에 탑재하는 적층판(W)에 상방으로부터 소정 피치를 가지고서 절단날(C)로 소정 깊이의 노

치부(V)를 형성한 후, 상기 테이블(T)을 90도 회동시켜 마찬가지로 소요 깊이의 노치부(V)를 형성하여 상기 노치부(

V)를 바둑판눈 형상으로 하고, 상기 적층판(W)을 뒤집고, 마찬가지로 바둑판눈 형상으로 소요 깊이의 노치부(V)를 형

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선행기술에서는 적층판(W)의 표면측에 소정 피치로 노치부(V)를 형성한 후, 상기 적층판(W)을 뒤집어 

마찬가지로 노치부(V)를 형성하여 하프커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프커트작업이 장기화되어 절단까지의 효율을 나쁘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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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층기판이나 적층형 전자부품의 분단의 상세한 내용은 소성후에 비교적 연한 면 상에 적층판을 놓고, 노치부에

롤러블레이드를 눌러밀면서 행하고, 또한, 비교적 큰 적층기판에 있어서는 복수장 겹치게 하여 후공정에서 숫돌을 이

용하여 둘레 끝면을 연마하여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종래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적층기판, 적층형 전자부품의 생산효율을 대폭적으

로 향상시키는 적층판의 절단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다른 목적은 적층기판, 적층형 전자부품을 고정밀도의 마무리면으로 절단할 수 있는 적층판의 절단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 다른 목적은 적층기판, 적층형 전자부품의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적절한 하프커트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구한 기술적 수단은 적층판에 표면 및 이면으로부터 소정 피치를 가지고서 노치부를 

형성하고, 이 노치부로부터 소성후 또는 소성전의 적층판을 분단하는 적층판의 절단방법에 있어서, 적층판의 표면 및

이면으로부터 동시에 소정 피치, 소정 깊이를 가지고서 절단날로 분단용 노치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판의 절단방법이다(청구항1).

상기 노치부는 청구항2와 같이 바둑판눈 형상을 나타내면 바람직하다.

즉, 적층판의 표면 및 이면으로부터 절단날로 소정 피치를 가지고서 분단용 노치부를 동시에 형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적층기판, 적층형 전자부품의 생산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1에 기재된 절단날이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동축상에 1쌍 배치되어서 상기 1쌍의 절단날로 적층판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에 소정 피치로 소정 깊이의 분단용 노치부를 형성하도록 하면 분단시의 압력을 대향하는 최단거

리의 노치부 간에 유효하게 작용시켜서 정밀도좋게 또한 효율적으로 분단할 수 있다(청구 항3). 여기서, 소정 깊이는 

중간의 연결부에 크랙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성후에 적층판을 분단하는 경우의 그 분단을 절단숫돌을 사용하여 행하도록 하면(청구항4 또는 청구항5 또는

청구항6), 분단후에 끝면처리하는 연마공정이 필요없게 된다.

또한, 상기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커트장치로서는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1쌍의 절단날을 상하 제어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절단날 기구를 설치하고, 적층판 또는 절단날 기구를 상대적으로 소정 피치씩 이동시키면서 1쌍의 절단날로 적

층판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에 소정 깊이의 노치부를 동시에 형성하는 구성을 채용하거나(청구항7 ~ 청구항12),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대향하여 설치되는 1쌍의 절단날을 상하 제어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절단날 기구와, 적층판을 해

제가능하게 고정하는 인덱스 스테이지와, 이 인덱스 스테이지에서의 고정이 해제된 적층판을 해제가능하게 유지하는

유지체의 이동제어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인덱스 스테이지에서 90도 회동시키기 전 및 90도 회동시킨 후에 유지체로

유지하여 이동제어수단으로 적층판을 절단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소정 피치씩 이동시키면서 동 적층판에 1쌍의 절

단날로 소정 깊이의 노치부를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로부터 동시에 형성하는 구성을 채용(청구항13)하면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적층판의 단부에 소정 피치를 가지고서 설치한 타겟마크를 촬상하는 카메라수단을 설치하고, 상기 적층판을 착

탈가능하게 고정하는 워크 홀더(work holder)를 θ방향, 적층판의 이동방향으로 제어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소

정의 피치마다 노치부를 형성하기 전에 적층판의 평행하는 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타겟마크를 카메라수단으로 촬상하

고, 화상처리하여 기억되어 있는 타겟마크의 좌표치(X 0 -Y 0 )와, 실측좌표치(X 1 -Y 1 )를 비교 연산하여 얻어진 

이송오차의 수정데이터를 가지고서 워크 홀더를 θ방향, 적층판의 이동방향으로 제어이동시켜서 소정 피치에서의, 

보다 고정밀도의 노치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청구항14).

이어서, 본 발명의 적층판의 절단방법 및 그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커트장치의 실시형태를 설명하면 도 1은 적층

판의 절단방법의 일실시형태를 나타내고, 도 2~도 5는 상기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커트장치의 구체적인 일실시형

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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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나타내는 적층판의 절단방법의 일실시형태를 설명하면 상기 도 1은 공정도로 나타내져 있고, 워크(work)인 

적층판(W)을 사이에 두고 동축상을 가지고서 1쌍의 절단날(C,C)을 상하에 구비하고, 적층판(W)의 표면이나 끝면 등

에 소정 피치로 설치되어 있는 타겟마크(TM)에 맞추어서 상기 절단날(C,C)을 대향시켜 상기 절단날(C,C) 또는 적층

판(W)을 상기 타겟마크(TM) 피치씩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적층판(W)을 90도 수평방향으로 회동시키기 전, 90도

회동시킨 후에 1쌍의 절단날 (C,C)을 동기해서 상하로 제어운동시켜서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에 동시에 남겨지는 

중간의 연결부에 크랙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깊이의 노치부(V,V)를 바둑판눈 형상으로 형성하고, 상기 적층판(W) 소

성후, 상기 노치부(V) 부분으로부터 절단숫돌(G)로 분단하여 평면에서 바라봐서 직사각형상의 적층기판이나 적층형 

전자부품 으로 이루어지는 칩형상물(T)을 얻도록 되어 있다.

도 1(a)는 적층판(W)의 표면에 실시한 타겟마크(TM)에 맞추어서 1쌍의 절단날(C,C)을 적층판(W)을 사이에 두고 상

하로 대향시킨 상태를 나타내고, 또한, 도 1(b)는 적층판(W)을 수평방향으로 소정 피치씩 이동시키면서 그 상하 1쌍

의 절단날(C,C)로 각각 소정 깊이를 가지고서 분단용 노치부(V,V)를 형성한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도 1(c)는 노치부

(V,V)가 형성된 적층판(W)을 나타내고, 또한, 도 1(d),(e)는 노치부(V,V)를 절단숫돌(원판형상)(G)을 사용하여 분단

할 수 있도록 노치부(V) 상방에 상기 절단숫돌(원판형상)(G)을 배치한 상태 및 칩형상물(T)을 상기 절단숫돌(G)로 분

단시킨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고, 얻어진 칩형상물(T)은 분단과 동시에 그 둘레 끝면을 정밀도좋게 연마하도록 되

어 있다.

도시하지 않지만, 본 발명의 청구항1~3에 있어서의 적층판의 절단방법은 소성후 분단할 때에 절단숫돌을 사용하는 

일없이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여 노치부로부터 칩형상물을 분단하거나 노치부에 롤러블레이드를 눌러밀어서 칩형상

물을 분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소성전의 노치부에 롤러블레이드를 눌러밀어서 분단한 후에 그 얻어진 칩형상물을 소성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

이다.

이어서, 도 2~도 5에 나타내는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커트장치의 실시형태를 설명하면 부호 A는 장치본체이다.

상기 장치본체(A)는 도 2,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하측다이(1)의 상면에 지지대(2)를, X축선 방향의 전단부를 중

심으로 수평방향 회동가능하게 지지하고, 그 회동중심으로 되는 전단부의 X축선방향의 전방으로 간격(S)을 두고서 

하측다이 (1) 상방에 인덱스 스테이지(IT)의 다이(3)를 서있는 형상으로 설치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기 지지대(2)의 상면에는, 동 도 2, 도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적층판(W)을 착탈가능하게 고정하는 워크 홀더(WH)

를 해제가능하게 끼워지지하는 클램퍼 (12b)를 갖는 유지체(12a)를 X축선방향으로 제어이동하는 이동제어수단(12)

이 구비되고, 다이(3)에 회동가능하게 설치된 인덱스 스테이지(IT)로 흡착되는 적층판(W)을 고정하는 워크 홀더(WH)

를 상기 유지체(12a)의 클램퍼(12b)로 해제가능하게 끼워지지하여 이동제어수단(12)에서 X축선방향으로 제어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기 간격(S) 상방에는,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인덱스 스테이지 (IT)와, 지지대(2)에 일체적으로 설치되어

상기 클램퍼(12b)를 슬라이딩접촉가능하게 안내하는 테이블(22) 사이에 상기 클램퍼(12b)에 의해 끼워지지되는 워

크 홀더 (WH)로 지지되는 적층판(W)을 사이에 두고 Y축선방향을 향하는 1쌍의 절단날(C,C)을 상하 제어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절단날 기구(4)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절단날 기구(4)는, 도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하측다이(1)에 세워설치하는 문형상의 본체프레임(14) 하단측 부

근의 개소에 설치프레임(14a)을 횡으로 설치하고, 본체프레임(14)의 좌우프레임(14b,14b) 내면에 가이드레일(14c)

을 종으로 설치하고, 본체프레임(14)의 상부프레임(14d)과 상기 설치프레임(14a)에 설치한 서보모터(M)를 구동원으

로 하는 볼나사(BM)로 연결되는 Z축선 램(ram)(14e)을 동 상부프레임(14d)의 바로밑, 설치프레임(14a)의 바로위에 

각각 설치하고, 상기 Z축 선 램(14e)의 양끝에 상기 가이드레일(14c)에 슬라이딩가능하게 외부로부터 끼워맞추는 안

내부(14f)를 돌출 형성하고, 각각의 Z축선 램(14e)에 커터 홀더(CH)를 통해서 절단날(C)을 설치하고, 각각의 커터 홀

더(CH)와, 중앙에 반입되는 워크 홀더 (WH) 사이에 스트리퍼(ST)를 각각 개재장착하여 스트리퍼(ST)에 뚫린 통공(S

T')을 각각의 절단날(C,C)이 각각의 통공을 통해서 적층판(W)의 표면 및 이면 양방으로부터 노치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상기 절단날 기구(4)에는 본체프레임(14)의 좌우프레임(14b,14b) 도중부분에 경사진 구멍(14g)을 개방하고, 

이 경사진 구멍(14g)에 워크 홀더(WH)에 고정되는 적층판(W)의 표면 가장자리에 소정 피치마다 실시한 타겟마크(T

M)(도 5 참조)를 촬상하는 카메라(5)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부호 14h는 본체프레임(14)의 좌우프레임(14b,14b)으로부터 평행하게 연장된 기둥이다.

상기 이동제어수단(12)은,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워크 홀더(WH)의 한 가장자리부를 끼워지지하는 클램퍼(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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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유지체(12a) 이면으로부터 너트 (12c)를 돌출 형성하여 상기 하측다이(1)의 X축선방향 후단부에 설치한 서

보모터 (M)를 구동원으로 하여 볼나사(BM)로 유지체(12a)를 X축선방향으로 제어이동할 수 있게 구성하고, 나사봉과

나란히 설치하여 지지대(2)에 고정한 가이드레일(12d)에 유지체(12a) 이면으로부터 돌출 형성한 안내부(12e)를 슬

라이딩가능하게 걸어맞추고 있다.

또한, 상기 지지대(2)는 상기 절단날 기구(4)에 있어서의 1쌍의 절단날(C,C) 의 중간 길이부분 바로밑의 하측다이(1)

부분으로부터 세워설치한 회동축(6)을 전단부의 암(arm)부(22)에 삽입통과시켜 두고, X축선방향 후단측에 있어서의 

좌우면의 일측면 부근의 하측다이(1)부분에 설치한 푸셔(pusher)(푸셔체를, 압축탄기(壓縮彈機)의 가압력으로 상기 

일측면측에 가압하는 구성)(7)을 그 일측면을 가압하고 있는 힘에 저항하여 동 좌우면의 타측면 부근의 하측다이(1)

부분에 설치한 서보모터 (M)로 회동되는 캠(CM)으로 그 타측면을 눌러이동시킴으로써 이동제어수단(12)에서 X축선

방향으로 제어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워크 홀더(WH)의 θ방향으로의 회동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도 2~도 4).

부호 8은 지지대(2)의 하단에 설치한 회동용 안내자, 즉, 롤러이다.

이상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적층판의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커트장치는 적층판(상세하게는, 워크 홀더에 착탈가

능하게 설치된 적층판)(W)을 90도 회동시킬 때에 클램퍼(12b)에 의한 끼움지지를 해제하고나서 인덱스 스테이지(IT

)에 흡착시키고, 90도 회동시킨 후, 인덱스 스테이지(IT)의 흡착을 해제하여 워크 홀더(WH)의 한 가장자리부를 유지

체(12a)의 해제가능한 클램퍼(12b)로 끼움지지하여 소정 이송피치, 즉, 타겟마크(TM)의 피치를 가지고서 상기 유지

체(12a)를 이동제어수단(12)에서 X축선방향으로 제어이동할 때마다 양 카메라수단(5,5)으로 평행 가장자리부 동일 

위치에 존재하는 타겟마크(TM)를 촬상하고, 화상처리하여 각각의 타겟마크 (TM)의 좌표치(X 0 -Y 0 ,X 0 -Y 0 )

와, 실측 좌표치(X 1 -Y 1 ,X 1 -Y 1 )를 비교 연산하여 얻어진 이송오차의 수정데이터를 가지고서 상기 지지대(2), 

즉 적층판(W)을 착탈가능하게 고 정하는 워크 홀더(WH)를 θ방향, 적층판(W)의 이동방향(X축선방향)으로 제어이동

하고, 이송오차에 의한 타겟마크(TM)의 위치를 보정하고나서 상하의 절단날(C,C)로 적층판(W)의 표면 및 이면 동일 

위치로부터 소정 깊이의 노치부(V,V)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

도 5는 도 2~도 4에 나타내는 하프커트장치를 이용하여 적층판에 실시하는 하프커트의 공정 사시도이고, 도 5(a)는 

적층판(W)의 평행 가장자리부 동일 위치에 존재하는 타겟마크(TM)를 카메라수단(5)으로 촬상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

내고, 도 5(b)는 노치부(V,V)를 소정 피치씩, 즉, 타겟마크(TM)의 피치를 가지고서 적층판 (W)에 형성한 상태를 나타

내고, 도 5(c)는 상기 적층판(W)을 90도 회동시켜서 적층판에 노치부(V,V)를 형성하여 상기 노치부(V,V)를 격자형상

으로 한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이, 적층판의 표면 및 이면으로부터 소정 피치, 소정 깊이를 가지고서 동시에 절단날로 분단용 노

치부를 형성하거나 절단날을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동축상에 1쌍 배치하여 이 1쌍의 절단날로 적층판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에 동시에 소정 피치로 소정 깊이의 분단용 노치부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고, 적층판의 표면측에 노치부를 

형성 후, 뒤집어서 동 이면측에 노치부를 형성하여 하프커트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하프커트공정이 단순하게 되고, 절

단효율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노치부로부터 소성후 분단하는 절단방법에 있어서 상기 분단을 절단숫 돌을 사용하여 소성후 행하도록 하고 있

으면 적층형 전자부품을 얻음과 동시에 그 외주면을 연마할 수 있고, 별도로 연마공정이 필요없다.

게다가, 소성후의 분단을 절단숫돌로 행하면 종래에는 연마할 수 없었던 소형 적층기판이나 적층형 전자부품의 둘레 

끝면을 절단과 동시에 마무리하게 되고, 패키지 기판 등으로의 적층형 전자부품의 조립이나 적층기판 등으로의 적층

형 전자부품의 맞붙임에 있어서 고치밀화, 고정밀도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따르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

또한,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1쌍의 절단날을 상하 제어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절단날 기구를 갖는 하프커트장치에 있어

서는 적층판의 표면 및 이면 동일 위치에 동시에 소정 피치를 가지고서 상하의 절단날로 소정 깊이의 노치부를 형성

할 수 있어 편리하다.

게다가, 적층판의 단부에 소정 피치를 가지고서 설치한 타겟마크를 촬상하는 카메라수단을 설치하여, 타겟마크를 촬

상하는 하프커트장치에 있어서는 이송오차에 의한 타겟마크의 위치를 보정하기 때문에 보다 고정밀도의 적층형 전자

부품을 제공함에 기여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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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적층판에 표면 및 이면으로부터 소정 피치를 가지고서 노치부를 형성하고, 이 노치부로부터 소성 후 또는 소성 전의 

적층판을 분단하는 적층판의 절단방법에 있어서, 상기 적층판의 표면 및 이면으로부터 동시에 소정 피치, 소정 깊이를

가지고서 절단날로 분단용 노치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판의 절단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치부가 바둑판눈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판의 절단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절단날은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동축상에 1쌍 배치되어서 그 1쌍의 절단날로 적층판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에 동시에 소정 피치로 소정 깊이의 분단용 노치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판의 절단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성 후에 적층판을 분단하는 경우의 그 분단을 절단숫돌을 사용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적층판의 절단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소성 후에 적층판을 분단하는 경우의 그 분단을 절단숫돌을 사용하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판의 절단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성 후에 적층판을 분단하는 경우의 그 분단을 절단숫돌을 사용하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판의 절단방법.

청구항 7.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1쌍의 절단날을 상하로 제어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절단날 기구를 설치하고, 상기 적층판 또는 

절단날 기구를 상대적으로 소정 피치씩 이동시키면서 상기 1쌍의 절단날로 상기 적층판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에 

소정 깊이의 노치부를 동시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항에 기재된 상기 적층판의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

프커트장치.

청구항 8.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1쌍의 절단날을 상하 제어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절단날 기구를 설치하고, 상기 적층판 또는 절

단날 기구를 상대적으로 소정 피치씩 이동시키면서 상기 1쌍의 절단날로 상기 적층판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에 소

정 깊이의 노치부를 동시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2항에 기재된 상기 적층판의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

커트장치.

청구항 9.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1쌍의 절단날을 상하 제어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절단날 기구를 설치하고, 상기 적층판 또는 절

단날 기구를 상대적으로 소정 피치씩 이동시키면서 상기 1쌍의 절단날로 상기 적층판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에 소

정 깊이의 노치부를 동시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3항에 기재된 상기 적층판의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

커트장치.

청구항 10.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1쌍의 절단날을 상하 제어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절단날 기구를 설치하고, 상기 적층판 또는 절

단날 기구를 상대적으로 소정 피치씩 이동시키면서 상기 1쌍의 절단날로 상기 적층판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에 소

정 깊이의 노치부를 동시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4항에 기재된 상기 적층판의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

커트장치.

청구항 11.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1쌍의 절단날을 상하 제어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절단날 기구를 설치하고, 상기 적층판 또는 절

단날 기구를 상대적으로 소정 피치씩 이동시키면서 상기 1쌍의 절단날로 상기 적층판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에 소

정 깊이의 노치부를 동시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5항에 기재된 상기 적층판의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

커트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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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1쌍의 절단날을 상하 제어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절단날 기구를 설치하고, 상기 적층판 또는 절

단날 기구를 상대적으로 소정 피치씩 이동시키면서 상기 1쌍의 절단날로 상기 적층판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에 소

정 깊이의 노치부를 동시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6항에 기재된 상기 적층판의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

커트장치.

청구항 13.
적층판을 사이에 두고 대향해서 설치되어 1쌍의 절단날을 상하 제어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절단날 기구와, 상기 적층판

을 해제가능하게 고정하는 인덱스 스테이지와, 이 인덱스 스테이지에서의 고정이 해제된 적층판을 해제가능하게 유

지하는 유지체의 이동제어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인덱스 스테이지에서 90도 회동시키기 전 및 90도 회동후에 유지체

로 유지하여 상기 이동제어수단으로 상기 적층판을 상기 절단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소정 피치씩 이동시키면서 동 

적층판에 상기 1쌍의 절단날로 소정 깊이의 노치부를 표면 및 이면의 동일 위치로부터 동시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상기 적층판의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커트장치.

청구항 14.
적층판의 단부에 소정 피치를 가지고서 설치한 타겟마크를 촬상하는 카메라수단을 설치하고, 상기 적층판을 착탈가

능하게 고정하는 워크 홀더를 θ방향, 상기 적층판의 이동방향으로 제어이동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제13항에 기재된 상기 적층판의 절단방법에 사용하는 하프커트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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