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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 쌍의 대향하는 립의 조합에 의해 립 사이에 립 간극 및 이 립 간극의 하단에 형성된 도포액의 토출구를 구비하는 슬릿

다이에 있어서, 적어도 한쪽의 립이 상하 방향으로 중합되고, 또한, 상기 토출구의 길이방향에 직각한 방향으로 상대이동

가능한 적어도 2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 블록의 상대위치를 조정가능하게, 이들 블록을 맞물리는 블록 맞물림

요소, 상대위치의 조정 후, 이들 블록을 서로 체결하는 블록 체결 요소, 이들 블록의 상기 토출구측과는 반대측의 외면에

접촉되고, 블록의 상대이동의 위치를 규정하는 위치 결정 요소, 및, 상기 위치 결정 요소를 상기 블록에 고정하는 위치 결

정 요소의 고정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릿 다이.

대표도

도 2

색인어

슬릿 다이, 도막

명세서

공개특허 10-2005-0105512

- 1 -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기재 표면에 도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슬릿 다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이 슬릿 다이를 사용하여

도포액을 기재 표면에 도포하고, 도막을 갖는 기재를 제조하는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해 도막이 형성되는 기재의 형태로서는 매엽(枚葉)형태 또는 장척의 시트 형태가 있다. 매엽형태의 대표예로

서 유리기판이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되는 매엽형태의 기재는 예컨대, 컬러 액정 디스플레이용 컬러 필터, TFT용 어레

이 기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용 배면판이나 전면판, 광학 필터, 프린트 기판, 집적회로, 및 반도체로서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되는 장척의 시트 형태의 기재는 예컨대, 필름, 금속 시트, 금속박, 및 종이로서 이용된다.

배경기술

  슬릿 다이는 방사구, 다이, 슬롯 다이, 또는 다이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슬릿 다이는 서로 간극을 두고 상대하는 한 쌍의

립(lip) 사이에 형성되는 립 간극을 통해서 립 간극의 바깥쪽으로 개구된 슬릿 형상의 토출구로부터 도포액을 토출하고, 토

출구에 간극을 두고 마주하여 위치하는 기재의 표면에 도포액의 도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막의 형성

에 있어서, 슬릿 다이와 기재는 상대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나의 예로서, 유리기판 위로 3원색의 가는 격자 모양을 갖는 컬러 필터에서의 상황을 설명한다. 컬러 필터는 유리기판

상에 검정, 빨강, 파랑, 초록의 도포액을 순차적으로 도포함으로써 제조된다. 이 컬러 필터의 제조 공정은 포토레지스트 재

의 도막을 형성한 후, 포토리소그래피 가공에 의해 패턴 가공을 하고나서, 컬러 필터와 어레이 기판의 사이에 주입되는 액

정의 스페이스를 형성하는 기둥을 형성하는 공정이나, 표면의 요철을 아주 작게 하기 위한 오버코팅 도막을 형성하는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이 있다.

  이 종류의 도막 형성 공정에는 사용되는 도포액의 점도가 수 1OmPaㆍs이하이며, 용이하게 균일한 도막을 형성할 수 있

다는 것도 있어 스피너(spinner)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고가의 도포액의 소비를 삭감하는 것과 도

포 되는 기판의 대형화에 따르는 장치의 대형화가 어려운 동시에, 스피너에 대신하여 슬릿 다이를 채용한 다이 코터(die

coater)를 쓸 수 있게 되어왔다.

  이 슬릿 다이에 요구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서 두께가 균일한 도막을 형성하는 것이 있다. 특히, 컬러 액정 디스플레

이용 컬러 필터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용 배면판 등의 디스플레이용 부재의 제조에 적용되는 슬릿 다이에 있어서는, 디스

플레이의 대화면화에 따라 해마다 구성부품의 장척화가 진행하고 있어 넓은 도포 면적에 걸치는 도막의 두께의 균일성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져 있다. 최근에는, 도막의 평균 두께에 대한 최대편차가 3%이하로 극히 높은 도포 두께 정밀도의 실현

이 요청되고 있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이를 조립했을 때에 통상 0.05mm 내지 0.7mm로 설정되는 립 간극이 서브 미크론 오

더의 편차로 균일하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종래의 공지의 슬릿 다이에서는 그 구조로부터 서브 미크론 오더의

립 간극 정밀도를 달성할 수 없어 상기 도포 두께 정밀도를 달성할 수 없었다.

  종래의 슬릿 다이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1 내지 도 13에 각각 다른 공지의 슬릿 다이(201, 301 및

401)의 횡단면이 도시되어 있다.

  도 11에 있어서, 슬릿 다이(201)는, 다이 호퍼(205), 우측 립(202), 및 좌측 립(203)으로 이루어진다. 우측 립(202)과 좌

측 립(203)은 립 간극(212)을 두고, 마주하여 위치한다. 우측 립(202)의 상면과 좌측 립(203)의 상면은 다이 호퍼(205)의

하면에 각각 접하고 제 각기는 볼트(206, 207)에 의해 다이 호퍼(205)에 부착되어 일체화되어 있다.

  립 간극(212)은 립 간극폭(L)을 갖는다. 이 슬릿 다이(201)는 JP10-264229A에 개시되어 있다. 이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슬릿 다이(201)에서는 립 간극폭(L)을 립 간극(212)의 길이방향(지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측정하면서 쌍방의 립(202,

203)을 다이 호퍼(205)에 대하여 위치 결정하는 번잡한 조립 작업이 필요하다. 이 조립 작업만으로 서브 미크론 오더의 립

간극 정밀도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 12에 있어서, 슬릿 다이(301)는 우측 립(302), 좌측 립(303), 및 심(shim)(304)으로 이루어진다. 쌍방의 립(302, 303)

은 심(304)가 개재된 상태로 볼트(305)에 의해 결합 되어 일체화된다. 립 간극(312)은 심(304)의 두께(St)에 의해 형성된

다.

공개특허 10-2005-0105512

- 2 -



  립 간극(312)은 립 간극폭(L)을 갖는다. 이 슬릿 다이(301)는 JP2001-46949A 또는 JP2001-191004A에 개시되어 있

다. 이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슬릿 다이(301)에서 립 간극(312)의 립 간극폭(L)은 조립 방법에 상관없이 심(304)의 두께

(St)와 동일하다. 따라서, 서브 미크론 오더의 립 간극 정밀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께(St)가 0.05 내지 0.7mm 정도인 얇

은 심(304)는 서브 미크론 오더의 두께 정밀도를 갖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압연 강판으로부터 제작되는 판재로 이루어지는 심(304)는 압연 불균일에 의해, 수 미크론의 면내의

두께 불균일이 생긴다. 또한, 얇기 때문에, 재가공에 의한 두께 정밀도 향상이 어렵다. 따라서, 슬릿 다이(301)의 경우도 서

브 미크론 오더의 립 간극 정밀도를 실현할 수 없다.

  도 13에 있어서, 슬릿 다이(401)는 우측 립(402)과 좌측 립(403)으로 이루어진다. 쌍방의 립(402, 403)은 각각의 상방부

에 이음면(butt interface)(415)을 갖는다. 우측 립(402)의 립 내면(420)은, 이음면(415)으로부터 단차량(段差量)(L)을 갖

고 위치하고 있다. 좌측 립(403)의 내면(421)은 이음면(415)과 같은 면내에 있어 평탄한 립을 형성하고 있다. 우측 립

(402)의 립 내면(420)과 좌측 립(403)의 내면(421)의 사이에 립 간극(412)이 형성되어 있다.

  립 간극(412)은 상기 단차량(L)과 동일한 립 간극폭(L)을 갖는다. 이 슬릿 다이(401)는 JP10-146556A 또는 JP10-

151395A에 개시되어 있다. 이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슬릿 다이(401)에서는 립 간극(412)의 립 간극폭(L)이 립(402)에 마

련되어진 단차량(L)과 동일하기 때문에 서브 미크론 오더의 립 간극 정밀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립(402)의 이음면(415)

과 립 내면(420) 사이의 단차가 서브 미크론 오더의 고정밀도의 마무리 가공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공지의 연삭반(硏削盤) 등을 채용한 기계가공이나 수동 랩 작업에서는 립과 같이 장척인 동시에 면적이 큰 대

형부품을 서브 미크론 오더의 정밀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슬릿 다이(401)에서도 서브 미크론 오더의 립 간

극 정밀도를 실현할 수는 없다.

  한편, 이들 슬릿 다이를 채용한 다이 코터(die coater)의 일례로 왕복운동이 가능한 테이블과 하향의 토출구를 갖춘 도포

헤드(슬릿 다이)로 이루어지는 다이 코터가 알려져 있다. 이 다이 코터에 있어서, 테이블 상에 유리기판이 흡착 유지된 후,

테이블과 함께 유리기판이 도포 헤드의 직하를 이동할 때, 도포 헤드의 토출구로부터 도포액이 토출 되어, 유리기판 상에

도포액의 도막이 연속해서 형성된다. 이 다이 코터는 JP 6-339656A에 개시되어 있다.

  이 다이 코터에 있어서, 기판 하나마다 도포가 행하여지므로 각 기판의 도포개시부와 도포종료부에 있어서의 도포 방법

이 기판 전체에 있어서의 도막의 두께 정밀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도포개시부에 대해서 보면, 도포액의 공급 펌

프의 작동과 기판 작동의 관계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JP 8-229482A에 개시되어 있다.

  미리 다이로부터 롤에 예비도포를 행함으로써, 다이와 롤의 사이에 도포액의 비드(bead)를 형성하고나서 다이를 비드와

함께 기판 쪽으로 이동시키고 기판에 본도포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JP 2001-310147A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도포개시부의 후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판과 다이 사이의 간극을 도포액의 토출 및 기판에 대한 다이의 수평이

동과 연동시켜서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JP 2002-113411A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의 도포개시 방법 중 미리 다이로부터 롤에 예비도포를 하고나서 기판에 본도포를 시작하는 방법은 (i) 여분의 설비

가 필요해서 단가가 비싸지고, (ii) 여분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택트(tact)가 길어져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iii) 롤에 예비

도포 후, 다이 토출구 선단에 도포액이 미소량 잔존하지만 이 잔존량이 일정하지 않고, 도포개시부의 도막의 두께가 변동

해서 안정되지 않고, 또는 (iv) 예비도포에 의해, 본래의 도포에 필요하지 않은 무효 도포액량이 많아지므로 단가가 비싸지

는 등의 단점이 있다.

  한편, 예비도포를 하지 않는 도포 방법을 이용하여,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사용한 도포액을 웨트 두께(wet thickness)를

20μm이하로 도포하면 도 1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포개시부(선두부분)(801)에 도막(802)이 형성되지 않는 비도포점

(803)이 기판(B)의 폭 방향에 걸쳐 여러 곳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원인은 (i) 도포개시부(801)의 상태를 항상 동일하

게 하기 때문에 도포 전에 다이의 토출구 주변을 청소하지만, 이때 토출구 부근의 다이 내부의 도포액이 사라져 다이 내부

에 공극이 생기는 것에 있고 또는 (ii)다이의 토출구 주변 청소후 도포에 이르는 짧은 시간 사이에 토출구 주변의 도포액의

용제가 증발하고, 증발량에 대응하여 토출구 부근의 다이 내부에 공극이 생기기 때문에 다이 내부에 도포액이 채워지지 않

고 있는 공극이 존재하고 그것이 그대로 기판(B)의 도포개시부(801)에 전사되어 비도포점(803)이 생기는 것에 있다고 추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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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상은 젖은 도포 두께가 20μm를 초과하면 발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도포액의 토출량에 대한 공극량

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지므로 공극이 발생해도 도포 상태에 영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예비도포가 행

하여질 경우는 예비도포의 단계에서 토출구 부근의 공극이 압축되어 버리고, 다이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본

도포가 행하여지므로 도포개시부(801)에 비도포점(803)이 생기는 불량은 발생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서브 미크론 오더의 립 간극 정밀도를 용이하

게 얻을 수 있는 슬릿 다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슬릿 다이는 다이를 조립한 후에 있어서는 특

별한 조정을 행하지 않아도 3% 이하의 극히 높은 도포 두께 정밀도로 균일하게 도막을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은 이 슬릿 다이를 채용한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되는 도막을 갖는 기재는 컬러 액정 디스플레이용 부재 또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용 부재로서 바람

직하게 이용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어떠한 종류의 도포액, 도포 두께에 대해서도 예비도포를 행하지 않고 기판 전면에 걸쳐 두께가 균일

한 도막이 용이하게 형성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택트 타임(tact time)의 단축, 도포액 무효사용량의 삭감이 가능해 지고

도막을 갖는 기재의 생산 비용의 감소가 도모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슬릿 다이는 제 1 립과 제 2 립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 1 립과 상기 제 2 립은 상기 제 1 립의 내면과 상기 제

2 립의 내면이 대향하는 상태로 립 체결 요소에 의해 일체화되고, 이 대향하는 내면의 일부가 간극을 두고 위치함으로써

액체공급로와 상기 립의 길이방향으로 연장된 립 간극이 형성되며, 상기 립 간극의 하단은 바깥쪽으로 개방된 토출구를 형

성하고 상기 립 간극의 길이방향의 양측단은 바깥쪽에 대해 폐쇄되고, 상기 립 간극의 상단은 상기 액체공급로에 연결되어

있는 슬릿 다이에 있어서:

  (a) 상기 제 1 립은 제 1 블록과 제 2 블록으로 이루어지고,

  (b) 상기 제 1 립의 상기 립 간극을 형성하는 면에 대하여 직각 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제 1 블록과 상기 제 2 블록의 상대

위치를 조정가능하도록 상기 제 1 블록과 상기 제 2 블록을 맞물리는 블록 맞물림 요소와,

  (c) 상기 상대 위치가 조정된 후 상기 제 1 블록과 상기 제 2 블록을 체결해 일체화하는 블록 체결 요소와,

  (d) 상기 제 1 립의 상기 내면의 반대측에 있어서의 상기 제 1 블록의 외면과 상기 제 2 블록의 외면이 맞물리고, 상기 제

1 블록과 상기 제 2 블록의 상기 상대 위치를 규정하는 위치 결정 요소와,

  (e) 상기 위치 결정 요소를 상기 제 1 립에 고정하는 위치 결정 요소의 고정 요소를 구비하고,

  (f) 상기 위치 결정 요소와 상기 위치 결정 요소의 고정 요소에 의해 상기 립 간극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간극 폭 분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요소는 상기 립의 길이방향으로 간극을 두고 복수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요소는 위치 결정 블록으로 이루어지고, 이 위치 결정 블록은 상기 제 1 블

록의 외면과 상기 제 2 블록의 외면의 적어도 한쪽의 외면에 접촉하는 위치 규정면을 구비하고, 다른쪽의 외면에 접촉하지

않는 부위가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부위와 해당 외면에 맞물리는 위치 규정 보조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블록의 상기 위치 규정면의 표면 거칠기(surface toughness)의 최대높이

(Ry)가 0.1S 내지 1.0S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에 있어서, 상기 제 1 블록 및 상기 제 2 블록의 상기 립 간극을 형성하는 면에 직각방향의 두께는 각

각 30mm 이상이며, 상기 위치 결정 블록의 상기 위치 규정면에 걸치는 방향의 단면형상이 4각형이며, 이 4각형의 상기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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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방향의 길이가 20mm 내지 100mm 이며, 이 길이방향에 대한 직각 방향의 길이가 20mm 내지 100mm이며, 적어

도 상기 위치 규정면이 위치하는 부위에 있어서의 상기 위치 결정 블록의 두께는 상기 제 2 블록의 두께의 30% 이상인 것

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블록은 상기 립의 길이방향으로 간극을 두고 복수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위치 결정 블록이 복수로 배치되는 경우, 각각의 배치 간극은 1OOmm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에 있어서, 상기 제 2 립이 상기 제 1 립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것이 좋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에 있어서, 상기 제 1 블록의 내면과 상기 제 2 립의 내면은 접촉해서 위치하거나 심을 사이에 두어

위치하고, 상기 제 2 블록의 내면과 상기 제 2 립의 내면의 사이에 상기 립 간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에 있어서, 상기 제 1 블록의 내면에 대향하고 있는 상기 제 2 립의 내면과 상기 립 간극을 형성하는

상기 제 2 립의 내면은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에 위치하고 있어도 좋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에 있어서, 상기 제 2 립의 내면에 대향하고 있는 상기 제 1 블록의 내면과 상기 립 간극을 형성하는

상기 제 2 블록의 내면이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에 위치하고 있어도 좋다.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은 본 발명의 슬릿 다이를 사용하고 이 슬릿 다이의 상기 액체공급로에 도포액을

공급하고, 상기 립 간극을 통하여 상기 토출구로부터 상기 도포액을 토출함과 아울러 상기 토출구에 대하여 간극을 두고

위치하는 피도포 부재와 상기 슬릿 다이의 적어도 한쪽을 상대적으로 이동시켜서,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상기 도포

액을 상기 피도포 부재 상에 도포하고, 상기 도포액으로 되는 도막을 상기 피도포 부재 상에 형성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슬릿 다이의 상기 토출구로부터 일정 체적 Q1의 상기 도포액을

토출하는 제 1 단계, 제 1 단계 종료 후 일정시간 Ts만큼 대기하는 제 2 단계, 제 2 단계 종료 후 상기 토출구를 상기 피도

포 부재에 대하여 이동시키고, 양자 간에 클리어런스(S1)을 형성하는 제 3 단계, 및 제 3 단계 종료 후 상기 도포액을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함과 아울러 상기 피도포 부재를 상기 슬릿 다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시켜서 상기 피도포 부재에

도막을 형성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토출구를 포함하는 면의 도포방향길이를 Ls, 상기 토출구의 길

이방향의 길이를 W, 상기 클리어런스를 S1, 및 계수를 α1 으로 하고, 이 계수 α1이 0.05≤α1≤1.0 의 범위에 있을 때 상기

일정 체적 Q1은 Q1 = α1×S1×Ls×W 의 관계를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슬릿 다이의 상기 토출구를 정지 상태에 있는 상기 피도포 부재

에 대하여 이동시키고, 양자 간에 클리어런스(S2)를 형성하는 제 1 단계, 제 1 단계 종료 후 상기 토출구로부터 일정 체적

Q2의 상기 도포액을 토출하는 제 2 단계, 제 2 단계 종료 후 일정시간 Ts만큼 대기하는 제 3 단계, 및 제 3 단계 종료 후 상

기 도포액을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함과 아울러 상기 피도포 부재를 상기 슬릿 다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시켜서 상

기 피도포 부재에 도막을 형성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슬릿 다이의 상기 토출구를 정지 상태에 있는 상기 피도포 부재

에 대하여 이동시키고 양자 간에 제 1 클리어런스(S3)을 형성하는 제 1 단계, 제 1 단계 종료 후 상기 토출구로부터 일정

체적 Q의 상기 도포액을 토출하는 제 2 단계, 제 2 단계 종료 후 일정시간 Ts만큼 대기하는 제 3 단계, 제 3 단계 종료 후

상기 슬릿 다이의 상기 토출구를 정지 상태에 있는 상기 피도포 부재에 대하여 다시 이동시키고, 양자 간에 제 2 클리어런

스(S4)를 형성하는 제 4 단계, 및 제 4 단계 종료 후 상기 도포액을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함과 아울러 상기 피도포 부재

를 상기 슬릿 다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시켜서 상기 피도포 부재에 도막을 형성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 클리어런스(S3)의 크기는 상기 제 2 클리어런스(S4)의 크

기보다도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토출구를 포함하는 면의 도포 방향의 길이를 Ls, 상기 토출구의

세로 방향의 길이를 W, 상기 클리어런스를 S2, 및 계수를 α2로 하고, 이 계수α2가 0.05≤α2≤1.0의 범위에 있을 때 상기

일정 체적 Q2는 Q2 = α2×S2×Ls×W 의 관계를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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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장치는 본 발명의 슬릿 다이와 이 슬릿 다이의 상기 액체공급로에 맞물린 도포액 공

급 수단, 상기 액체공급로에 공급되는 도포액을 상기 슬릿 간극을 통해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하는 도포액 토출 수단, 상

기 토출구에 대하여 간극을 두고 위치하는 피도포 부재와 상기 슬릿 다이의 적어도 한쪽을 상대적으로 이동시키고,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상기 도포액을 상기 피도포 부재 상에 도포하고 상기 도포액으로 이루어지는 도막을 상기 피도포

부재 상에 형성하는 도막 형성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슬릿 다이의 상기 토출구로부터 일정량의 상기 도포액을 토출하

는 수단, 상기 일정량의 상기 도포액을 토출 후 일정한 대기 시간을 경과시키는 수단, 이 대기 시간 경과 후 상기 토출구에

대하여 간극을 두고 위치하는 피도포 부재와 상기 슬릿 다이의 적어도 한쪽을 상대적으로 이동시키고,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상기 도포액을 상기 피도포 부재 상에 도포하고 상기 도포액으로 이루어지는 도막을 상기 피도포 부재 상에 형성

하는 도막 형성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슬릿 다이의 제 1 실시형태의 각 부품을 분해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슬릿 다이의 횡단면도이다.

  도 3a, 도 3b 및 도 3c는 도 1의 슬릿 다이의 제 1 립을 구성하는 제 1 블록, 제 2 블록, 및 위치 결정 블록의 조립 순서를

설명하는 횡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슬릿 다이의 다른 실시형태의 횡단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슬릿 다이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횡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슬릿 다이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횡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슬릿 다이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횡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슬릿 다이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횡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다이 코터)의 일례를 나타내는 개략적 사시도이

다.

  도 10은 도 9의 다이 코터에 있어서의 도포액의 공급 시스템, 도포액의 도포순서, 및 그것을 위한 제어 시스템의 일례를

설명하는 개략적인 계통도이다.

  도 11은 종래의 슬릿 다이의 일례의 횡단면도이다.

  도 12는 종래의 슬릿 다이의 다른 예의 횡단면도이다.

  도 13은 종래의 슬릿 다이의 또 다른 예의 횡단면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다이 코터)의 다른 일례에 있어서의 도포액의 공

급 시스템, 도포액의 도포순서, 및, 그것을 위한 제어 시스템의 일례를 설명하는 개략적인 계통도이다.

  도 15는 도 14의 다이 코터를 사용해서 도포액을 기판에 도포할 때의 각 동작부의 동작 상황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16a는 기판에 있어서의 도포액의 바람직하지 못한 도포 상황을 설명하는 평면도이다.

  도 16b는 기판에 있어서의 도포액의 바람직한 도포 상황을 설명하는 평면도이다.

  도 17은 도 14의 슬릿 다이와 기판의 사이에 형성되는 비드의 형성 상황을 설명하는 개략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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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을 설명한다.

  도 1 및 도 2에 있어서, 본 발명의 슬릿 다이(1)는 제 1 립(3)과 제 2 립(2)으로 이루어진다. 제 1 립(3)의 내면(15a, 15b)

과 제 2 립(2)의 내면(17a, 17b)은 서로 대향하는 상태로 립 체결 요소에 의해 서로 분리 가능하게 일체화되어 있다. 이 실

시형태에 있어서는, 립 체결 요소로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간극을 두고 배치된 6개의 조립 볼트(7)가 채용되어

있다.

  대향하는 내면(15a, 15b, 17a, 17b)의 일부는 간극을 두고 위치하고 이것에 의해 액체공급로(매니폴드)(12)와 립(2, 3)

의 길이방향으로 연장하는 립 간극(13)이 형성되어 있다. 립 간극(13)의 하단은 바깥쪽으로 개방된 토출구(14)를 형성하고

있다. 립 간극(13)의 길이방향의 양측단은 밀봉판(6a, 6b)에 의해 바깥쪽에 대하여 폐쇄되어 있다. 립 간극(13)의 상단은

액체공급로(매니폴드)(12)에 이어져 있다. 액체공급로(매니폴드)(12)는 도포액 공급구(11)를 구비하고, 도포액 공급구

(11)에는 공급관(도시되지 않음)을 통해 도포액 공급 수단(도시되지 않음)이 접속된다. 도포액 공급 수단으로부터 공급되

는 도포액은 도포액 공급구(11)로부터 매니폴드(12)에 유입되고, 매니폴드(12)에 의해 도포액의 흐름은 도포액 공급구

(11)를 중심으로 좌우 양측으로 유도되어 립 간극(13)에 유입되고 토출구(14)로부터 토출된다.

  제 1 립(3)은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으로 이루어진다. 제 1 블록(4)의 하면과 제 2 블록(5)의 상면의 길이방향의 길

이는 동일하다. 제 2 립(2)의 내면(17a)과 제 1 블록(4)의 내면(15a)은 서로 접하고 있다. 제 1 블록(4)의 하면과 제 2 블록

(5)의 상면은 서로 접하고 있다.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은 제 1 립(3)의 립 간극(13)을 형성하는 면(제 2 블록의 내면)(15b)에 직각 방향에 있어서의

상대 위치를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 맞물림 요소에 의해 맞물려 있다. 이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블록 맞물림 요

소로서 볼트(8)와 너트(9)가 채용되어 있다.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은 상대 위치가 조정된 후 블록 체결 요소에 의해 체결되어 일체화되어 있다. 이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블록 체결 요소로서 볼트(8)와 너트(9)가 채용되어 있다. 이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볼트(8)와 너트(9)는 블록 맞

물림 요소 및 블록 체결 요소로서 기능한다. 블록 맞물림 요소와 블록 체결 요소는 각각의 기능을 따로따로 하기 위해 별개

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제 1 립(3)의 내면(15a)과는 반대측에 있어서의 제 1 블록(4)의 외면(16a)과 제 2 블록(5)의 외면(16b)에 맞물리고,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의 상대 위치를 규정하는 위치 결정 요소가 마련되어져 있다. 이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위치 결정

요소로서 서로 간극을 두고 설치된 5개의 단부 블록(10)이 채용되어 있다. 단부 블록(10)의 상부의 내면(10a)은 제 1 블록

(4)의 외면(16a)에 접하고, 단부 블록(10)의 하부의 내면(10b)은 제 2 블록(5)의 외면(16b)에 접하고 있다. 내면(10a)과

내면(10b)은 위치 규정면을 형성한다.

  위치 결정 요소[단부 블록(10)]를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으로 이루어지는 제 1 립(3)에 고정하는 위치 결정 요소의

고정 요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위치 결정 요소[단부 블록(10)]의 고정 요소로서 볼트(20)가 채용되

어 있다. 이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제 1 블록(4)의 내면(15a)에 대향하고 있는 제 2 립(2)의 내면(17a)과 립 간극(13)을 형

성하는 제 2 립(2)의 내면(17b)이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 결정 요소[단부 블록(10)]와 위치 결정 요소의 고정 요소[볼트(20)]에 의해 립 간극(13)의 립 간극폭(Lg)이 립 간

극(13)의 길이방향에 걸쳐 균일하게 되도록 조정된다.

  제 1 블록(4)의 내면(15a)의 위치와 제 2 블록(5)의 내면(15b)의 위치의 사이에 각각의 내면에 대한 직각방향에 있어서

거리(H)의 위치의 차이가 있다. 이 거리(H)의 차이를 단차(H)라고 칭하고 이 단차(H)의 크기를 단차량(H)이라 칭한다.

  단부 블록(1O)의 상부 내면(10a)의 위치와 하부 내면(1Ob)의 위치 사이에 각각의 내면에 대한 직각방향에 있어서 거리

(H)의 위치 차이가 있다. 이 거리(H)의 차이를 단차(H)라고 칭하고, 이 단차(H)의 크기를 단차량(H)이라 칭한다.

  단차량(H)을 갖는 단차(H)는 제 1 블록(4)의 외면(16a)과 제 2 블록(5)의 외면(16b)에 단차(H)를 갖는 5개의 단부 블록

(10)을 압착함으로써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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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부 블록(10)의 수나 설치 간극은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슬릿 다이(1)가 장척이 될수록 단부 블록(10)은 길이방

향에 적어도 2개 이상, 바람직하게는 5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치 간극은 1OOmm 이하인 것이 슬릿 다

이(1)의 길이방향에 걸쳐 균일한 크기의 단차량(L)을 형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제 1 립(3)과 제 2 립(2)이 조립 볼트(7)에 의해 조립되면 제 1 블록(4)의 내면(15a)과 제 2 블록(5)의 내면(15b) 사이의

단차량(H)과 동일한 간극폭(Lg)을 갖는 립 간극(13)이 형성된다.

  립 간극(13)은 도포액에 유동 저항을 주고, 똑같은 분포로 도포액을 토출구(14)로부터 토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도포조건에 따라 도포액에 원하는 유동 저항을 주기 위해서 립 간극(13)의 간극폭(Lg)은 30μm 내지 1,000μm인 것이 바

람직하고, 50μm 내지 60Oμm 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도포액을 토출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립 간극(13)의 길이(Ld)는

3mm 내지 100mm 인 것이 바람직하고, 5mm 내지 70mm 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도포액의 토출폭이 되는 토출구(14)의 길이방향의 길이는 2장의 밀봉판(6a, 6b)의 배치 간극(Lw)에 의해 정해진다. 밀

봉판(6a, 6b)의 재질이나 형상은 도포액에 포함되는 용제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포액이 누설되지 않도록 밀봉이 가능

하다면, 특히 제한은 없지만 립 간극(13)의 간극폭(Lg)과 동일하거나 그것보다 약간 작은 두께의 스테인레스 등의 금속판

이나, 반대로 간극폭(Lg)보다도 약간 큰 두께의 탄성부재,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의 수지 시트 등이 적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이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제 1 립(3)의 단차(H)의 형성 예를 도 3a, 도 3b, 및 도 3c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은 각각의 내면(15a, 15b)에 대해 직각인 방향에 있어서의 각각

의 두께(Lt)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상하로 중합되어 볼트(8)와 너트(9)에 의해 임시로 고정된 동시에 기계가공되어 있

다. 이 상태에 있어서,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든 단부 블록(10)을 제 1 블록(4)의 외면(16a)에 볼트(20)로 결합한다.

  이어서,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2 블록(5)을 내면(15b)에 대해 직각인 방향으로 슬라이딩 시켜서 제 2 블록(5)의

외면(16b)을 단부 블록(10) 하부의 내면(10b)에 압착하고, 단부 블록(10)을 제 2 블록(5)에 볼트(20)를 사용해 고정함으

로써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의 상대 위치 조정이 완료된다.

  이것에 의해,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에 의해 구성되는 제 1 립(3)에는 단부 블록(10)의 단차량(H)과 동일한 단차량

(H)의 단차(H)가 양쪽 블록(4, 5)의 길이방향에 걸쳐서 균일하게 형성된다.

  이 구성에 따르면, 각 단부 블록(10)의 단차량(L)을 미소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 사이의 단차

량(L)을 미세조정 할 수 있고, 그 결과, 단차량(H)과 동일한 립 간극(13)의 간극폭(Lg)을 립 간극(13)의 길이방향으로 자유

롭게 미세조정 할 수 있게 된다. 이 미세조정에 의해, 편차가 서브 미크론 오더인 간극폭(Lg)을 갖는 립 간극(13)을 제 1 립

(3)과 제 2 립(2)을 조합시키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단부 블록(10)의 단차량(L)을 미소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는 랩, 연마등의 공지된 가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차량(H)의 미소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의 접촉면, 즉, 단부 블록(10) 상

부의 내면(10a)과 하부의 내면(1Ob)의 표면 거칠기는 JIS-B-0031(1994)에서 정의되는 최대높이(Ry)로, 0.1S 내지 1.0S

의 범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 사이의 단차량(H)의 미세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제 1 블록(4) 및 제 2 블록(5)이 고강

성(high rigidity)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각의 두께(Lt)는 30m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각각의 두께(Lt)가

30mm 미만의 경우는 각각의 블록(4, 5)은 단부 블록(10)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서 각각의 길이방향에 있어서 휘기 쉽고

단차량(H)의 미세조정이 어렵게 된다.

  단부 블록(10)의 형상은, 슬릿 다이(1)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폭이 20mm 내지 100mm의 범위에 있고, 거기에 직교하

는 방향의 높이가 20mm 내지 1OOmm의 범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부 블록(1O)의 형상이 이들 범위의 하한값보다

도 작아지면, 단차량(L)을 자유롭게 미세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정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 범위의 상

한값보다도 커지면, 랩이나 연마 등의 가공 수단에 의해 단차량(L)을 미소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곤란해진다. 단부 블록

(10)은 단차량(L)을 미세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하여는, 단부 블록(10)의 두께는 가

장 두께의 얇은 부분(예컨대, 도 3b에 도시된 치수 Lb에 상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2 블록(5)의 두께(Lt)에 대하여 그

3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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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릿 다이(1)의 길이방향에 걸쳐서 립 간극(13)의 간극폭(Lg)의 편차를 용이하게 서브 미크론 오더로 하기 위해서는, 길

이방향으로 설치되는 복수의 단부 블록(1O) 사이의 단차량(H)의 편차가 1μ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고, 0.5μm 이하인 것

이 보다 바람직하다.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 사이의 단차량(H)의 조정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제 2 립(2)의 내면(17a, 17b), 제 1 블록

(4)의 내면(15a)과 외면(16a), 및 제 2 블록(5)의 내면(15b)과 외면(16b)의 평면도가 바람직하게는 5μm 이하, 보다 바람

직하게는 2μm 이하가 되도록 각각의 면이 마무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평면도는 JIS-B-0621(1984)의

「기하편차의 정의 및 표시」의 항목에서 정의된다.

  슬릿 다이(1)의 조립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 1 립(3)과 제 2 립(2)의 강성이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위하

여는, 제 2 립(2)의 두께를 제 1 블록(4) 및 제 2 블록(5)의 두께(Lt)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실시형태에서 제시한 슬릿 다이(1)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척임에도 불구하고, 즉, 대면

적의 도막을 형성하는 슬릿 다이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서브 미크론 오더의 립 간극 정밀도가 용이하게 실현된다. 따라

서, 슬릿 다이(1)에 의하면, 단부 블록(10)이 제 1 립(3)에 고정되어 슬릿 다이(1)가 조립된 후에는 특별한 조정을 행하지

않고도 3% 이하의 상당히 높은 도포 두께 정밀도를 갖는 도막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균일한 도막의 형성이 요구되는 컬러 액정 디스플레이용 컬러 필터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용 배면판 등의 디스플레

이용 부재를 제조하기 위한 도포장치에 있어서의 슬릿 다이로서 슬릿 다이(1)는 적합하게 사용된다.

  또한, 매니폴드(12)를 유동하는 도포액의 점도 변화가 크고 립 간극 분포 이외의 요인으로 도막의 두께 균일성이 손상될

경우에는, 도막 두께의 변화가 큰 부분에 위치하는 단부 블록(10)의 단차량(L)을 조절하면 이 요인에 의한 도막의 두께 불

균일을 개선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조업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부 블록(10)의 단차량(H)의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립 간극(13)의 간극폭(Lg)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길이방향에 설치된 복수의 단부 블록(10) 각각의 단차량(L)을 변화시키고 임의의 도막의 두께 프로파

일(profile)에 대응하는 분포를 갖는 립 간극(13)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을 상대적으로 슬라이딩 시켜서 위치 결정하는 위치 결정 요소로서는 단부 블록(10)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다. 단부 블록 이외의 위치 결정 요소의 예를 이하에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슬릿 다이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다. 도 4에 있어서, 슬릿 다이(101)은 도 2에 도시된 실시형

태와 같이 제 1 립(3), 제 2 립(2), 제 1 립(3)을 구성하는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 및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을

맞물리고 체결하는 볼트(8)와 너트(9)로 구성된다.

  슬릿 다이(101)는 도 2에 도시된 실시형태와 같이, 립 간극(13), 토출구(14), 및, 매니폴드(12)를 구비한다. 슬릿 다이

(101)는 도 2에 도시된 실시형태와 같이, 제 1 블록(4)의 내면(15a)에 대향하고 있는 제 2 립(2)의 내면(17a)과 립 간극

(13)을 형성하는 제 2 립(2)의 내면(17b)이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에 위치하고 있다.

  슬릿 다이(101)는 도 2에 도시된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단부 블록(10) 대신에 평탄 블록(110)과 심(111)(위치 규정 보조

수단)을 포함하는 위치 결정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평탄 블록(110)의 내면(110a)은 단일 평면으로 이루어진다. 내면

(110a)은 제 2 블록(5)의 외면(16b)에 접촉되어 있다.

  제 1 블록(4)의 외면(16a)과 제 2 블록(5)의 외면(16b)의 사이에는 단차가 있다. 이 단차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제 1 블록

(4)의 외면(16a)과 평탄 블록(110)의 내면(110a) 사이의 간극에 심(111)이 개재되어 있다. 심(111)는 평탄 블록(110)과

제 2 블록(4)을 평탄 블록(110)이 갖는 볼트(20)에 의해 고정할 때 상기 간극에 장착된 것이다. 심(111)의 두께는 립 간극

(13)의 간극폭(Lg)과 동일하게 조정되어 있다.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 사이의 단차량(H)의 미세조정은 평탄 블록(11O) 내면(11Oa)의 표면 거칠기 미세조정 또는

심(111) 두께의 미세조정에 의해 행하여진다. 이 미세조정에 의해 슬릿 다이(101)의 립 간극(13)의 간극폭(Lg)은 평탄 블

록(110), 심(111) 및 볼트(20)로부터 이루어지는 위치 결정 요소와 위치 결정 요소의 고정 요소에 의해 립 간극(13)의 길

이방향으로 균일하게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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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슬릿 다이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다. 도 5에 있어서, 슬릿 다이(102)는 도 2에 도시된 실시형

태와 같이, 제 1 립(3), 제 2 립(2), 제 1 립(3)을 구성하는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 및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을

맞물리고 체결하는 볼트(8)와 너트(9)로 구성된다.

  슬릿 다이(102)는 도 2에 도시된 실시형태와 같이, 립 간극(13), 토출구(14), 및, 매니폴드(12)를 구비한다. 슬릿 다이

(102)는 도 2에 도시된 실시형태와 같이, 제 1 블록(4)의 내면(15a)에 대향하고 있는 제 2 립(2)의 내면(17a)과 립 간극

(13)을 형성하는 제 2 립(2)의 내면(17b)이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에 위치하고 있다.

  도 5에 있어서, 슬릿 다이(102)는 도 2에 도시된 단부 블록(10)의 대신에 평탄 블록(110)과 신축 수단(112)(위치 규정 보

조 수단)으로 구성되는 위치 결정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평탄 블록(110)의 내면(110a)은 단일 평면으로 이루어진다. 내면

(110a)은 제 2 블록(5)의 외면(16b)에 접촉되어 있다. 제 1 블록(4)의 외면(16a)과 제 2 블록(5)의 외면(16b) 사이에는 단

차가 있다. 이 단차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제 1 블록(4)의 외면(16a)과 평탄 블록(110)의 내면(110a) 사이의 간극에 신축

수단(112)이 개재하고 있다. 신축 수단(112)은 예컨대, 마이크로미터 헤드 또는 선형 액츄에이터로 된다.

  신축 수단(112)은 평탄 블록(110)의 상부에 고정되어 있다. 신축 수단(112)의 신축부재(112a)는 평탄 블록(110)의 내면

(110a)으로부터 제 1 블록(4) 쪽으로 돌출되고 그 선단은 제 1 블록(4)의 외면(16a)에 압착되어 있다. 평탄 블록(110)의

내면(110a)으로부터 제 1 블록(4)의 외면(16a)에 이르는 신축부재(112a)의 돌출 길이는 립 간극(13)의 간극폭(Lg)이 되

도록 조정되어 있다.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 사이의 단차량(H)의 미세조정은 신축 수단(112)의 신축부재(112a)의 돌출 길이를 미세조정

함으로써 행하여진다. 이 미세조정에 의해 슬릿 다이(102)의 립 간극(13)의 간극폭(Lg)은 평탄 블록(110), 신축 수단

(112) 및 볼트(20)로 이루어지는 위치 결정 요소와 위치 결정 요소의 고정 요소에 의해 립 간극(13)의 길이방향으로 균일

하게 조정된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에 있어서, 단차량(L)을 측정하는 방법은 필요한 분해능에서 정밀도 좋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특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정밀 정반(定盤) 등의 균일면에 직각으로 압착되어 제로(zero)로 설정한 2개의 리니

어 게이지를 각각 제 1 블록(4)의 내면(15a)과 제 2 블록(5)의 내면(15b)에 직각으로 압착하고, 한 방향의 리니어 게이지

가 제로를 표시했을 때 다른 리니어 게이지에 표시되는 값을 읽어내는 방법이 고정밀도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바

람직하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에 있어서, 립 간극 정밀도는 립 간극의 간극폭(예컨대, 도 2에 도시된 간극폭(Lg))을 립 간극의 길이

방향에 있어서 다점에 걸쳐 측정한 값의 최대편차로 정의한다. 측정 방법으로서는 광학현미경이나 마이크로스코프 등에

의해 토출구[예컨대, 도 2에 도시된 토출구(14)]를 450배 내지 2,000배로 확대한 상태에서 토출구의 간극폭을 측정하고

이것을 립 간극의 간극폭으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본 발명의 슬릿 다이의 또 다른 실시형태를 설명한다.

  상기의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2 립(3)에 단차(H)를 설정하기 위해 동일한 두께(Lt)를 갖는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

이 사용된다. 그러나, 단차(H)의 형성 방법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6에 단차(H)의 다른 형성 방법의 일례를 설

명한다.

  도 6에 있어서, 본 발명의 슬릿 다이(103)는 도 2에 도시된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제 1 립(3), 제 2 립(2), 제 1 립(3)을

구성하는 제 1 블록(4a)과 제 2 블록(5a), 및 제 1 블록(4a)와 제 2 블록(5a)을 맞물리고 체결하는 볼트(8)와 너트(9)로 구

성된다.

  슬릿 다이(103)는 도 2에 도시된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립 간극(13), 토출구(14), 및 매니폴드(12)를 구비한다. 슬릿 다

이(103)는 도 2에 도시된 실시형태와마찬가지로 제 1 블록(4a)의 내면(15a)에 대향하고 있는 제 2 립(2)의 내면(17a)과

립 간극(13)을 형성하는 제 2 립(2)의 내면(17b)이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슬릿 다이(103)에 있어서의 제 1 블록(4a)과 제 2 블록(5a)은 립 간극(13)을 형성하는 제 2 블록(5a)의 내면

(15b)에 직각인 방향에 있어서의 각각의 두께를 달리한다. 이 점에 있어서, 슬릿 다이(103)는 도 2,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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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릿 다이(1, 101 및 102)와 다르다. 도 6에 있어서, 제 1 블록(4a)은 두께(Lta)를 갖고, 제 2 블록(5a)은 두께(Ltb)를 갖는

다. 두께(Lta)와 두께(Ltb)의 차이에 의해 제 1 블록(4a)의 내면(15a)과 제 2 블록(5a)의 내면(15b) 사이의 단차(H1)가 형

성되어 있다.

  제 1 블록(4a)의 외면(16a)과 제 2 블록(5a)의 외면(16b)에는 위치 결정 요소인 평탄 블록(111)이 고정 요소인 볼트(20)

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평탄 블록(111)의 내면(111a)은 제 1 블록(4a)의 외면(16a)과 제 2 블록(5a)의 외면(16b)에 접하

고 있다.

  제 1 립(3)과 제 2 립(2)이 조립 볼트(7)(도 1 참조)에 의해 조립되면 제 1 블록(4a)의 내면(15a)과 제 2 블록(5a)의 내면

(15b) 사이의 단차량(H1)과 동일한 간극폭(Lg)을 갖는 립 간극(13)이 형성된다.

  간극폭(Lg)을 갖는 립 간극(13)을 형성하는 단차(H)(H1)의 수는 상기의 실시형태와 같이 한단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3

개이상의 블록을 중합시킴으로써 제 1 립(3)에 2단 이상의 단차를 형성해도 좋다.

  상기의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제 1 립(3)이 제 1 블록(4, 4a)과 제 2 블록(5, 5a)의 2개의 블록으로 구성되는 형태를 설명

했지만 이 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 1 립(3) 및 제 2 립(2)의 쌍방의 각각을 상하에 복수의 블록으로 형성하고, 각

각의 블록의 상대 위치를 조정 가능하게 한 형태라도 좋다.

  피도포 부재에 복수층의 도막을 동시에 형성하는 슬릿 다이, 즉, 2개 이상의 립 간극을 3개 이상의 립에 의해 형성하는 동

시 다층 도포용의 슬릿 다이에도 본 발명의 슬릿 다이는 적용할 수 있다.

  립 간극(13)을 형성하는 방법도 복수의 블록 사이에 형성되는 단차에 의해 형성하는 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도 7은 다른 단차 형성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 7에 있어서, 본 발명의 슬릿 다이(104)는 도 2에 도시된 실시형태와 같이

제 1 립(3), 제 2 립(2), 제 1 립(3)을 형성하는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 및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을 맞물리고

체결하는 볼트(8)와 너트(9)로 구성된다.

  슬릿 다이(104)는 도 2에 도시된 실시형태와 같이 립 간극(13), 토출구(14), 및 매니폴드(12)를 구비한다.

  슬릿 다이(104)는 도 6에 도시된 실시형태와 같이 평탄 블록(111)로 이루어지는 위치 결정 요소를 구비한다. 평탄 블록

(111)의 내면(111a)은 단일 평면에서 이루어진다. 내면(111a)은 제 1 블록(4)의 외면(16a)과 제 2 블록(5)의 외면(16b)에

접촉되어 있다.

  슬릿 다이(104)에 있어서, 도 2에 도시된 실시형태와 같이 제 1 블록(4)의 내면(15a)에 대향하고 있는 제 2 립(2)의 내면

(17a)과 립 간극(13)을 형성하는 제 2 립(2)의 내면(17b)이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슬릿 다이(104)에 있어서, 제 1 블록(4)의 내면(15a)과 제 2 블록(5)의 내면(15b)의 사이에 단차가 없고, 양쪽 내

면(15a, 15b)은 동일 평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슬릿 다이(104)는 도 2, 도 4,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실시형

태와 다르다.

  이 구성에 의해, 슬릿 다이(104)는 제 2 립(2)의 내면(17a)과 제 1 블록(4)의 내면(15a)의 사이에 간극을 갖는다. 이 간극

은 심(113)에 의해 메워져 있다. 심(113)은 슬릿 다이(104)가 조립될 때 제 1 립(3)과 제 2 립(2)의 사이에 세팅된 후 제 1

블록(4)과 제 2 립(2)에 의해 체결되고 고정되어 있다. 심(113)에 의해 단차(H2)가 형성되어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슬릿 다이의 또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다. 도 8에 도시된 슬릿 다이(105)에 있어서, 도 7에 도시

된 슬릿 다이(104)의 심(113)를 대신하여 심(113)의 두께에 상당하는 거리까지 제 2 립(2)의 내면(17a)을 제 1 블록(4)의

내면(15a)방향으로 돌출시키고 내면(17a)과 내면(15a)을 접촉시킨 것이다. 이것에 의해 단차(H3)가 형성된다. 슬릿 다이

(105)의 다른 부분의 구조는 도 7의 슬릿 다이(104)와 같다.

  이상으로 몇 개의 실시형태를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슬릿 다이는 한 쌍의 립의 조합으로 립 간극을 형성할 수 있고 적어

도 한 방향의 립을 독립된, 적어도 두개의 블록으로 구성하고, 블록에 대하여 형성된 블록간의 상대적인 위치 결정 요소와

이 위치 결정 요소의 고정 요소에 의해 립 간극의 간극폭이 립 간극의 길이방향에 걸쳐 교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을 필수로

한다. 즉, 이 구조가 만족되는 것이라면 각각의 구성부재 및 그것들의 조합은 어떠한 형태이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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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에 도시된 슬릿 다이(104)나 도 8에 도시된 슬릿 다이(105)와 같은 구성을 갖는 슬릿 다이에 있어서의 서브 미크론

오더의 립 간극 정밀도의 실현은 립 간극 정밀도에 따라, 제 1 립(3)을 구성하는 제 1 블록(4)과 제 2 블록(5)의 상대 위치

를 평탄 블록(111)에 미소한 단차를 형성함으로써 행한다.

  슬릿 다이(1)의 내부에 있는 매니폴드(12)는 제 2 립(2)이 아닌 제 1 립(3)에 설치하거나 제 1 립(3) 및 제 2 립(2) 양쪽에

설치해도 좋다.

  매니폴드(12)의 정면형상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포액 공급구(11)를 중심으로 좌우 길이방향으로 연장된 형상인

T형태나 도포액 공급구(11)를 중심으로 좌우 길이방향으로 경사진 형상인 코트 행거(hanger)형이어도 좋다. 매니폴드

(12)는 1개 뿐만 아니라 도포액의 토출방향에 복수단으로 설치되어도 좋다. 매니폴드(12)는 립의 길이방향 양단을 관통시

켜도 좋다. 이 경우, 도포액의 토출폭의 규제와 액체 누설을 방지하는 밀봉은 립의 길이방향 양단에 설치되는 측판에 의해

행하여진다.

  도시되지 않은 도포액 공급 수단은 공지된 것이어도 좋다. 도포액 공급 수단으로서, 예컨대, 기어 펌프, 모노 펌프

(Moineau pump), 다이어프램 펌프(diaphragm pump), 또는 시린지 펌프(syringe pump)가 이용된다. 도포액 공급 수단과

슬릿 다이(1) 사이의 도포액 유로에 공지된 필터나 밸브류가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에서 립의 소재는 특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재로서는, 예컨대, 초경합금, 세라믹스, 스테인레스,

또는 이 소재에 표면처리를 시공한 것이 있다. 스테인레스는 내약품성을 갖고 저렴하기 때문에 소재로서 바람직하다.

  도 2에 도시된 제 2 립(2)의 선단(18)의 길이(LA) 및 제 1 립(3)의 선단(19)의 길이(LB)에 대해서는 도막을 형성하는 방

향에 따라 각각의 길이가 설정된다. 예컨대, 피도포 부재가 제 2 립(2)으로부터 제 1 립(3)을 향해서 상대적으로 이동하고

제 2 립(3)의 하류측에 도막이 형성될 경우 제 2 립(2)의 선단(18)의 길이(LA)는 바람직하게는 0.1mm 내지 15mm, 보다

바람직하게는 0.5mm 내지 5mm로, 제 1 립(3)의 선단(19)의 길이(LB)는, 바람직하게는 0.03mm 내지 2mm, 보다 바람직

하게는 0.05mm 내지 1mm이며, 또한 제 1 립(3)의 선단(19)의 길이(LB)가 제 2 립(2)의 선단(18)의 길이(LA)보다도 짧아

지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립(2)의 선단(18) 및 제 1 립(3)의 선단(19)의 길이방향의 진직도(straightness), 즉, 거시적으로 본 길이방향의 물

결의 크기는 바람직하게는 10μm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5μm 이하이다

  접액면의 표면 거칠기는 최대높이(Ry)로서 바람직하게는 0.4S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2S 이하이다. 제 2 립(2)의 선

단(18) 및 제 1 립(3)의 선단(19)을 0.1S이하로 마무리하는 것이 도포품질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바람직하다.

  그 다음, 본 발명의 슬릿 다이를 사용한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의 실시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본 발명의 슬릿 다이를 채용한 도포장치(다이 코터)의

개략적 사시도이다. 도 10은 도 9의 다이 코터를 도포액의 공급 시스템도 포함시켜서 나타낸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9에는 유리기판 등의 매엽기재(枚葉基材, 피도포 부재)에 도포액을 도포하고, 도막을 형성하는 도포장치(다이 코

터)(21)가 도시된다. 다이 코터(21)는 베이스(22)를 구비하고 있다. 베이스(22) 상에는 한 쌍의 가이드 홈 레일(24)이 설치

되어 있고, 이 가이드 홈 레일(24)에는 스테이지(26)가 배치되어 있다. 스테이지(26)의 상면은 흡입면으로 되어 있다. 스테

이지(26)는 한 쌍의 슬라이드 렉(slide leg)(28)을 통하여 가이드 홈 레일(24) 위를 수평방향으로 왕복운동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 쌍의 가이드 홈 레일(24)의 사이에는 가이드 홈 레일(24)에 따라 연장되는 케이싱(32)이 배치되고, 케이싱(32)은 이송

기구를 내장하고 있다. 이송 기구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볼 나사로 이루어지는 피드 스크류(34)를 구비하고 있다.

피드 스크류(34)는 스테이지(26)의 하면에 고정된 너트형 부를 갖는 커넥터(36)의 이 너트형 부에 나사결합되어 커넥터

(36)를 관통해서 연장되어 있다. 피드 스크류(34)의 양단부는 도시되지 않은 베어링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되고 있어

그 일단은 AC 서보모터(38)에 연결되어 있다. 케이싱(32)의 상면 또는 측면에는 커넥터(36)의 이동을 허용하는 개구가 형

성되어 있지만, 이 개구는 도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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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시형태에서, 스테이지(26)가 왕복운동하는 방식이 채용되어 있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슬릿 다이(1)가 스테이

지(26)에 대하여 왕복운동하는 방식이어도 좋다. 요컨대, 스테이지(26) 및 슬릿 다이(1) 중 적어도 하나가 왕복운동하면

된다.

  베이스(22)의 상면에는 그 일단측에 역 L자형의 센서 지주(40)가 배치되어 있다. 센서 지주(40)의 선단은 한쪽의 가이드

홈 레일(24)의 윗쪽까지 연장되고, 거기에 전동형의 승강 액츄에이터(41)가 설치되어 있다. 승강 액츄에이터(41)에는 두께

센서(42)가 아래쪽으로 설치되어 있다. 두께 센서(42)로서는 레이저 변위 측정기, 초음파 두께 측정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레이저를 사용한 센서가 바람직하다.

  베이스(22)의 표면에는 센서 지주(40)보다도 베이스(22)의 중앙측의 위치에 있어서, 센서 지주(40)와 같이 역 L자형인

다이 지주(44)가 배치되어 있다. 다이 지주(44)의 선단은 한 쌍의 가이드 홈 레일(24) 사이의 윗쪽, 즉, 스테이지(26)의 왕

복운동 경로의 윗쪽에 위치하고 있다. 다이 지주(44)의 선단에는 승강 기구(46)가 설치되어 있다. 도 9에 상세히 도시되지

않았지만 승강 기구(46)는 승강 브래킷을 구비하고 있다. 이 승강 브래킷은 한 쌍의 가이드 로드에 승강 가능하게 부착되

어 있다. 이 가이드 로드 간에는 볼 나사로 이루어지는 피드 스크류가 배치되고, 이 피드 스크류는 승강 브래킷의 너트형

부에 나사결합되어 이 너트형 부분을 관통해서 연장되어 있다.

  피드 스크류의 상단부에는 AC 서보모터(50)가 연결되고 AC 서보모터(50)는 케이싱(48)의 상면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상술한 가이드 로드 및 피드 스크류는 케이싱(48)에 수용되어 베어링을 통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승강 브래킷에는 평판과 평판의 양단에 설치된 측판으로 이루어지는 다이 홀더(52)가 지지축(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수

직면 내에 있어서 회전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다이 홀더(52)는 한 쌍의 가이드 홈 레일(24)의 윗쪽에 있어서 이 가이드

홈 레일(24) 사이에 걸쳐서 수평으로 연장된다.

  승강 브래킷에는 다이 홀더(52)보다 윗쪽의 위치에 있어서 수평바(56)가 고정되고, 수평바(56)는 다이 홀더(52)를 따라

연장된다. 수평바(56)의 양단부에는 전동형 조정 액츄에이터(58)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조정 액츄에이터(58)는 수평바

(56)의 하면으로부터 돌출한 신축가능한 로드를 구비하고, 이 신축 로드의 하단은 다이 홀더(52)의 양단에 각각 접해 있다.

  다이 홀더(52)안에는 본 발명의 슬릿 다이(1)가 설치되어 있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슬릿 다이(1)로부터 도포액

(90)의 공급 호스(62)가 연장되고, 공급 호스(62)의 선단은 시린지 펌프(64)의 전자 스위칭 밸브(66)의 공급 포트에 접속

되어 있다. 전자 스위칭 밸브(66)의 흡인 포트로부터 흡인 호스(68)가 연장되고 이 흡인 호스(68)의 선단부는 도포액(90)

을 축적한 탱크(70)안에 삽입되어 있다.

  시린지 펌프(64)의 펌프 본체(72)는 전자 스위칭 밸브(66)의 스위칭 작동에 의해 공급 호스(62) 및 흡인 호스(68)의 한쪽

에 선택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전자 스위칭 밸브(66) 및 펌프 본체(72)는 컴퓨터(74)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이 컴퓨터

(74)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받고 그 작동이 제어된다. 컴퓨터(74)는 승강 액츄에이터(41) 및 두께 센서(42)에도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시린지 펌프(64)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해 컴퓨터(74)는 시퀀서(sequencer)(76)에도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시퀀서

(76)는 스테이지(26)측의 피드 스크류(34)의 AC 서보모터(38)나 승강 기구(46)의 AC 서보모터(50)의 작동을 시퀀스 제

어하는 것이다. 그 시퀸스 제어 때문에 시퀀서(76)에는 AC 서보모터(38, 50)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 스테이지(26)

의 이동 위치를 검출하는 위치 센서(78)로부터의 신호, 및 슬릿 다이(1)의 작동 상태를 검출하는 센서(도시되지 않음)로부

터의 신호 등이 입력된다. 한편, 시퀀서(76)로부터 시퀸스 동작을 나타내는 신호가 컴퓨터(74)에 출력되게 되어 있다.

  위치 센서(78)를 사용하는 대신에, AC 서보모터(38)에 엔코더를 포함하여 이 엔코더로부터 출력되는 펄스 신호에 의거

하여 시퀀서(76)에서 스테이지(26)의 위치를 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퀀서(76)에 컴퓨터(74)에 의한 제어를 포함시키

는 것도 가능하다.

  도시되진 않았지만, 다이 코터(21)에는 스테이지(26) 상에 피도포 부재로서의 매엽기재, 예컨대, 컬러 필터를 위한 유리

기판(A)을 공급하는 로더(loader)나 스테이지(26)로부터 유리기판(A)을 분리하기 위한 언로더(unloader)가 구비되어 있

다. 이 로더 및 언로더에 있어서, 그 주요구성 부분에 예컨대, 원통좌표계 산업용 로보트를 사용할 수 있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슬릿 다이(1)는 스테이지(26)의 왕복운동 방향과 직행하는 방향으로 즉, 스테이지(26)의 폭방

향으로 수평으로 연장되고 그 양단이 다이 홀더(52)에 지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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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릿 다이(1)의 수평조정은 수평바(56)의 양단에 설치된 조정 액츄에이터(58)의 신축 로드를 신축시켜 다이 홀더(52)를

그 지지축 주변으로 회전시킴으로써 행하여진다.

  그 다음, 컬러 필터의 제조에 관계되는 1 공정, 즉, 상기 다이 코터(21)를 사용해서 행하여지는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도 9 및 도 10에 있어서, 우선, 다이 코터(21)에 있어서의 각 작동부의 원점복귀가 행하여진다. 이 단계에서 스테이지(26)

는 두께 센서(42)의 아래쪽에 위치가 부여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 탱크(70)로부터 흡인 호스(68) 및 공급 호스(62)를 통

해 슬릿 다이(1)안의 매니폴드(12) 및 립 간극(13) 안에 이르는 경로내에 도포액(90)이 채워진다. 또한, 이 단계에서, 도포

준비 동작으로서 시린지 펌프(64)의 전자 스위칭 밸브(66)는 펌프 본체(72)가 흡인 호스(68) 측에 접속되도록 스위칭 작동

된다. 이것에 의해 펌프 본체(72)에 탱크(70)안의 도포액(90)을 흡인 호스(68)를 통해서 흡인하는 흡인 동작을 행하게 한

다. 시린지 펌프(64)안에 소정량의 도포액(90)이 흡인되면 시린지 펌프(64)의 전자 스위칭 밸브(66)는 펌프 본체(72)와 공

급 호스(62)를 접속하기 위해 스위칭 작동된다.

  이 상태로, 도시되지 않은 로더로부터 스테이지(26) 상에 유리기판(A)이 공급되어 유리기판(A)은 스테이지(26) 상에 흡

입 압력을 받아서 유지된다. 이렇게 하여 유리기판(A)의 로딩이 완료된다. 유리기판(A)은 슬릿 다이(1)에 있어서의 토출구

(14)의 토출폭, 즉, 밀봉판(6a, 6b) 사이의 간극(Lw)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넓은 폭치수를 갖는다.

  유리기판(A)의 로딩이 완료되면, 두께 센서(42)가 소정의 위치까지 하강하고, 유리기판(A)의 두께가 두께 센서(42)에 의

해 측정된다. 측정 후, 두께 센서(42)는 원래의 위치까지 상승한다.

  유리기판(A)의 로딩이 완료되면, 스테이지(26)는 슬릿 다이(1)를 향해서 이동하여 슬릿 다이(1)의 직전에서 정지된다.

그 후, 슬릿 다이(1)가 하강하고, 슬릿 다이(1)의 하면과 유리기판(A)의 상면의 사이에 소정의 클리어런스, 예컨대,

1OOμm의 간극이 확보된다. 클리어런스는 두께 센서(42)에 의해 측정한 유리기판(A)의 두께를 고려하고, 스테이지(26)와

슬릿 다이(1)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센서(도시되지 않음)로부터의 출력 신호에 의거하여 슬릿 다이(1)의 하강 위치

가 위치 결정되어서 정확하게 설정된다.

  그 다음, 스테이지(26)를 더 이동시키고, 유리기판(A)의 상면에서 도막의 형성을 시작해야 할 스타트 라인(start line)이

슬릿 다이(1)의 토출구(14)의 바로 아래로 위치가 부여된 시점에 스테이지(26)를 일단 정지시킨다.

  이 스테이지(26)의 일단 정지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시린지 펌프(64)에 도포액(90) 토출 동작을 개시시키고, 도포액(90)

을 슬릿 다이(1)를 향해서 공급한다. 이것에 의해, 슬릿 다이(1)의 토출구(14)로부터 유리기판(A) 상에 도포액(90)이 토출

된다. 여기에서, 토출구(14)는 그 간극이 슬릿 다이(1)의 길이방향, 즉, 스테이지(26)의 왕복운동 방향에 직각인 방향에 따

라 일정하기 때문에 토출구(14)로부터는, 유리기판(A)의 스타트 라인에 따라 일정하게 도포액(90)이 토출된다. 이것에 의

해, 슬릿 다이(1)와 유리기판(A)의 사이에 있어서, 비드로 불리는 도포액의 리퀴드 뱅크(liquid bank)(C)가 스타트 라인을

따라 형성된다.

  리퀴드 뱅크(C)의 형성과 동시에 토출구(14)로부터의 도포액(90)의 토출을 계속하면서 스테이지(26)를 일정한 속도로

왕복운동 방향으로 진행시키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리기판(A)의 상면에 도포액(90)의 도막(D)이 연속적으로 형

성된다.

  도막(D)이 형성될 때, 스테이지(26)의 이동을 일단 정지하지 않고 유리기판(A)의 스타트 라인이 슬릿 다이(1)의 토출구

(14)를 통과하는 타이밍에 토출구(14)로부터 도포액(90)을 토출하도록 해도 좋다.

  스테이지(26)의 진행에 따라, 유리기판(A) 상에서 도막(D)의 형성을 종료해야 할 피니시 라인(finish line)이 슬릿 다이

(1)의 토출구(14)의 직전 위치에 도달하면 이 시점에서 시린지 펌프(64)의 토출 동작이 정지된다. 이렇게 하여 슬릿 다이

(1)의 토출구(14)로부터 도포액(90)의 토출이 정지되어도 유리기판(A) 상의 리퀴드 뱅크(C)의 도포액을 소비하면서 도막

(D)의 형성이 피니시 라인까지 계속된다. 유리기판(A) 상의 피니시 라인이 슬릿 다이(1)의 토출구(14)를 통과한 시점에 시

린지 펌프(64)의 토출 동작을 정지하도록 해도 좋다.

  유리기판(A) 상의 피니시 라인이 토출구(14)를 통과하는 시점 또는 통과한 시점에 시린지 펌프(64)의 흡인 동작이 간신

히 행하여짐으로써 슬릿 다이(1)의 립 간극(13) 내의 도포액(90)은 매니폴드(12) 측에 흡인된다. 동시에, 슬릿 다이(1)는

원래의 위치까지 상승하고, 슬릿 다이(1)에 의한 도포액(90)의 도포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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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시린지 펌프(64)에 흡인 동작과 동일한 양만큼 토출 동작을 부여하고, 슬릿 다이(1)의 립 간극(13)에 공기가 남

지 않도록 한다. 그 후, 시린지 펌프(64)의 전자 스위칭 밸브(66)는 펌프 본체(72)와 흡인 호스(68)를 접속하기 위해 선택

동작 되어 펌프 본체(72)로 탱크(70) 내의 도포액을 흡인 호스(68)를 통해서 흡인하는 흡인 동작을 행하게 한다. 시린지 펌

프(64) 내에 소정량의 도포액이 흡인되면 시린지 펌프(64)의 전자 스위칭 밸브(66)는 펌프 본체(72)와 공급 호스(62)를 접

속하기 위해 스위칭 작동된다. 그 후, 슬릿 다이(1)의 상승 위치에서 그 하단면에 부착되고 있는 도포액(90)이 클리너(도시

되지 않음)에 의해 클리닝된다.

  한편, 스테이지(26)의 전진운동은 도포액(90)의 도포가 종료해도 계속되고, 스테이지(26)가 가이드 홈 레일(24)의 종단

에 도달한 시점에 그 전진운동이 정지된다. 이 상태로, 도막(D)이 형성된 유리기판(A)은 그 흡입관에 의한 흡착이 해제된

후 언로더에 의해 스테이지(26) 상에서 벗어난다. 그 후, 스테이지(26)는 복귀운동하고 도 9에 도시된 초기 위치로 복귀하

여 일련의 도포공정이 종료된다. 초기 위치에서, 스테이지(26)는 새로운 유리기판이 로딩될 때까지 대기한다.

  도막 형성에 채용되는 도포액(90)으로서는 유동성을 가지는 액체이기만 하면 특히 한정되지 않지만, 예컨대, 착색용 도

포액, 레지스트용 도포액, 표면보호용 도포액, 대전 방지용 도포액, 또는 활성용 도포액 등이 있다. 도포액으로서, 물이나

유기용매에 고분자 재료나 유리, 금속 등의 무기재료를 용해 또는 분산되게 한 것이 많이 사용된다.

  사용되는 도포액(90)의 점도는 바람직하게는 1mPaㆍs 내지 100,000mPaㆍs, 보다 바람직하게는 5mPaㆍs 내지

50,000mPaㆍs 이다. 뉴토니안(Newtonian)이 도포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 틱소트로피(thixotropic)를 갖는 도포액

도 사용할 수 있다.

  기판(A)로서는 유리 이외에, 알루미늄 등의 금속판, 세라믹판, 실리콘 웨이퍼 등을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도포조건으로서는 클리어런스(필요한 경우)는 바람직하게는 20μm 내지 500μm, 보다 바람직하게는 50μm 내

지 400μm이며, 도포속도는 바람직하게는 0.1m/분 내지 50m/분, 보다 바람직하게는 0.5m/분 내지 10m/분이며, 립 간극

은 바람직하게는 30μm 내지 1,000μm, 보다 바람직하게는 50μm 내지 600μm이며, 도포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3μm 내지

500μm, 보다 바람직하게는 5μm 내지 300μm이다.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은 디스플레이용 부재의 제조에 바람직하게 채용된다. 디스플레이용 부재로서는

액정용 디스플레이로 채용되는 컬러 필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배면판이나 전면판 등이 있다.

  이상의 실시형태에서는, 유리기판 등의 매엽기재에 대한 도포를 설명했지만, 필름, 금속 시트나 금속박, 종이 등의 장척

의 웹(장척의 피도포 부재) 도포는 웹을 롤로 지지, 반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발명의 슬릿 다이(1)를 근접시켜서 슬릿 다

이(1)의 토출구(14)로부터 도포액을 웹에 대하여 토출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그 다음,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의 다른 실시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의 실시에 사용되는 도포장치의 일례의 개략적 정면도, 도 15는 도 14의

도포장치를 사용해서 도포 할 때의 각 동작부의 동작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선도, 도 16a 및 도 16b는 기판에 있어서의 도

막의 형성 상황을 설명하는 평면도, 도 17은 슬릿 다이와 기판의 사이에 있어서의 비드의 형성 상황을 설명하는 개략적 사

시도이다.

  도 14에 있어서, 도포장치(다이 코터)(501)는 베이스(502)를 구비하고, 베이스(502) 상에는 한 쌍의 가이드 레일(504)이

설치되어 있다. 가이드 레일(504) 상에는 스테이지(506)가 배치되고, 스테이지(506)는 도시되지 않은 리니어 모터에서 구

동되어, 화살표 X방향으로 자유롭게 왕복운동 한다. 스테이지(506)의 상면은 흡착 구멍으로 이루어지는 진공흡착면이 되

어 피도포 부재인 기판(B)을 흡착 유지할 수 있다.

  베이스(502)의 중앙에는 문 형상(gate-shaped)의 지주(510)가 있다. 지주(510)의 양측에 상하 승강 유닛(570)을 구비

하고, 상하 승강 장치 유닛(570)에 도포를 행하는 본 발명의 슬릿 다이(520)가 설치되어 있다.

  슬릿 다이(다이)(520)는 화살표 X방향에 수직한 방향, 즉, 지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프론트 립(522), 및 리어 립

(524)을 X방향으로 중합시키고 도시되지 않은 복수의 연결 볼트에 의해 일체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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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프론트 립(522)은 두께가 다른 2개의 블록을 상하로 중합시키고 위치 결정 블록(532)에서 수평방향(X방향)으로 외

면측을 위치 결정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 위치 결정 블록(532)은 위치 결정 블록(532)의 고정 요소(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프론트 립(522)을 구성하는 2개의 블록에 고정되어 있다.

  다이(520) 내의 중앙부에는 매니폴드(526)가 형성되고 매니폴드(526)도 다이(520)의 길이방향(X방향에 직교하는 수평

방향)으로 연장된다. 매니폴드(526)의 아래쪽으로는 립 간극(슬릿)(528)이 연통해서 형성되어 있다. 이 슬릿(528)도 다이

(520)의 길이방향으로 연장되어, 그 하단이 다이(520)의 최하단면인 토출구면(536)에서 개구되어 토출구(534)를 형성한

다. 슬릿(528)의 간극폭(슬릿폭)(X방향에서 측정)은 프론트 립(522)을 구성하는 2개의 블록의 두께의 차이와 동일해진다.

  다이(520)를 승강시키는 상하 승강 장치 유닛(570)은 다이(520)를 매어 다는 형태로 유지하는 서스펜딩/홀딩 베이스

(580), 서스펜딩/홀딩 베이스(580)를 승강시키는 좌우 한 쌍의 승강 베이스(578), 승강 베이스(578)를 상하 방향으로 안

내하는 가이드(574), 모터(572)의 회전운동을 승강 베이스(578)의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볼 나사(576)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상하 승강 유닛(570)은 다이(520)의 길이방향의 양단부를 지지하도록 좌우 한쌍에 있어서, 각각이 독립적으로 승강할 수

있으므로 다이(520)의 길이방향의 수평에 대한 경사 각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다이(520)의 토출구면

(536)과 기판(B)을 다이(520)의 길이방향에 걸쳐 거의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하 승강 유닛(570)에 의해 스테이지

(506) 상의 기판(B)과 다이(520)의 토출구면(536) 사이에 임의 크기의 클리어런스를 설치할 수 있다.

  도 14에 있어서, 베이스(502)의 우측단부(가장자리)에는 와이프오프 유닛(wipe-off unit)(590)이, 가이드 레일(504) 상

에 X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와이프오프 유닛(590)에는 다이(520)의 토출구(534) 주변에 맞물리는 형상을

갖는 와이프오프 헤드(592)가 브래킷(594)을 통하여 슬라이더(596)에 설치되어 있다. 슬라이더(596)는 구동 유닛(598)에

의해 다이(520)의 길이방향, 즉, X방향으로 직행하는 수평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한다.

  구동 유닛(598)과 트레이(600)는 캐리지(carriage)(602) 상에 고정되어 있다. 캐리지(602)는 가이드 레일(504) 상에 있

고, 가이드 레일(504)에 안내 되어서 도시되지 않은 리니어 모터에 의해 X방향으로 자유롭게 왕복운동 할 수 있으므로 와

이프오프 유닛(590) 전체가 X방향으로 왕복운동 가능하다. 와이프오프(wipe off)를 행할 때는 유닛(590) 전체를 X방향으

로 이동시키고, 다이(520)를 하강하고 와이프오프 헤드(592)에 맞물리게 한다. 그리고, 구동 유닛(598)을 구동하여 와이

프오프 헤드(592)를 다이(520)의 길이방향으로 미끄러지게 하면 다이(520)의 토출구 부근에 잔존하고 있는 도포액(566),

기타의 오염물을 제거, 청소할 수 있다.

  제거한 도포액(566) 등은 트레이(600)에서 회수된다. 트레이(600)는 도시되지 않은 배출 라인에 접속되고 있어, 내부에

고인 도포액(566) 등의 액체를 외부에 배출, 회수할 수 있다. 트레이(600)는 다이(520)로부터 에어 벤팅(air benting) 등으

로 토출되는 도포액(566)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와이프오프 헤드(592)는 다이(520)에 균등하게 맞물릴 수

있도록 고무 등의 탄성체, 합성 수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이스(502)의 좌측에 있어서, 기판(B)의 두께를 측정하는 두께 센서(620)가 지지 베이스(622)에 설치되어 있다. 두께

센서(620)는 레이저를 사용한 것이 바람직하다. 두께 센서(620)에 의해 기판(B)의 두께를 측정함으로써 어떤 두께의 기판

(B)에 대하여도 다이(520)의 토출구면(536)과 기판(B)의 간극인 클리어런스를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있다.

  다이(520)의 매니폴드(526)의 상류측은 도포액 공급 장치(540)에 연결된 공급 호스(560)에 내부통로(도시되지 않음)를

통하여 항상 접속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도포액 공급 장치(540)로부터 매니폴드(526)에 도포액을 공급할 수 있다. 매니

폴드(526)에 유입된 도포액(566)은 다이(520)의 길이방향으로 균등하게 폭이 넓혀져서 흐르고 슬릿(528)을 통하여 토출

구(534)로부터 토출된다.

  도포액 공급 장치(540)는 공급 호스(560)의 상류측에 공급 밸브(542), 시린지 펌프(550), 흡인 밸브(544), 흡인 호스

(562), 및 탱크(564)를 구비하고 있다. 탱크(564)에는 도포액(566)이 축적되어 있고, 압공원(compressed air

source)(568)에 연결되어서 임의 크기의 배압(back pressure)을 도포액(566)에 부가할 수 있다.

  탱크(564) 내의 도포액(566)은 흡인 호스(562)를 통해서 시린지 펌프(550)에 공급된다. 시린지 펌프(550)는 시린지

(552)와 피스톤(554)으로 이루어지는 펌프 본체(556)를 구비한다. 피스톤(554)은 도시되지 않은 구동 원에 의해 상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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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자유롭게 왕복운동 할 수 있다. 시린지 펌프(550)는 일정한 내부 직경을 갖는 시린지(552) 내에 도포액(566)을 충

전하고 그것을 피스톤(554)에 의해 압축하여 다이(520)에 송급(送給)한다. 시린지 펌프(550)는 1회의 작동에 의해 1장의

기판(B)의 도포에 필요한 양에 해당하는 양의 도포액(566)을 공급하는 정용량형의 펌프이다.

  시린지(552) 내에 도포액(566)을 충전할 때는 흡인 밸브(544)를 개방하고, 공급 밸브(542)를 폐쇄하여 피스톤(554)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 또한, 시린지(552) 내에 충전된 도포액(566)을 다이(520)를 향해서 공급할 때는 흡인 밸브(544)

를 폐쇄하고, 공급 밸브(542)를 개방해서 피스톤(554)을 윗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피스톤(554)으로 시린지(552) 내부의

도포액(566)을 밀어 올려서 배출한다. 수 피스톤(male piston)(554)과 암 시린지(female syringe)(552) 사이의 기밀성

(air tightness)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되지 않은 O링이 피스톤(554)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어 신호로 동작되는 리니어 모터, 모터(572), 도포액 공급 장치(540) 등은 모두 제어장치(700)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제어장치에 갖추어진 자동운전 프로그램에 따라 제어 지령 신호가 각 기기에 송신되어 미리 정해진 동작을 행한다.

조건을 변경할 때는, 제어패널(702)에 변경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그것이 제어장치(700)에 전달되어서 운전 동작의 변경을

실현할 수 있다.

  그 다음, 다이 코터(501)를 채용한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다이 코터(501)의 각 동작부의 원점 복귀가 행하여지면, 각 이동부는 스탠바이 위치로 이동한다. 즉, 스테이지

(506)는 도 14의 좌단부(파선으로 도시된 위치), 다이(520)는 최상부로 이동한다. 와이프오프 유닛(590)은 트레이(600)가

다이(520)의 하부 위치에 이르도록 이동한다. 여기서, 탱크(564)로부터 다이(520)까지의 도포액 유로에는 이미 도포액

(566)이 충전되어 있고 다이(520) 내부의 잔류 공기를 배출하는 작업도 이미 종료되어 있다고 한다.

  이 때 도포액 공급 장치(540)의 상태는 시린지(552)에 도포액(566)이 충전되어, 흡인 밸브(544)는 폐쇄되고, 공급 밸브

(542)는 개방되고, 피스톤(554)은 최하단의 위치에 있어 언제든지 도포액(566)을 다이(520)에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상태에 있어서, 최초에, 스테이지(506)의 표면에 대하여 도시되지 않은 리프트 핀을 상승시키고, 도시되지 않은 로더

로부터 기판(B)이 리프트 핀 상부에 놓인다. 그 다음, 리프트 핀을 하강시켜서 기판(B)을 스테이지(506) 상면에 설치 함과

동시에 흡착 유지한다.

  이와 병행하여, 도포액 공급 장치(540)를 가동시켜서 소량의 도포액(566)을 트레이(600)를 향해서 토출한 후 와이프오

프 헤드(592)를 다이(520)의 토출구(534)의 바로 아래 위치에 이르도록 와이프오프 유닛(590)을 이동시킨다. 그리고, 다

이(520)를 하강시켜서 다이(520)의 토출구면(536)을 와이프오프 헤드(592)에 맞물리게 한 후, 와이프오프 헤드(592)를

다이(520)의 길이방향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다이(520)의 토출구(534) 부근을 청소한다. 청소 완료 후, 와이프오프 유닛

(590)은 원래의 장소(도 14의 오른쪽 끝)로 복귀한다.

  그리고, 다시 도포액 공급 장치(540)를 가동시켜서 일정량의 도포액(566)을 다이(520)의 토출구(534)로부터 토출한다.

이 때 토출되는 도포액(566)은 미소량이므로 토출구(534)로부터 아래쪽으로 낙하하지 않고, 토출구(534) 및 그 주위의 토

출구면(536)에 매달리는 형태로 잔류한다. 이 때, 슬릿(528)의 토출구(534) 부근에 미소한 공극이 있으면, 도포액(566)은

토출구(534)의 외부로 압출된다. 토출구(534)로부터 토출된 도포액(566)은 토출구(534)의 길이방향으로 토출구(534)를

통해 흐르는 성질이 있어, 슬릿(528)에 공극이 있어서 도포액(566)이 압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 길이방향으로 전해

지는 도포액(566)의 유동에 의해 공극 부분이 배제되고 토출구(534) 하부는 길이방향에 연결한 도포액(566)으로 채워진

다. 이 토출구(534) 하부에서 연결하는 도포액(566)의 토출구(534)로부터의 수하량(垂下量)은 표면장력의 작용으로 다이

(520)의 길이방향에 걸쳐서 균일화된다.

  여기서의 토출구(534)로부터의 토출량은 도 17을 이용하여 설명된다. 도 17에 있어서, 다이(520)의 토출구(534)를 포함

하는 면, 즉, 토출구면(536)의 도포방향길이를 Ls, 토출구(534)의 다이(520)의 길이방향길이를 W, 후술하는 토출구면

(536)과 기판(B)의 도포할 때의 클리어런스를 S1이라고 하면, 이 때의 토출량은 바람직하게는 S1×Ls×W로 표현되는 용

적의 5% 내지 100%, 보다 바람직하게는 동용적의 10% 내지 50%이다. 이 용적에 대한 비율을 α1이라고 하면, 비율 α1의

범위는 0.05≤α1≤1.0 로 표현된다.

  이 범위에서 토출량이 적으면, 토출구(534)로부터 도포액(566)이 토출된 후 길이방향으로 이동하는 양이 적고 이동 속도

도 낮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형성되는 공극을 해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 범위에서 토출량이 많으면,

토출구면(536)과 기판(B)의 사이에 형성되는 클리어런스로부터 도포액(566)이 넘치기 때문에 도포 시작시의 도막의 두께

가 허용값 이상으로 두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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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토출량을 토출구(534)로부터 토출한 후 일정시간 대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 시간(대기 시간)은 토출된 도포액

(566)이 토출구(534)로부터 아래로 늘어지고, 표면장력의 작용으로 다이(520)의 길이방향에 걸쳐서 균일화되기 위해 요

구된는 것이다. 대기 시간은 바람직하게는 O.1초 내지 10초, 보다 바람직하게는 0.3초 내지 3초이다. 이것보다 짧으면 균

일화 되지 않고, 이것보다 길면, 택트 타임이 대폭 길어지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상의 동작과 병행하여, 스테이지(506)의 이동을 시작한다. 두께 센서(620) 아래를 통과하는 기판(B)의 두께가 측량된

다. 기판(B)의 도포개시부(801)가 다이(520)의 토출구(534)의 바로 아래에 도달한 시점에 스테이지(506)의 이동을 정지

시킨다. 상하 승강 유닛(570)을 구동하여 다이(520)의 토출구면(536)을 기판(B)에 대해 미리 설정한 크기의 클리어런스가

확보되는 위치까지 근접시킨다. 이 클리어런스의 설정에 측량된 기판(B)의 두께 데이터가 이용된다.

  그 다음, 시린지 펌프(550)의 피스톤(554)을 소정 속도로 상승시키고, 다이(520)로부터 도포액(566)을 일정시간 토출시

킨 후, 스테이지(506)의 이동을 소정 속도로 개시하고 도포액(566)의 기판(B)에의 도포를 개시하고 도막을 형성한다.

  기판(B)의 도포종료부가 다이(520)의 토출구(534)의 위치에 왔을 때, 피스톤(554)을 정지시켜서 도포액(566)의 공급을

정지하고, 연속해서, 상하 승강 유닛(570)을 구동하여 다이(520)를 상승시킨다. 이것에 의해, 기판(B)과 다이(520)의 사이

에 형성된 비드가 끊어져 도포가 종료된다.

  이 동작중, 스테이지(506)는 계속해서 움직여 종점 위치에 이르면 정지하고, 기판(B)의 흡착을 해제하고, 리프트 핀을 상

승시켜서 기판(B)을 들어올린다. 이 때, 도시되지 않은 언로더에 의해 기판(B)의 하면이 유지되어 다음 공정으로 기판(B)

이 반송된다.

  기판(B)을 언로더에 이송한 후, 스테이지(506)는 리프트 핀을 하강시켜, 원점 위치에 복귀한다. 스테이지(506)의 원점 위

치 복귀후, 와이프오프 유닛(590)을 트레이(600)가 다이(520)의 토출구(534)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이동시킨다.

  그 후, 시린지 펌프(550)를 작동시켜서 10μL 내지 500μL의 소량의 도포액(566)을 다이(520)에 공급하고, 다이(520)의

내부에 잔존하는 공극부를 도포액(566)으로 채운다.

  이 동작이 완료한 후, 시린지 펌프(550)에 있어서의 흡인 밸브(544)는 개방되고, 공급 밸브(542)는 폐쇄되고, 피스톤

(554)은 일정 속도로 하강하고, 탱크(564)의 도포액(566)이 시린지(552)에 충전된다. 충전 완료후, 피스톤(554)은 정지하

고, 흡인 밸브(544)는 폐쇄되고, 공급 밸브(542)는 개방되고, 다음 새로운 기판(B)이 올때 까지 대기한다. 새로운 기판(B)

마다 동일한 동작이 반복된다.

  이상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에서는 도포개시 전에 다이(520)의 토출구(534)로부터 미소일정량의 도포액(566)

을 토출하고, 이 도포액(566)에 의해 슬릿(528) 내부 및 토출구(534) 부근에 공극이 없는 상태를 형성한 후, 도포를 개시

하도록 했으므로 기판(B)의 도포개시부(801)에 있어서의 도막(802)의 형성 상태는 도 16b에 도시된 바와 같은 비도포점

(803)을 갖지 않고 균일하게 된다. 이러한 미소일정량의 도포액(566)의 토출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도 1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B)의 도포개시부(801)에 있어서의 도막(802)의 형성 상태는 비도포점(803)을 갖는 상태로 되는 것이다. 이 상

태로 도포가 계속되면 비도포점(803)이 줄무늬결점(804)을 형성하게 된다.

  상기의 실시형태에 있어서, 탄성체의 와이프오프 헤드(592)를 다이(520)의 토출구(534) 부근에 맞물려 미끄러지게 함으

로써 다이(520)의 토출구(534) 부근의 클리닝을 하는 방식을 설명했지만 천 재료 또는 용제를 습윤시킨 천 재료로 다이

(520)의 토출구(534) 부근을 클리닝하는 방식을 이용해도 좋다.

  그 다음, 본 발명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4의 다이 코터(501)에 있어서, 우선, 도포액(566)을 탱크(564)로부터 다이(520)까지의 도포액 유로에 충전하고 스

테이지(506), 다이(520), 및 와이프오프 유닛(590)을 스탠바이의 위치에 배치시킬 때까지는 도 14의 다이 코터(501)를 채

용한 상기의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과 동일하다.

  그 이후의 스테이지(506), 다이(520), 및 시린지 펌프(550)의 동작에 대해서 도 15의 타임 차트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와이프오프 유닛(590)이 베이스(502)의 우측단부에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기판(B)을 배치한 스테이지(506)의 이동을 개

시한다. 이 때, 다이(520)는 도포가 행하여지는 위치에서 먼 상방 와이프오프 위치에 있고, 한편, 시린지 펌프(550)는 대기

해서 아직 정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판(B)이 두께 센서(620) 아래를 통과할 때 기판(B)의 두께를 측정한다. 기판(B)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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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개시부(801)가 다이(520)의 토출구(534)의 바로 아래에 도달했을 때 스테이지(506)의 이동을 정지시킨다. 이 때, 측정

한 기판(B)의 두께 데이터를 이용하고, 상하 승강 유닛(570)을 구동하고, 다이(520)의 토출구면(536)과 기판(B) 사이의

클리어런스가 미리 정한 제 1 클리어런스가 되도록 다이(520)를 제 1 하강 위치까지 하강시킨다. 그리고, 시린지 펌프

(550)를 구동하여, 일정량의 도포액(566)을 다이(520)의 토출구(534)로부터 토출하여 비드를 형성한다. 일정시간 경과

후, 다이(520)의 토출구면(536)과 기판(B) 사이의 클리어런스를 제 2 클리어런스가 되도록 다이(520)를 상하 방향으로 제

2 하강 위치까지 이동시킨다. 제 2 클리어런스는 한번 형성한 비드를 유지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상

태로 시린지 펌프(550)의 피스톤(554)을 소정 속도로 상승시키고, 다이(520)로부터 도포액(566)을 토출하고, 일정시간

후에 비드가 소정의 크기로 성장하고나서 스테이지(506)의 이동을 소정 속도로 개시하고, 도포액(566)의 기판(B)으로의

도포를 개시하고, 기판(B)에 도막을 형성한다.

  이 때, 다이(520)로부터의 도포액(566)의 토출과 스테이지(506)와 다이(520)의 상대이동 개시가 동시라도 좋고, 스테이

지(506)와 다이(520)의 상대이동 개시쪽을 빨리 해도 좋다.

  시린지 펌프(550)의 피스톤(554)이 소정 속도에 이르는 타이밍과 스테이지(506)가 소정 속도에 이르는 타이밍은 어떠한

것이어도 좋지만, 동시이거나 스테이지(506)가 소정 속도에 이르는 것이 느린 쪽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기판(B)의 도포종료부가 다이(520)의 토출구(534)의 위치에 왔을 때, 피스톤(554)을 정지시켜서 도포액(566)

의 공급을 정지하고 그 후, 다이(520)의 토출구면(536)과 기판(B)의 사이에 잔존하고 있는 도포액의 일부가 기판(B)의 이

동에 따라 기판(B)에 전사되는 소위 스퀴지 도포(squeegee coating)의 상태로 한다. 그 후, 상하 승강 유닛(570)을 구동하

여 다이(520)를 상승시킨다. 이것에 의해 기판(B)과 다이(520)의 사이에 형성된 비드가 끓어져 도포가 종료된다.

  그동안 스테이지(506)는 동작을 계속하고, 종점 위치에 이르렀을 때 정지하고, 기판(B)의 흡착을 해제하고, 리프트 핀을

상승시켜, 기판(B)을 들어올린다. 이 때, 도시되지 않은 언로더에 의해 기판(B)의 하면이 유지되어 다음 공정으로 기판(B)

이 반송된다. 기판(B)을 언로더에 이송한 후, 스테이지(506)는 리프트 핀을 하강시켜 원점 위치에 복귀한다. 스테이지

(506)의 원점 위치 복귀 후, 와이프오프 유닛(590)을 트레이(600)가 다이(520)의 토출구(534)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이동

시킨다.

  그 후, 시린지 펌프(550)를 작동시켜서 10μL 내지 500μL의 소량의 도포액(566)을 다이(520)에 보내고 다이(520) 내부

에 잔존하는 공극을 도포액(566)으로 채운다.

  이 동작이 완료된 후, 시린지 펌프(550)를 작동시켜서, 도포액(566)을 시린지(552)에 충전한다. 충전 완료 후, 피스톤

(554)을 정지시켜, 흡인 밸브(544)를 폐쇄상태로 하고, 공급 밸브(542)를 개방된 상태로 하여, 새로운 기판(B)이 올 때 까

지 대기한다. 새로운 기판(B)마다 동일한 동작이 반복된다.

  이 도포에 있어서, 제 1 클리어런스는 20μm 내지 200μm인 것이 바람직하고 제 2 클리어런스는 40μm 내지 300μm인 것

이 바람직하다.

  제 1 클리어런스를 설정하고나서 다이(520)의 토출구(534)로부터 일정량의 도포액(566)을 토출 하지만, 이것에 의해,

슬릿(528)의 토출구(534) 부근에 미소한 공극이 있어도 (a) 공극은 토출구(534)의 외부로 압출되고, (b) 토출구(534)로부

터 토출된 도포액(566)은 일종의 모세관현상에 의해 다이(520)의 길이방향으로 토출구면(536)과 기판(B)의 사이에 형성

된 클리어런스를 타고 흐른다. 이것에 의해, 슬릿(528)의 공극은 도포액(566)에 의해 압출되고 만일 토출구(534) 부근의

토출구면(536)과 기판(B) 사이의 클리어런스에 공극이 잔류하고 있어도 모세관현상에 의해 전해져서 이동해 오는 도포액

(566)에 의해 클리어런스로부터 배출된다. 그것에 의해 토출구면(536)과 기판(B)의 사이에서 길이방향으로 도포액(566)

의 연속적인 비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극이 이후의 도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토출구(534)로부터의 토출량은 도 17를 이용하여 설명된다. 도 17에 있어서, 다이(520)의 토출구면(536)의 도

포방향(화살표의 방향)길이를 Ls, 토출구면(536)과 기판(B) 사이의 제 1 클리어런스를 S2, 토출구(534)의 길이방향길이

를 W라고 하면 이 공간의 용적 V는 V=Ls×S2×W로 표시된다. 이 때의 토출량은 바람직하게는 용적 V의 5% 내지 100%

이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50%이다. 이 용적V에 대한 비율을 α2라고 하면 비율 α2의 범위는 0.05≤α2≤1.0로 표

현된다.

  이것에 의해 규정되는 도포액(566)의 토출량에 의해 토출구면(536)과 기판(B)의 사이에 도포액(566)이 연결한 비드

(630)이 형성된다. 이 범위보다 도포액(566)의 토출량이 적으면 모세관현상에 의해 도포액(566)이 다이의 길이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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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속도가 대단히 느려지고, 도포의 택트 타임도 지연된다. 한편, 이 범위보다 커지면 도포액(566)이 다이(520)의 길

이방향으로 빨리 흘러, 공극을 배출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 토출구면(536)과 기판(B)에서 형성되는 공극에서 도

포액(566)이 압출되어 이후의 도포를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제 1 클리어런스가 상기의 범위보다 작으면 기판(B)의 두께 불균일에 의해 기판(B)과 토출구면(536)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제 1 클리어런스가 상기 범위보다 크다면 모세관현상에 의해 기판(B)과 토출구면(536) 사이에 형성되는 공극에 도

포액(566)이 전해져서 이동하는 속도가 극단적으로 작아져 단시간 안에 도포액(566)에 의해 공극을 해소하여 도포액

(566)을 연결시켜서 비드를 형성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또한, 제 2 클리어런스가 상기 범위보다 작으면 도포시 도포액

(566)에 작용하는 절단력이 커지고 도포 때에 비도포점 등의 결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제 2 클리어런스가 상기 범위

에서도 크다면 제 1 클리어런스에서 형성된 비드가 끊어져 도포개시부(801)에 도포액(566)이 도포되지 않는 비도포점

(803)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제 1 클리어런스의 크기와 제 2 클리어런스의 크기는 동일해도 좋지만, 제 1 클리어런스의 크기가 제 2 클리어런스의 크

기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클리어런스의 크기가 제 2 클리어런스의 크기보다도 작을 경우, 토출구(534)로부터 토출된 도포액(566)에 대한 모

세관현상의 효과에 의한 다이의 길이방향으로의 도포액(566)의 흐름 속도가 빨라진다. 또한, 제 2 클리어런스가 커지면 토

출구면(536)과 기판(B)의 사이에 형성되는 공극에 허용되는 상한 도포액 토출량이 커지고, 도포개시부(801)의 두께를 제

어하는 조작 마진(operating margin)이 커지고, 도포개시부(801)의 두께 제어가 보다 용이해진다.

  반대로, 제 2 클리어런스의 크기를 작게 하면 토출구면(536)과 기판(B) 사이의 공극에 형성되는 도포액(566)의 고임의

허용 용적이 작아져 잉여의 도포액(566)이 압출되어 기판(B)의 도포 되지 않는 부분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 1 클리어런스를 설정하여 일정량의 도포액(566)을 토출구(534)로부터 토출하고, 일정시간 대기 후 제 2 클리어런스

가 설정될 수 있지만, 이 대기 시간은 바람직하게는 O.1초 내지 10초, 보다 바람직하게는 0.3초 내지 3초이다. 이것보다

짧으면 모세관현상에 의해 기판(B)과 토출구면(536) 사이에 형성되는 공극에 도포액(566)이 전해져, 공극을 해소하고 도

포액(566)을 연결시켜서 비드를 형성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이것보다 길면 택트 타임이 대폭 길어져서 생산

성 향상의 장해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제 1 클리어런스를 설정해서 일정량의 도포액(566)을 토출함으로써 슬릿(528) 내의 공극을 토출구(534)

밖으로 배제함과 아울러 토출구(534) 부근에서 다이(520) 밖에 잔존하고 있는 공극이 모세관현상의 효과에 의해 다이의

길이방향으로 이동하는 도포액(566)으로 더욱 배제되게 되므로 도포액(566)이 토출구면(536)과 기판(B) 사이의 공극에

채워져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비드가 용이하게 형성된다.

  이 비드를 유지할 수 있는 제 2 클리어런스 하에 계속해서 도포를 개시하면, 도포개시부(801)에 도 16a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비도포점(803)이 발생하지 않고, 도 1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포개시부(801)로부터 도포결점 없이 도포액(566)이 도

포된다. 비도포점(803)을 해소함으로써 비도포점(803)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줄무늬결점(804), 또한 비도포점(803)에 의

해 나타나는 두께 불균일의 존재에 의해 발생하는 비제품부분 영역을 작게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도포액의 종류나 도포량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채용하면 도포개시부의 도포 되지 않는 부

분을 해소하기 위해 도포액의 조성이나 고형분 농도를 바꾸거나 도포량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특히, 도포량을 크게 함으

로써 도포 후 건조까지의 구간에서의 기판경사에 의해 도포액(566)이 유동되어 두께 균일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모두 해소

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도포개시부(801)의 비도포점(803)을 해소하기 위해 롤로의 예비도포를 사용하고 있는 코터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롤로의 예비도포를 일절 없앨 수 있으므로, 예비도포에 따르는 쓸데없는 도포액의 소비를 없앨 수

있음과 아울러 예비도포를 행하지 않는 만큼의 택트 타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도포액(566)의 점도는 바람직하게는 1mPaㆍs 내지1,000mPaㆍs, 보다 바람직하게는 1mPa

ㆍs 내지 50m Paㆍs이다. 도포액(566)은 뉴토니안이 도포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 틱소트로피를 갖는 도포액이라도

좋다. 특히 휘발성이 높은 용제, 예컨대, PGMEA, 작산 부틸, 또는 유산 에틸 등을 사용하고 있는 도포액을 도포할 경우에

이 방법은 유효하다.

공개특허 10-2005-0105512

- 20 -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포액(566)의 예로서는 컬러 필터용 블랙 매트릭스, 컬러화소 형성용 도포액, 레지스트 액,

및 오버코트 재 등이 있다. 기판인 피도포 부재로서는 유리판 외에 알루미늄 등의 금속판, 세라믹판, 또는 실리콘 웨이퍼

등이 있다.

  사용하는 도포상태와 도포속도가 O.lm/분 내지 1Om/분인 것이 바람직하고, 0.5m/분 내지 6m/분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

다. 다이의 립 간극의 간극폭은 바람직하게는 50μm 내지 1,000μm, 보다 바람직하게는 80μm 내지 200μm이다. 젖은 상태

에서의 도포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1μm 내지 50μm, 보다 바람직하게는 2μm 내지 20μm이다. 특히, 젖은 상태에서의 도포

두께가 20μm 이하의 경우 본 발명의 효과가 현저하다.

  그 다음, 본 발명을 구체적 실시예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및 비교예 1 및 2:

  폭360mm×길이465mm×두께0.7mm의 무알칼리 유리기판 상에 기판의 폭방향으로 피치가 254μm, 기판의 길이방향으

로 피치가 85μm, 선폭이 20μm, RGB 화소 형상수가 4,800(기판길이방향)×1,200(기판폭방향), 대각의 길이가

508mm(20인치)(기판폭방향으로 305mm, 기판길이방향으로 406mm)이 되는 격자형상으로 두께가 1μm가 되는 블랙 매

트릭스 막을 작성하였다.

  블랙 매트릭스 막은 티탄산 질화물을 차광 재료, 폴리아믹산을 바인더로서 이용한 것이었다.

  계속해서, 웨트 세정(wet washing)에 의해, 기판상의 파티클(particle)을 제거하였다. 그 다음, 폴리아믹산을 바인더, γ-

부티로락톤, N-메틸-2-피롤리돈 및 3-메틸-메톡시부탄올의 혼합물을 용매로, 피그먼트 레드(Pigment Red)(177)를 안

료로 해서 고형분 농도 10%로 혼합하고, 또한, 점도를 50mPaㆍs로 조정한 컬러 R의 도포액을 준비하였다.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슬릿 다이(1)(실시예 1), 도 12에 도시된 종래의 슬릿 다이(301)(비교예 1), 및 도 13에 도시된

종래의 슬릿 다이(401)(비교예 2)의 각각을 설치한 도 9에 도시된 다이 코터(21)에 의해 후술하는 도포조건에서 상기 준비

한 도포액을 유리기판 전면에 도포한다.

  각각의 슬릿 다이에서 도포가 완료된 기판을 핫플레이트(hot plate)를 사용한 건조 장치에서 100℃에서 20분간 건조했

다. 건조 후 기판에 있어서의 도막의 두께 정밀도를 기판 전면에 걸쳐 빛 간섭식 비접촉 막 두께 측정기에 의해 측정하였

다. 그 측정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한편, 표 1에 나타낸 도포 두께 정밀도는 도포 두께 불균일의 최대편차를 도포 두께의

평균치로 나눈 백분률(%)로 나타낸 것이다.

  도포조건:

  도포 두께 : 20μm, 도포속도 : 3m/분, 클리어런스 : 100μm

  실시예 1의 슬릿 다이(1)에 있어서의 각 부품의 개략 형상치수나 주요정밀도 등은 다음과 같다.

  제 2 립(2):

  외형치수 : 폭400mm×높이75mm×두께30mm

  선단(18)의 길이(LA) : 0.5mm

  내면(17a)의 평면도 : 1.5μm

  매니폴드(12)의 형상 : 폭358mm×깊이4mm의 T형

  립 간극(13)의 토출방향의 길이(Ld) : 30mm

  제 1 립(3):

공개특허 10-2005-0105512

- 21 -



  제 1 블록(4)의 외형치수 : 폭400mm×높이35mm×두께3Omm

  제 2 블록(5)의 외형치수 : 폭400mm×높이40mm×두께3Omm

  제 1 블록(4)의 내면(15a)의 평면도 : 1.4μm

  제 2 블록(5)의 내면(15b)의 평면도 : 1.5μm

  단부 블록(10)의 외형치수 : 폭26mm×높이26mm×두께14mm

  단부 블록(10)의 개수와 배치 간극 : 8개, 27mm

  단부 블록(10)의 단부면(10a, 10b)의 표면 거칠기 : 0.5S

  선단(19)의 길이(LB) : 0.05mm.

  제 1 립(3)의 단차(H)는 8개의 단부 블록(10)의 각 단차량(H)을 랩에 의해 미소하게 변화시키고 단차량(H)의 최대편차가

길이방향에 걸친 도포폭의 범위에서, 0.2μm가 될 때까지 미세조정하였다. 평균 단차량(H)은 101.5μm이다. 그리고, 2장의

두께 101.3μm의 스테인레스제 밀봉판(6a, 6b)의 간극(Lw)을 토출폭이 358mm가 되도록 해서 제 2 립(2)과 제 1 립(3)을

조합시켰다. 이것에 의해, 간극폭(Lg)의 크기가 101.5μm의 립 간극(13)을 형성시켰다. 이것에 의해 립 간극 정밀도는

0.4μm이었다.

  비교예 1 및 2의 종래의 슬릿 다이에 대해서는 토출폭, 립 선단의 형상, 매니폴드 형상, 립 간극의 토출방향의 길이를 실

시예 1의 슬릿 다이와 동일하게 하였다. 그 밖의 각 부품의 형상치수와 정밀도는 다음과 같다.

  비교예 1:

  우측 립(302) 및 좌측 립(303)의 외형치수 : 폭400mm ×높이75mm×두께30mm

  우측 립(302)의 내면의 평면도 : 1.3μm

  좌측 립(303)의 내면의 평면도 : 1.4μm

  심(304)의 두께[립 간극(312)의 크기(L)] : 101μm

  립 간극 정밀도 : 2.8μm

  비교예 2:

  우측 립(402) 및 좌측 립(403)의 외형치수 : 폭400mm ×높이75mm×두께30mm

  우측 립(402)의 단차량[립 간극(412)의 크기(L)] : 103.3μm

  우측 립(402)의 단차량의 편차 : 1.2μm

  좌측 립(403)의 내면의 평면도 : 1.3μm

  립 간극 정밀도 : 1.4μm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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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 비교예 1 비교예 2

립 간극 정밀도

(μm)
0.4 2.8 1.4

도포 두께 정밀도

(%)
1.0 ~ 2.5 6.0 ~ 7.0 4.0 ~ 5.0

  표 1로부터, 본 발명의 슬릿 다이(실시예 1)에서 서브 미크론 오더의 립 간극 정밀도가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막의 두께 정밀도가 비교예 1이나 비교예 2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건조한 컬러 R의 도막 상에 고형분 농도 10%, 점도 8mPaㆍs의 레지스트 액을 두께 10μm로 도포하였다. 도포

후, 90℃의 핫플레이트에서 10분간 건조한다. 건조 후, 노광ㆍ현상ㆍ박리를 행하여 R 화소부에만 색도막을 남기고, 260℃

의 핫플레이트에서 30분간 가열하여 커링(curing)을 행하였다.

  동일한 색도막의 형성을 컬러 G, B에 대해서도, 실시예 1의 슬릿 다이와 다이 코터에 의해 컬러 R과 동일한 도포조건 및

동일한 공정을 이용하여 각각 색도막을 작성한다.

  여기서, 컬러 G의 도포액에는 컬러 R의 도포액의 안료를 피그먼트 그린(36)으로 해서 고형분 농도 10%로, 점도를

40mPaㆍs로 조정한 것을 이용했다. 컬러 B의 도포액에는 컬러 R의 도포액의 안료를 피그먼트 블루(15)로 해서 고형분 농

도 10%로, 점도를 50mPaㆍs로 조정한 것을 이용하였다.

  최후에, ITO를 스퍼터링으로 부착하여 컬러 필터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컬러 필터는 기판 전면에 걸쳐 매우 균일하며 불

균일이 없는 색도를 갖고 있어서 품질이 우수하였다.

  실시예 2 및 비교예 3 및 4:

  폭340mm×길이440mm×두께2.8mm의 소다 유리(soda glass) 기판상의 전면에 감광성 은 페이스트를 5μm의 두께로

스크린 인쇄하였다. 그 후,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여 노광하고 현상 및 소성의 각 공정을 거쳐 피치 220μm로 스트라이프 상

의 1,920개의 은전극을 형성하였다. 그 전극 상으로 유리와 바인더로 이루어지는 유리 페이스트를 스크린 인쇄하였다. 그

후, 기판을 소성하고 유전체층을 형성하였다.

  그 다음, 도 9에 도시된 다이 코터(21)에 도 4에 도시된 슬릿 다이(101)(실시예 2), 도 11에 도시된 종래의 슬릿 다이

(201)(비교예 3), 및 도 12에 도시된 종래의 슬릿 다이(301)(비교예4) 각각을 차례로 설치하였다.

  이 다이 코터(21)를 사용하여 유리 분말과 감광성 유기성분으로 되는 점도 20,000mPaㆍs의 감광성 유리 페이스트를 도

포 두께 300μm, 도포속도 1m/분, 클리어런스 350μm로 기판상에 도포하였다. 도포 후, 다이 코터(21)로부터 각 기판을 운

반기(tansfer machine)에서 인출하고, 라디에이션 히터를 사용한 건조 화로에 투입하고, 100℃에서 20분간 건조하였다.

건조 후, 기판에 형성된 도막의 두께 정밀도를 레이저 포커스식 비접촉 두께 측정기에 의해 기판 전면에 걸쳐서 측정하였

다. 그 측정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한편, 표 2에 나타낸 도포 두께 정밀도는 도포 두께 불균일의 최대편차를 도포 두께의

평균치로 나눈 백분률(%)로 나타낸 것이다.

  실시예 2의 슬릿 다이(101)의 개략적 형상치수나 주요 정밀도 등은 다음과 같다.

  제 2 립(2):

  외형치수 : 폭470mm×높이100mm×두께50mm

  선단(18)의 길이(LA) : 2.5mm

  내면(17a)의 평면도 : 1.3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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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폴드(12)의 형상 : 폭450mm×깊이20mm의 T형

  립 간극(13)의 토출방향의 길이(Ld) : 20mm

  제 1 립(3):

  제 1 블록(4)의 외형치수 : 폭490mm×높이100mm×두께50mm

  제 2 블록(5)의 외형치수 : 폭490mm×높이100mm×두께50mm

  제 1 블록(4)의 내면(15a)의 평면도 : 2.3μm

  제 2 블록(5)의 내면(15b)의 평면도 : 1.5μm

  평탄 블록(110)의 외형치수 : 폭40mm×높이35mm×두께18mm

  평탄 블록(110)의 표면 거칠기 : 0.8S

  평탄 블록(110)의 개수와 배치 간극 : 5개, 70mm

  심(111)의 사이즈 : 폭40mm×높이15mm

  심(111)의 각두께 : 501.0μm 내지 501.8μm

  선단(19)의 길이(LB) : 1.0mm

  제 1 립(3)의 단차는 5개의 심(111)의 각두께를 랩에 의해 미소하게 변화시켜서 단차량(H)의 최대편차가 길이방향에 걸

친 도포폭의 범위에서 0.4μm가 될 때까지 미세조정한다. 평균 단차량(H)는 501.2μm이다. 그리고, 2장의 두께 501.3μm

의 스테인레스제 밀봉판(6a, 6b)의 간극(Lw)을 토출폭이 430mm가 되도록 해서 개재시키고, 제 2 립(2)과 제 1 립(3)을

조합시켰다. 이것에 의해, 간극폭(Lg)의 크기가 501.6μm의 립 간극(13)을 형성한다. 이 때의 립 간극 정밀도는 0.5μm이

었다.

  비교예 3 및 4의 종래의 슬릿 다이에 대해서는 토출폭, 립 선단의 형상, 매니폴드 형상, 및 립 간극의 토출방향의 길이를

실시예 2의 슬릿 다이와 동일하게 하였다. 그 밖의 각 부품의 형상치수와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비교예 3:

  우측 립(202) 및 좌측 립(203)의 외형치수 : 폭490mm×높이100mm×두께50mm

  우측 립(202)의 내면의 평면도 : 1.7μm

  좌측 립(203)의 내면의 평면도 : 2.2μm

  립간의 간극(L)의 평균치[립 간극(212)의 크기(L)] : 503.4μm

  립 간극 정밀도 : 8.3μm

  비교예 4:

  우측 립(302) 및 좌측 립(303)의 외형치수 : 폭490mm×높이100mm×두께50mm

  우측 립(302)의 내면의 평면도 : 1.8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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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립(303)의 내면의 평면도 : 1.4μm

  심(304)의 두께[립 간극(312)의 크기(L)] : 498μm

  립 간극 정밀도 : 5.0μm

  

표 2.

 
실시예 2 비교예 3 비교예 4

립 간극 정밀도

(μm) 0.5 8.3 5.0

도포 두께 정밀도

(%)
0.5 ~ 1.0 7.0 ~ 8.0 4.0 ~ 5.0

  표 2로부터, 본 발명의 슬릿 다이(실시예 2)에 있어서도 서브 미크론 오더의 립 간극 정밀도가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도막의 두께 정밀도가 비교예 3이나 비교예 4와 비교하여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슬릿 다이(실시예 2)로 도포액을 도포하여 제작한 기판을 인접한 전극간에 격벽이 형성되도록 설계된 포토마

스크를 사용하여 노광하고, 뒤이어, 현상과 소성을 행하여 피치 220μm, 선폭 30μm, 높이 130μm, 각 영역에 있어서 1,921

개의 격벽을 형성하였다.

  그 후, 컬러 R, G, B의 형광체 페이스트를 순차 스크린 인쇄에 의해 도포하고, 80℃에서 15분간 건조 후, 최후에 460℃에

서 15분간 소성하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배면판을 제작한다. 제작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배면판의 품질은 우수하

였다. 그 다음, 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배면판과 전면판을 맞추어 봉착한 후 Xe 5%, Ne 95%의 혼합 가스를 봉입하고

구동 회로를 접속하였다. 얻어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구동한 바, 결함 없는 양호한 화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인 것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3:

  도 14에 도시된 다이 코터(501)를 사용하여 컬러 필터를 제조하였다. 다이(520)에 있어서, 토출구(534)의 길이방향길이

를 360mm, 토출구면(536)의 도포방향길이를 0.5mm, 슬릿(528)의 간극폭을 100μm로 하였다. 이 다이(520)는 기판(B)

에 360mm 폭의 도포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선, 폭360mm×길이465mm×두께0.7mm의 무알칼리 유리기판을 세정하였다. 세정 후, 블랙 매트릭스용 도포액을 다

이(520)와 기판(B) 사이의 클리어런스를 100μm로 하고, 도포속도를 3m/분으로 하여 기판(B)에 도포하였다.

  이 도포는, 다이(520)의 토출구(534) 부근을 토출구 형상과 동일한 형상의 실리콘 고무로 클리닝하고 나서 다이(520)를

정지하고 있는 기판(B)의 도포개시부에 있어서, 100μm의 클리어런스가 되도록 기판(B)에 근접시켜서 행하였다. 또한, 이

도포는 웨트 두께 10μm로 도포하는 도포액(566)을 시린지 펌프(550)로부터 공급하고, 펌프에 의한 도포액의 공급 개시로

부터 0.5초 후 기판(B)의 이동을 개시함으로써 행하였다.

  사용된 블랙 매트릭스용 도포액은 티탄산 질화물의 차광 재, 아크릴수지의 바인더, PGMEA의 용제로 이루어지고 고형분

농도를 1O%, 점도를 1OmPaㆍs로 조정한 감광성을 갖는 것이다.

  형성하는 도막의 두께가 작기 때문에, 도포개시부에 비도포점(도포액이 도포 되지 않는 부분)이 기판의 폭방향으로 5개

가 발생하였다. 이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이(520)의 토출구(534) 부근을 토출구 형상과 동일한 형상의 실리콘 고무로

클리닝하고 나서 다이(520)를 정지하고 있는 기판(B)의 도포개시부에 있어서, 50μm의 클리어런스를 갖고 기판(B)에 근접

시켜 블랙 매트릭스용 도포액을 5μL 토출하고, 3초 대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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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다이(520)와 기판(B) 사이의 클리어런스를 100μm로 하고, O.1초 대기시켰다. 이 대기후, 웨트 두께 1Oμm에서의

도포를 가능하게 하는 양의 도포액(566)을 시린지 펌프(550)로부터 공급하고, 펌프에 의한 도포액 공급의 개시로부터 0.2

초 후에 기판(B)의 이동을 개시하였다. 이것에 의해, 도포개시부의 비도포점(도포액이 도포 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해소

되었다. 도포의 택트 타임은 30초였다.

  도막이 형성된 기판은 10O℃의 핫플레이트에서 10분간 건조되었다. 건조 후, 기판의 노광ㆍ현상ㆍ박리 처리를 행하였

다. 그 후, 260℃의 핫플레이트에서 30분간 가열하여 커링을 행하였다.

  얻어진 기판은 기판의 폭방향에 피치가 254μm, 기판의 길이방향에 피치가 85μm, 선폭이 20μm, RGB화소수가 4,800(기

판길이방향)×1,200(기판폭방향), 대각의 길이가 508mm(20인치)(기판폭방향으로 305mm, 기판길이방향으로 406mm)

인 격자형상이며, 두께가 1μm인 블랙 매트릭스 막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건조 후의 격자 모양 형성전의 상태에서 도포

두께를 측정한 바, 단부의 1Omm을 제외하고, 기판의 주행방향, 폭방향으로도 두께 불균일은 중간치에 대하여 ±3% 이하

였다.

  블랙 매트릭스 막이 형성된 기판을 웨트 세정한 후, 기판에 다이(520)와 기판(B) 사이의 클리어런스를 100μm, 도포속도

를 3m/분으로 하고, 도포두께를 20μm로하여 컬러 R용 도포액을 도포하였다.

  컬러 R용 도포액은 아크릴수지의 바인더, PGMEA의 용매, 피그먼트 레드(177)의 안료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고형분 농

도 10%로 혼합하고, 점도를 5mPaㆍs로 조정한 감광성의 것이다.

  도포된 기판은 90℃의 핫플레이트에서 10분간 건조 후, 노광ㆍ현상ㆍ박리 처리를 행하여 R 화소부에만 두께 2μm의 컬

러 R 도막을 남기고 260℃의 핫플레이트에서 30분간 가열하여 커링을 행하였다.

  이어서, 블랙 매트릭스 및 컬러 R의 도막이 형성된 기판에 두께를 20μm, 다이(520)와 기판(B) 사이의 클리어런스를

100μm, 도포속도를 3m/분으로 하여 컬러 G용 도포액을 도포하였다. 이 도포 후, 기판을 10O℃의 핫플레이트에서 10분간

건조 후, 노광ㆍ현상ㆍ박리 처리를 행하여 컬러 G 화소부에만 두께 2μm의 컬러 G 도막을 남기고 260℃의 핫플레이트에

서 30분간 가열하여 커링을 행하였다.

  또한, 블랙 매트릭스, 컬러 R 및 컬러 G의 도막이 형성된 기판에 도포 두께를 20μm, 다이(520)와 기판(B) 사이의 클리어

런스를 100μm, 도포속도를 3m/분으로 하여 컬러 B용 도포액을 도포하였다. 이 도포 후, 기판을 10O℃의 핫플레이트에서

10분간 건조 후, 노광ㆍ현상ㆍ박리 처리를 행하여 컬러 B 화소부에만 두께 2μm의 컬러 B도막을 남기고 260℃의 핫플레

이트에서 30분간 가열하여 커링을 행하였다.

  한편, 컬러 G용 도포액은 컬러 R용 도포액의 안료를 피그먼트 그린(36)으로 하여 고형분 농도를 10%, 점도를 10mPaㆍs

로 조정한 것이다. 또, 컬러 B용 도포액은 컬러 R용 도포액의 안료를 피그먼트 블루(15)로 하여 고형분 농도를 10%, 점도

를 10mPaㆍs로 조정한 것이다.

  컬러 R, G, B 도포액의 도포는 모두 다이(520)의 토출구(534) 부근을 실리콘 고무로 클리닝하고 나서 다이(520)를 정지

하고 있는 기판(B)의 도포개시부에 있어서, 100μm의 클리어런스를 가지며, 기판(B)에 근접시켜, 웨트 두께 20μm에 상당

하는 양의 도포액을 시린지 펌프(550)로부터 공급하고, 펌프에 의한 도포액 공급의 개시로부터 0.3초 후에 기판(B)의 이

동을 개시함으로써 행하였다. 도포의 택트 타임은 30초였다.

  얻어진 기판의 도막의 품질은 우수하였다. 도막의 두께분포에 대해서도, 건조 후, 각 컬러에 대해서 측정한 바, 단부

1Omm을 제외하고 기판의 주행방향, 폭방향으로도 두께 불균일은 중간치에 대하여 ±3% 이하였다.

  최후에, 제작된 기판에 ITO를 스퍼터링으로 부착하였다. 이 제조 방법에서, 1, O00장의 컬러 필터를 제조했다. 제작된

각 컬러 필터에는 도포 불균일이 없고 각 컬러 필터에 있어서의 색도도 기판 전면에 걸쳐서 균일해서, 각 컬러 필터는 품질

이 우수하였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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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의하면,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에 있어서, 고가인 도포액의 무효사용량의 대폭적인 삭감을 이룰 수 있기 때

문에, 제조 단가가 감소될 수 있고,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기재로의 도포액의 균일한 도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경

제성 향상되고 또는 택트 타임이 단축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다이 코터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않고 있었던 점을 개선하여, 도포액의 밀폐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초래되는 다이 코터의 이점을 손상하지 않고, 안정한 도막의 두께정밀도를 갖는 품질이 극히 높은 도막을 갖는 기

재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슬릿 다이 및 이것을 이용한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특히 매엽타입의 피도포 부재에 도막을 형성하는데 적합하여 컬러 액정 디스플레이용 컬러 필터, TFT용 어레

이 기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용 배면판이나 전면판, 광학 필터, 프린트 기판 등의 디스플레이용 부재나, 집적회로, 반도체

등의 매엽도공제품(枚葉塗工製品)의 제조에 적합하게 사용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립과 제 2 립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 1 립과 상기 제 2 립은 상기 제 1 립의 내면과 상기 제 2 립의 내면이 대향하

는 상태로 립 체결 요소에 의해 일체화되고, 이 대향하는 내면의 일부가 간극을 두고 위치함으로써 액체공급로와 상기 립

의 길이방향으로 연장된 립 간극이 형성되며, 상기 립 간극의 하단은 바깥쪽으로 개방된 토출구를 형성하고, 상기 립 간극

의 길이방향의 양측단은 바깥쪽에 대해 폐쇄되고, 상기 립 간극의 상단은 상기 액체공급로에 연결되어 있는 슬릿 다이에

있어서:

  (a) 상기 제 1 립은 제 1 블록과 제 2 블록으로 이루어지고,

  (b) 상기 제 1 립의 상기 립 간극을 형성하는 면에 대하여 직각 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제 1 블록과 상기 제 2 블록의 상대

위치를 조정가능하도록 상기 제 1 블록과 상기 제 2 블록을 맞물리는 블록 맞물림 요소와,

  (c) 상기 상대 위치가 조정된 후 상기 제 1 블록과 상기 제 2 블록을 체결해 일체화하는 블록 체결 요소와,

  (d) 상기 제 1 립의 상기 내면의 반대측에 있어서의 상기 제 1 블록의 외면과 상기 제 2 블록의 외면이 맞물리고, 상기 제

1 블록과 상기 제 2 블록의 상기 상대 위치를 규정하는 위치 결정 요소와,

  (e) 상기 위치 결정 요소를 상기 제 1 립에 고정하는 위치 결정 요소의 고정 요소를 구비하고,

  (f) 상기 위치 결정 요소와 상기 위치 결정 요소의 고정 요소에 의해 상기 립 간극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간극 폭 분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릿 다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요소는 상기 립의 길이방향으로 간극을 두고 복수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릿 다이.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요소는 위치 결정 블록으로 이루어지고, 이 위치 결정 블록은 상기 제 1 블록의 외면과 상기 제 2 블록의

외면의 적어도 한쪽의 외면에 접촉하는 위치 규정면을 구비하고, 다른쪽의 외면에 접촉하지 않는 부위가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부위와 해당 외면에 맞물리는 위치 규정 보조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릿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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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블록의 상기 위치 규정면의 표면 거칠기의 최대높이(Ry)가 0.1S 내지 1.0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릿

다이.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블록 및 상기 제 2 블록의 상기 립 간극을 형성하는 면에 직각방향의 두께는 각각 30mm 이상이며, 상기 위치

결정 블록의 상기 위치 규정면에 걸치는 방향의 단면형상이 4각형이며, 이 4각형의 상기 립의 길이방향의 길이가 20mm

내지 100mm 이며, 이 길이방향에 대한 직각 방향의 길이가 20mm 내지 100mm이며, 적어도 상기 위치 규정면이 위치하

는 부위에 있어서의 상기 위치 결정 블록의 두께는 상기 제 2 블록의 두께의 30%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릿 다이.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블록은 상기 립의 길이방향으로 간극을 두고 복수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릿 다이.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립이 상기 제 1 립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릿 다이.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블록의 내면과 상기 제 2 립의 내면은 접촉해서 위치하거나 심을 사이에 두어 위치하고, 상기 제 2 블록의 내면

과 상기 제 2 립의 내면의 사이에 상기 립 간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릿 다이.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블록의 내면에 대향하고 있는 상기 제 2 립의 내면과 상기 립 간극을 형성하는 상기 제 2 립의 내면은 실질적으

로 동일 평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릿 다이.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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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립의 내면에 대향하고 있는 상기 제 1 블록의 내면과 상기 립 간극을 형성하는 상기 제 2 블록의 내면이 실질적

으로 동일 평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릿 다이.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슬릿 다이를 사용하고, 이 슬릿 다이의 상기 액체공급로에 도포액을 공급

하고, 상기 립 간극을 통하여 상기 토출구로부터 상기 도포액을 토출함과 아울러 상기 토출구에 대하여 간극을 두고 위치

하는 피도포 부재와 상기 슬릿 다이의 적어도 한쪽을 상대적으로 이동시켜서,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상기 도포액을

상기 피도포 부재 상에 도포하고, 상기 도포액으로 되는 도막을 상기 피도포 부재 상에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슬릿 다이의 상기 토출구로부터 일정 체적 Q1의 상기 도포액을 토출하는 제 1 단계, 제 1 단계 종료 후 일정시간 Ts

만큼 대기하는 제 2 단계, 제 2 단계 종료 후 상기 토출구를 상기 피도포 부재에 대하여 이동시키고, 양자 간에 클리어런스

(S1)를 형성하는 제 3 단계, 및 제 3 단계 종료 후 상기 도포액을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함과 아울러 상기 피도포 부재를

상기 슬릿 다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시켜서 상기 피도포 부재에 도막을 형성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구를 포함하는 면의 도포방향길이를 Ls, 상기 토출구의 길이방향의 길이를 W, 상기 클리어런스를 S1, 및 계수

를 α1 으로 하고, 이 계수 α1이 0.05≤α1≤1.0 의 범위에 있을 때 상기 일정 체적 Q1은 Q1 = α1×S1×Ls×W 의 관계를 만

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슬릿 다이의 상기 토출구를 정지 상태에 있는 상기 피도포 부재에 대하여 이동시키고, 양자 간에 클리어런스(S2)를

형성하는 제 1 단계, 제 1 단계 종료 후 상기 토출구로부터 일정 체적 Q2의 상기 도포액을 토출하는 제 2 단계, 제 2 단계

종료 후 일정시간 Ts만큼 대기하는 제 3 단계, 및 제 3 단계 종료 후 상기 도포액을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함과 아울러 상

기 피도포 부재를 상기 슬릿 다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시켜서 상기 피도포 부재에 도막을 형성하는 제 4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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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슬릿 다이의 상기 토출구를 정지 상태에 있는 상기 피도포 부재에 대하여 이동시키고 양자 간에 제 1 클리어런스

(S3)을 형성하는 제 1 단계, 제 1 단계 종료 후 상기 토출구로부터 일정 체적 Q의 상기 도포액을 토출하는 제 2 단계, 제 2

단계 종료 후 일정시간 Ts만큼 대기하는 제 3 단계, 제 3 단계 종료 후 상기 슬릿 다이의 상기 토출구를 정지 상태에 있는

상기 피도포 부재에 대하여 다시 이동시키고, 양자 간에 제 2 클리어런스(S4)를 형성하는 제 4 단계, 및 제 4 단계 종료 후

상기 도포액을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함과 아울러 상기 피도포 부재를 상기 슬릿 다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시켜서

상기 피도포 부재에 도막을 형성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클리어런스(S3)의 크기는 상기 제 2 클리어런스(S4)의 크기보다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막을 갖는 기재

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구를 포함하는 면의 도포 방향의 길이를 Ls, 상기 토출구의 세로 방향의 길이를 W, 상기 클리어런스를 S2, 및

계수를 α2 로 하고, 이 계수α2가 0.05≤α2≤1.0의 범위에 있을 때 상기 일정 체적 Q2는 Q2 = α2×S2×Ls×W 의 관계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 1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슬릿 다이와 이 슬릿 다이의 상기 액체공급로에 맞물린 도포액 공급 수단,

상기 액체공급로에 공급되는 도포액을 상기 슬릿 간극을 통해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하는 도포액 토출 수단, 상기 토출구

에 대하여 간극을 두고 위치하는 피도포 부재와 상기 슬릿 다이의 적어도 한쪽을 상대적으로 이동시키고, 상기 토출구로부

터 토출되는 상기 도포액을 상기 피도포 부재 상에 도포하고, 상기 도포액으로 이루어지는 도막을 상기 피도포 부재 상에

형성하는 도막 형성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슬릿 다이의 상기 토출구로부터 일정량의 상기 도포액을 토출하는 수단, 상기 일정량의 상기 도포액을 토출 후 일정

한 대기 시간을 경과시키는 수단, 이 대기 시간 경과 후 상기 토출구에 대하여 간극을 두고 위치하는 피도포 부재와 상기

슬릿 다이의 적어도 한쪽을 상대적으로 이동시키고, 상기 토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상기 도포액을 상기 피도포 부재 상에 도

포하고 상기 도포액으로 이루어지는 도막을 상기 피도포 부재 상에 형성하는 도막 형성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도막을 갖는 기재의 제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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