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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유리판을 레이저빔으로 절단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레이저빔에 의한 유리 절단면의 복잡 요철화, 횡절단 등
의 문제점에 의해 안정된 절단을 할 수 없다.

  상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절단예정선방향으로 길고, 면적 20~200㎟의 타원형상에, 0.05~2 joule/㎟의 탄산가스
레이저빔을 조사해, 즉시 물 등으로 냉각해 스크라이브라인을 발생시키고, 상기 스크라이브라인상에 다른 탄산가스 레이
저빔을 면적 20~200 ㎟로, 0.1~0.5joule/㎣ 조사해 절단하면 양질의 절단면을 얻을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레이저커팅장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장치 1의 개념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장치 1에 의한 작업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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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장치 2의 개념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장치 2에 의한 작업상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레이저 발진기 3: 집광렌즈

  4: 레이저빔 5: 레이저빔

  6: 반사경 7: 렌즈

  8: 스크라이브빔 조사형태 9: 켄처물질 유출구

  10: 켄처물질 공급구 11: 흡입장치

  12: 흡입관 13: 레이저빔

  14: 반사경 15: 렌즈

  16: 브레이킹빔 조사형태 17: 스크라이브라인

  19: 절단 예정선 20: 비금속판

  21: 초기 크랙 22: 절단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리판을 레이저빔으로 절단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액정이나 플라즈마, 필드에미션에 의한 표시 패널
의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유리 기판을 레이저빔으로 절단하는 장치와 이 절단 장치를 이용해 제조된 표시 패널에 관한 것
이다.

  종래에는 유리판의 절단은 다이아몬드 등의 초경 재료에 의해 스크라이브라인 을 생성한 후, 기계적 응력을 가하여 절단
하는 절단 방법이 대부분이다.

  1969년, Lumley가 Ceramic Bulletin지 제 48권 9호에 레이저빔에 의한 유리판의 절단 방법을 발표한 이래, 많은 연구가
되어 많은 특허가 출원되어 왔다.

  Lumley의 연구는, 유리재료를 용융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얕은 균열(이하, 스크라이브라인이라고 부른다.)을 레이저빔
으로 과열 팽창에 의해 발생시켜, 이것을 진전시켜 유리를 절단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 후, 미국 특허 제 3932726호에는 무한 길이에 제조되고 있는 유리판을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는 방법, 미국 특허 제
6112967호에는 대상이 되는 면에 U자 모양에 넓힌 레이저빔조사 후에 냉각해 얕은 스크라이브라인을 발생시키는 방법,
미국 특허 제5609284호에는 미리 유리판을 가열하는 것으로써 스크라이브라인을 깊게 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더욱이, 스크라이브라인 발생을 위한 레이저빔조사에 앞서, 유리판 절단 첫단에 기계적으로 미소 크랙을 생성하는 방법
(미국 특허 제 6252197호)이나, 펄스 레이저빔에 의해 흠을 내는 방법(미국 특허 제 6211488호)이 유효한 것도 알려져 있
다.

  또한 최근에는 반도체 재료인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레이저에 의해 절단하려고 하는 시도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레이저빔 절단방법은 스트라이브라인의 생성을 레이저빔에 의하고 브레이킹작업은 기계적응력을 가하는
방법이어서, 신뢰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기계적응력에 의한 브레이킹으로 인해 연마공정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유리판의 레이저 커팅에 관한 발명(한국특허출원번호 제10-2000-
0042313호)의 구성은, 비금속 재료의 절단이 시작되는 곳에 절단을 원하는 방향으로 초기 크랙을 형성하고, 절단하려고
하는 선을 따라 제1차가열빔을 조사하여 비금속 재료를 가열하고, 1차빔에 의하여 가열된 부분에 1차켄칭(quenching)을
하여 크랙을 발생시키고, 상기 크랙이 발생된 부분에 제2차가열빔을 조사하여 비금속 재료를 가열하고, 상기 제2차가열빔
에 의하여 가열된 부분에 제2차켄칭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금속 재료 절단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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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초기크랙과 스크라이빙공정 뿐만 아니라 브레이킹작업을 레이저빔에 의해 실현시키고 있다.

  상기의 발명을 통해 유리판의 절단효율을 95%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절단 시작 부분의 단면에 핵클마크(hackle mark)라 불리는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적인 크랙(crack)이 절단된 전
구간의 10%정도에 형성되어 기판의 단면에 심한 굴곡을 형성시키고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켰다.

  절단초기에는 핵클마크가 나타나나, 절단초기를 지나면 어느 정도 절단면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절단이 시작되는 영역에서 절단선의 직진성이 저하되고, 기판의 완전분리의 실패를 야기한다.

  또한, 절단된 기판 단면의 평탄도를 저하시켜 제품의 외관과 품질을 해치며, 기판이 분리되면서 부스러기를 발생시킨다.

  상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속도로 절단하는 경우, 레이저 출력의 조건에 따라서 기판 단면에 형성되는 핵클마
크의 크기와 발생횟수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출원인이 한국특허출원 제10-2002-65542호를 출원하였으나, 유리판의 절
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조건의 부여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에 본 발명의 목적은 레이저빔을 통한 유리판의 절단시 절단
면의 품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치 및 그 조건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서, 여러 가지 실시예 및 비교예를 통해 스크라이브 조건, 브레이킹조건에 있어서의 최적 조건의 유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을 재현하면, 전술과 같은 불편은 발생하지 않고, 안정되어 절단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

  즉, 본 발명에서는 유리판의 절단개시점에 미소한 크랙을 부여하는 크래킹수단과, 적어도 하나의 유리재료에 흡수되는
레이저빔에 의한 조사가열수단과, 적어도 하나의 레이저빔조사후의 냉각유체에 의한 냉각수단과, 브레이킹수단을 포함하
는 유리판절단장치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빔이 제1탄산가스 레이저빔인 조사수단과, 그 조사면적20∼200㎟에 평면조사
밀도가 0.05∼2joule/㎟의 범위로 제어하는 제1제어수단과, 상기 제1탄산가스 레이저빔 조사수단 뒤에 설치되는 상기 냉
각유체에 의한 제1냉각수단을 배치하여 스크라이브라인(scribe line)을 생성시킨 후, 브레이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
리판절단장치를 개발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상기 브레이킹수단으로서, 상기 제1냉각수단 뒤에 설치하는 제2 탄산가스 레이저빔 조사수단
과, 그 조사면적 20∼200㎟에 체적조사밀도가 0.1∼0.5joule/㎣의 범위로 제어하는 제2제어수단에 의해 브레이킹하는 것
이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에서 유리판의 절단 개시점에 미소 크랙을 부여하는 크래킹수단으로서는, 다이아몬드, 석영, 경화유리 등의 초경도
재료로 형성된 노칭크래커, 또는 Nd:YV04인 펄스 레이저를 집광장치에 의해 집광해 조사하는 공지기술을 이용한다.

  상기의 미소 크랙의 길이는 0.5~5 mm 면 충분하다.

  또, 제1의 레이저빔조사 수단으로서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해 그 후, 유체에 의한 냉각을 실시해, 스크라이브를 발생시
킨다.

  여기서 유체는, 종래의 냉각 질소 등의 기체뿐만이 아니고, 물미립자를 포함한 공기 또는 액체상의 물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물로는 액정 표시 패널의 TFT 등 반도체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므로 순수한 물이 바람직하다.

  냉각수가 유리판 상에 남는 경우는 진공 흡인 수단을 마련해 제거해도 좋다.

  상기의 제1의 탄산가스 레이저빔에 의한 조사는, 초점은 아니고 절단예정선방향으로 긴 타원형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타원의 단위면적 및 단위시간 당, 상기의 본 특정 조사 강도로 함으로써 매끄럽고 깊은 정상 스크라이브라인을 생성시
킬 수가 있다.

  본 발명에서는, 제1의 탄산가스 레이저빔의 조사를 면적 20~200 ㎟에 평면 조사 밀도가 0.05~2 joule/㎟의 범위로 제어
한다.

  조사량이 평면 조사 밀도가 0.05joule/㎟를 밑돌면, 에너지 부족으로 스크라이브라인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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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조사량이 커지면 스크라이브의 깊이는 커지지만, 평면 조사 밀도가 2 joule/㎟를 넘으면 스크라이브라인이 지그재
그 상이 되어, 브레이킹작업에 불편이 발생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층 더 안정되어 정상적인 스크라이브라인을 생성시키는 경우는 상기의 평면 조사 밀도를 0.1~1 joule/㎟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스크라이브라인 생성을 위한 레이저빔조사량(K)은,

  K = P × ε × L ÷ v

  여기서, P =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watt)

  ε =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율

  v = 조사부의 이송속도(mm/sec)

  이고, 평면 조사 밀도(φ)의 산출 방법은,

  φ = P × ε × L ÷ ( v × A )

  여기서, P =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watt)

  ε =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율

  L = 조사부의 이송길이(㎜)

  v = 조사부의 이송속도(mm/sec)

  A = 조사면적(㎟)

  이다.

  상기에서 조사량의 단위는 joule, 평면 조사 밀도의 단위는 joule/㎟가 된다.

  즉, 유리판의 절단에 있어서는, 용융 절단과 같이 레이저빔을 모아 초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조사 면적으로, 타
원형으로 분산시켜 조사해 절단예정선상을 융점 이하의 고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때문에, 발진기로부터의 레이저 광속(光束)을 1개 이상 렌즈로 조합해, 타원형으로 개광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의 냉각 수단의 뒤에 마련하는 제2의 탄산가스 레이저빔조사 수단과 조사 면적 20~200 ㎟에 체적 조
사 밀도 0.05~0.5joule/㎣의 범위에 제어하기 위한 제 2의 제어 수단을 마련해 목적의 유리판을 절단 할 수가 있다.

  상기의 절단공정에서의 레이저 조사 강도는, 유리판 전체를 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적을 고려한 에너지량이어야
한다.

  즉, 체적조사밀도(δ)는

  δ = P × ε × L ÷ ( v × A × t)

  여기서, P =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watt)

  ε =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율

  L = 조사부의 이송길이(㎜)

  v = 조사부의 이송속도(mm/sec)

  A = 조사면적(㎟)

  t = 유리판의 두께(㎜)

  의 식으로부터 요구하며, 단위는 joule/㎣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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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적 조사 밀도가 0.05joule/㎣를 밑돌면 스크라이브라인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도, 에너지 부족으로 유리판은 절단되
지 않는다.

  0.5joule/㎣를 넘으면 스크라이브라인이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도, 비율 단면에 불규칙한 요철이 발생하거나,
또는 절단능선이 날카로운 지그재그 상이 되어, 손을 베일 위험이 발생하며, 극단적인 경우는 절단예정선을 크게 일탈해
갈라져 버리는 것이다.

  바람직하기는 0.1~0.3joule/㎣의 범위에 제어하면, 안정된 브레이킹작업을 실시할 수가 있다.

  제1의 레이저빔조사 면적이 20 ㎟미만에서는, 스크라이브 발생에 필요한 에너지가 좁은 면적에 집중하기 위해, 유리판
표면 및 내부의 온도 분포가 급격히 변하여, 매끄러운 스크라이브라인이 되지 않고 섬세한 지그재그 상이 되는, 스크라이
브면은 패곡(貝穀)상 모양 등 요철이 심한 단면이 된다.

  이러한 지그재그선이 되면, 다음의 브레이킹공정에서 돌아 갈라져 버리는 등, 문제점의 원인이 된다.

  또한, 레이저빔조사 면적이 200 ㎟를 넘으면 넓은 면적이 가열되어 스크라이브라인이 지그재그 상으로 형성되는 등의 문
제점이 발생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제1의 레이저빔조사면의 평면 형상은, 절단예정선상에 긴 타원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브레이킹공정에 있어서의 제2의 레이저빔조사 면적에 대해서도, 20 ㎟ 미만에서는 스크라이브면의 양측에
서의 온도 분포의 대칭화가 곤란해 단면이 요철이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200 ㎟를 넘으면 다른 한쪽에 크게 젖
혀져 갈라지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상기의 스크라이브 공정 및 브레이킹공정으로 레이저 조사량을 제어하는 방법은,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율, 이송속도, 조
사면적의 3가지 파라미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제어하는 것이다.

  특히, 첫단부분에 발생하는 비율 단면의 핵클마크라고 부르는 다소 요철이 된 절단면이 나타났지만, 이것은 실용상 문제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일으키게 하지 않기 위해, 초기의 레이저 이송속도를 늦게 하고 점차 속도를 올리던가, 계단 상으로
이송속도를 올려 가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절단작업의 초기에 이송속도를 줄이는 것은 레이저빔을 유리판에 조사하기 시작할 때, 유리기판의 초기단부는 유리기판
의 내부부분과 달리, 공기층과 단부가 접해있어 레이저빔에 의한 빛이 굴절 등의 원인으로 열로 변해 비금속판에 제대로
흡수하기 어렵다.

  또한, 열전달에 있어서도 레이저빔에 의해 발생된 열이 비금속판 안측 뿐 아니라 공기와도 열전달이 이루어져 절단조건
이 비금속판의 초기부분 이후와는 다르게 된다.

  따라서, 비금속판의 초기부분 이후와 유사한 절단조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비금속판이 레이저에 의해 방사되는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레이저의 출력을 동일하게 하고 이송속도를 감소시키면 단위시간당 비금속판이 받는 열량이 커져 오히려 비금속
판이 용융되거나, 예정선에 직각방향으로 갈라지는 스코칭(scorching), 또는 비금속판의 표면이 벗겨지거나 이탈되는 필
링(peeling)이 발생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송속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레이저의 출력 또한 감소시킬 것이 요구된다.

  한편, 상기와 같이 감소된 이송속도와 레이저의 출력으로 비금속판을 끝까지 절단하면 생산성에서도 문제가 된다.

  또한, 절단초기부분 이후에 감소된 이송속도와 레이저의 출력을 유지시키면, 절단초기부분이후의 최적조건보다 오히려
절단면의 품질이 저하된다.

  이는 절단초기와 절단초기이후의 열전달조건 및 레이저빔의 흡수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단초기부분에 감소된 이송속도와 레이저의 출력을 원래의 최적조건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 때, 이송속도의 변화율과 레이저 출력의 변화율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송속도와 레이저 출력의 상호관계가 깨져, 비금속판이 용융되거나, 전혀 절단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레이저출력을 이송속도의 변화에 맞추어 동기하는 공정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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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클마크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이송속도는 일정하게 해 두어, 절단개시부분이나 이미 형성된 절단선을 넘어서 절단
하는 경우는,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체적 조사 밀도를 높게 해, 절단이 안정되어 오면, 연속적이게 또는 1단 이상의 스텝으
로 이것을 내려도 괜찮다.

  상기의 방법에 의해서 이송속도 또는 출력율을 변화시켜 해클마크를 줄이는 방법을 행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상기 제2제
어수단이 절단초기에 있어서의 브레이킹수단의 체적조사밀도를 개시점에서부터 10∼150mm의 사이에, 10~60%로 감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기와 같이 제2제어수단이 절단초기에 브레이킹수단의 조사강도를 감소시켜서 10~60%로 할 때, 절단초기와 절
단초기이후의 조사강도를 연속곡선적으로 또는 2단이상의 스텝을 취하도록 제어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하는 레이저빔발진기는, 연속 빔 발진기, 펄스 발진기 중 어느 하나를 스크라이브 공정 및 브레이
킹공정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중 연속 빔 발진기가 열충격이 적어서, 본 발명의 수단으로서 바람직하다.

  유리판에 레이저빔을 조사 이송하는 것에 대응하여, 유리판을 고정해 레이저빔을 이동시켜도 괜찮고, 또는, 레이저빔을
고정해 유리판을 XY테이블상에 설치해 이 테이블을 이동시켜도 괜찮다. 또, 액정 표시 패널이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등,
큰 2매의 유리판을 일정한 갭으로 접착한 후, 각 셀을 절단 할 수도 있다.

  이 때, 표리(表裏)의 한편을 절단 한 후 뒤집어 한편을 자르거나, 또는 그대로 뒤편으로부터 레이저빔을 조사해 절단 해도
괜찮다.

  이하 상기의 발명의 실시예를 위한 실험장치를 도면을 통해 설명한다.

  크래캉수단은 다이아몬드, 줄, 석영 유리 등의 초경도재료로 형성된 노칭크래커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크래커는 탄산가스 레이저나 YAG 펄스 레이저를 재료가 흡수하는 고에너지선을 렌즈로 집광해 그 초점을 조사하
는 등 공지의 방법을 이용한다.

  크래커에 의한 미소 크랙의 길이는 0.5~5 mm 면 충분하다.

  본 실시예의 경우 Nd:YVO4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발진기(2)와 렌즈(3)가 구비된다.

  발진기(2)로부터 나온 레이저빔은 렌즈(3)에 의해 집광되어 소재에 조사되어 노칭(21)을 낸다.

  상기의 조사수단은 유리판에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가열하는 제1탄산가스레이저를 이용하며, 조사된 레이저빔은 타원형
을 이루게 하였다.

  제1냉각수단으로 상기 탄산가스레이저에 의하여 가열된 부분에 켄칭(quenching)을 하여 크랙을 발생시키는 켄처를 설
치하고, 켄처의 바로 뒤에는 제1흡입장치를 마련한다.

  레이저빔에 의해 가열된 부분을 냉각시키는 켄처물질은 유체로써, 종래의 냉각 질소등의 기체 뿐만이 아니고, 물미립자
를 포함한 공기 또는 액체상의 물이 바람직하다.

  켄처물질주입구(10)로 켄처물질이 주입되어 켄처물질유출구(9)로 배출되어 소재를 냉각시킨다.

  켄처물질이 비금속판상에 남는 경우는 흡입장치를 이용해 제거하여야 차후의 공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제1흡입장치는 흡입구(9)와 흡입관(12)로 구성되었다.

  상기 타원의 단위면적 및 단위시간 당, 상기의 본 특정 조사 강도로 함으로써 매끄럽고 깊은 스크라이브라인을 생성시킬
수가 있다.

  상기 가열광학기구에는 출력조절기(도시생략)가 내장되어 외부의 입력에 의해 레이저빔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다.

  브레이킹수단은 제2탄산가스레이저를 이용하며, 조사된 레이저빔은 원형, 반원형 또는 튜브상으로 하여 열량을 집중시
킨다.

  제2탄산가스레이저의 구조는 제1탄산가스레이저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가열광학기구에 의하여 가열된 부분에 켄칭(quenching)을 하는 켄처를 더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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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 및 도 2는 실시예 1로써 브레이커가 가열광학기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도 3 및 도4는 실시예 2로써 브레이
커가 가열광학기구와 켄처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물론 실시예 2와 같이 켄처를 더 포함시키는 것이 절단면을 매끄럽게 하고 절단효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며, 절단면이 용
융하는 것을 막아 치수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송장치(도시생략)는 이송속도를 제어하는 이송컨트롤러(310)와 연결되어 원하는 이송속도로 장치를 이송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이송속도와 레이저빔의 출력을 동기시키기 위한 동기장치를 더 포함시킴에 의해 이송속도의 변화하여도 재
료가 받는 열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실시예 1]

  레이저 헤드의 이송 속도는 250 mm/초로 했다.

  Coherent(코히어런트) 社製 Nd:YV04 레이저 발진기로 제4고주파(266 ㎛, 10㎑, 1.8 W)를 볼록 렌즈로 집광하여, 그 초
점을 유리판의 절단 예정선의 첫단에 약 0.3 ㎜조사해 초기 크랙을 발생시켰다.

  제1 탄산가스 레이저빔은, 10 ㎑로 평균 출력 250 W펄스 발진기의 펄스폭을 펄스 중심간거리의 40%(이하 "작동조건"이
라고 한다. 최대는 60%)로 조정하여 조사했다.

  면적 142. 6 ㎟는, 도 3에 나타내는 타원의 장경a, 단경 b를 측정해 타원으로서 계산했다.

  다음에 공기를 3 kg/㎠로 물에 가압하여 안개 상태로 내뿜어 스크라이브를 발생시켰다.

  상기 타원 내에의 평면 조사 밀도는 0.386joule/㎟와 계산되어 스크라이브 깊이는 170㎛ 이고, 스크라이브면을 현미경
관찰하면, 아무 모양도 없고 우량품질이었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 있어서 작동조건을 13%로, 제1탄산가스 레이저빔의 조사 면적도 59.2㎟로 좁혔더니, 문제가 없는 스크라이
브가 발생했다.

  [실시예 3]

  실시예 1에 있어서, 작동조건을 52%, 또 조사 면적도 162.9 ㎟로 증가시켜, 평면 조사 밀도를 0.442joule/㎟로 유지했더
니, 문제가 없는 스크라이브가 발생했다.

  [실시예 4]

  실시예 1에 있어서, 이송속도를 100 ㎜/초로 감속하여, 작동조건을 20%로, 또 조사 타원의 단경도 작게 하여 평면 조사
밀도를 0.758joule/㎟로 증가시켜, 냉매도 물 단체(單體)로 바꾸었다.

  결과는 스크라이브 깊이가 200㎛ 증가해, 양호한 스크라이브가 발생했다. 냉매를 물 단체로 하면, 스크라이브 깊이가 커
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았다.

  [실시예 5]

  실시예 4에 있어서, 이송속도를 300 ㎜/초로 올리고 작동조건도 40%로 올려서 평면 조사 밀도를 0.393joule/㎟로 유지
했더니, 문제가 없는 스크라이브가 발생했다.

  [실시예 6]

  실시예 5에 있어서, 작동조건을 32%로 내려 평면 조사 밀도를 0.226joule/㎟으로 유지했더니, 문제가 없는 스크라이브
가 발생했다.

  [실시예 7]

  실시예 5에 있어서, 이송속도를 450 ㎜/초로 한층 더 올리고 작동조건을 26%로 내리며 평면 조사 밀도를 0.18joule/㎟로
했더니, 이 경우도 문제가 없는 스크라이브가 발생했다.

  [비교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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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5에 있어서, 이송속도를 750 ㎜/초로 한층 더 올리고 작동조건을 26%로 내리며 평면 조사 밀도를 0.041joule/㎟
로 했더니, 스크라이브라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즉, 평면 조사 밀도가 0.05joule/㎟를 밑돌면, 유리판을 절단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

  [실시예 8]

  실시예 1에 있어서, 제1의 탄산가스 레이저로서 펄스형 레이저 발진기로 바꾸어 연속 빔형 240W 탄산가스 레이저 발진
기를 사용해 스크라이브를 발생시켰다.

  출력율은 발진기의 출력 조정 기능을 이용하며, 거울, 렌즈계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조사 형상은 타원형으로 면적은
68.1㎟, 평면 조사 밀도는 0. 496joule/㎟였다.

  그 후, 인력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여, 스크라이브단면을 보고 헤아렸다. 결과는, 문제는 전혀 없고, 깊이 170㎛
의 양질인 스크라이브라인이 생성됐다.

  [실시예 9]

  실시예 8에 있어서, 이송속도를 떨어뜨려, 출력율을 올리고 냉매를 물로 바꾸어서, 스크라이브 깊이의 향상을 목표로 평
면 조사 밀도를 1.747joule/㎟까지 주었지만, 깊이는 190㎛였다.

  또, 스크라이브라인은 직선 모양이어서 실용상 문제는 없지만, 스크라이브면에 큰 파형이 발생하여 한계에 가까우므로
에너지 밀도의 부가는 2 joule/㎟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았다.

  [실시예 10]

  실시예 8에 있어서, 출력율을 올리고, 스크라이브 깊이의 향상을 목적으로, 평면 조사 밀도를 0.993joule/㎟까지 주었지
만, 깊이는 190㎛에 머물렀고, 양질인 스크라이브라인이 생성됐다.

  [실시예 11]

  실시예 6의 조건으로 정상적인 스크라이브라인을 발생시킨 후, 재차 같은 300 ㎜/초의 속도로 제2의 탄산가스 레이저빔
을 조사해 0.7 ㎜ 두께의 유리판을 일정 갭으로 접착시키는 액정 표시 패널을 절단한다.

  여기에서는 발진원을 2개 가지는 500 W펄스형 탄산가스 레이저 발진기의 빔을, 동작조건 36%로 조정하여 후부가 날카
로워져서 실질적으로 5 각형모양으로 조사했다.

  그 면적(79.8㎟ )는 도 2에 나타내는 c, d, e부분을 측정해, 레이저 빔의 조사면적을 사각형과 삼각형의 합으로 근사하게
계산한 것이다.

  절단은 그 두께 방향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에너지는 유리의 단위 체적당으로 환산한 체적 조사 밀도를 계산해
서, 그 값 0.125joule/㎣를 얻었다.

  결과는, 첫단으로부터 50 mm의 부분까지 핵클마크라고 부르는 다소 요철이 형성된 절단면이 나타났지만, 이것은 실용상
문제 없는 것으로, 그 이후는 평활한 절단면이 나타났다.

  [실시예 12]

  실시예 11에 있어서, 제2의 레이저빔의 동작조건을 28%로 저하 시켰더니, 역시 절단초기에 핵클마크가 나타났지만, 그
외의 단면은 실용상 큰 문제는 없었다.

  [실시예 13]

  실시예 11에 있어서, 이송속도를 150 mm/초로 떨어뜨리고, 동작조건을 23%로 저하 시켰더니, 초기 핵클마크는 나타나
지 않고, 그 이후도 문제없었다.

  상기의 결과는 체적 조사 밀도가 0.133joule/㎣와 10%가깝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시예 14]

  실시예 13의 결과를 고속 이송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송속도를 300 mm/초로 하고, 동작조건도 50%로 주어 체적 조사
밀도를 0.158joule/㎣로 했더니, 전혀 문제는 없었다.

  [실시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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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14에 있어, 0.7 mm 두께 대신 1.2 mm 두께의 유리판으로 된 액정 표시 패널로 바꾸었지만, 조사 면적을 59.6 ㎟
로 작게 하여, 체적 조사 밀도를 0.14joule/㎣로 했더니, 전혀 문제는 없었다.

  [실시예 16]

  실시예 15의 결과에서, 유리판을 3 mm 두께의 단판(單板)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조사 면적을 50.3 ㎟로 좁히고, 이송속도를 늦추어 100 mm/초로 하며, 동작조건도 60%로 주어 체적 조사 밀도를
0.196joule/㎣로 올렸더니, 큰 파형의 절단면이 되었지만, 실용상은 완전히 문제없는 절단면에서 만났다.

  그러나, 조사 면적을 상당히 작게 하면, 스크라이브라인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면서 이송 조사하는 것이 곤란해지므로, 조
사 면적은 거의 직경 5 mm의 원, 즉 20㎟ 이상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17]

  실시예 11에 있어서, 조사 면적을 115㎟로 크게 했더니,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실시예 18]

  실시예 17보다 조사 면적을 한층 더 크게 331.5㎟로 했더니, 결과는 실시예 11과 다르지 않았다.

  [비교예 2]

  실시예 11에 있어서, 동작조건을 60%로 주고 이송속도를 100 mm/초로 떨어뜨리며, 조사 면적을 56 ㎟로 좁히고, 체적
조사 밀도를 0.638joule/㎣로 올렸더니, 절단예정선으로부터 크게 옆으로 어긋나 버렸다.

  [비교예 3]

  실시예 11에 있어서, 동작조건을 60%로 올렸지만, 조사 면적을 450㎟로 넓게 했더니, 체적 조사 밀도가 0.638joule/㎣
로 작아져서, 에너지 부족 때문에 유리판은 전혀 절단되지 않았다.

  [실시예 19]

  실시예 11에 있어서, 제2의 탄산가스 레이저를, 펄스형 레이저 발진기 대신, 연속 빔형 240W 탄산가스 레이저 발진기를
사용하여, B렌즈로부터 조사된 빔을 원형으로 조사하였더니, 0.7 mm두께의 유리판으로 된 액정 표시 패널을 절단했다.

  출력율은 40%로, 실시예 11의 결과와 동일한 정도였다.

  [실시예 20]

  실시예 19에 있어서, 출력율 100%로 증가시키자, 핵클마크도 없고 양호한 비율 단면이 되었다.

  [비교예 4]

  실시예 19에 있어서, 출력율을 20%로 저하시키자, 체적 조사 밀도는 0.044joule/㎣로 적게 되고, 전혀 절단되지 않았다.

  즉, 실시예 18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체적 조사 밀도가 0.5joule/㎣ 미만에서는 에너지 부족으로 절단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

  이상 실시예 1으로부터 실시예 10의 스크라이브 공정에 있어서의 레이저 이송속도와 실시예 11으로부터 실시예 20의 절
단공정에 있어서의 레이저 이송속도를 일치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도 1에 나타내듯이, 초기 크랙 부여 수단, 제1의 탄산가
스 레이저 조사 수단, 냉각 수단, 제2의 모든 탄산가스 레이저 조사 수단의 모든 수단을 하나의 레이저 헤드에 수납할 수가
있다.

  상기의 실시예 및 비교예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스크라이브공정: 펄스형250W발진기(100pulse/sec, 작동조건 최대60%)

 작동
조건

 출력 이송
속도

조사
량

 a  b 조사
면적

평면조
사밀도

 스크라이브깊이  냉각유체 스크라이
브품질

 비고

 ％  W  ㎜/s  joule  ㎜  ㎜  ㎟  jo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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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1  40  167  250  55  82  2.2  141.6  0.386  170  Air/Water  ◎  
 Ex.2  13  54  250  13  58  1.3  59.2  0.212  124  Air/Water  ◎  
 Ex.3  52  217  250  72  83  2.5  162.9  0.442  165  Air/Water  ◎  
 Ex.4  20  83  100  71  85  1.4  93.4  0.758  200  Water  ◎  
 Ex.5  40  167  300  46  82  1.8  115.9  0.393  180  Water  ◎  
 Ex.6  32  133  300  38  85  2.5  166.8  0.226  160  Water  ◎  
 Ex.7  26  108  450  20  84  1.7  112.1  0.180  120  Water  ◎  
 Re.1  15  63  750  7  87  2.6  177.6  0.041  0  Water  ―  발생안됨

  ◎: 매우 양호, ○: 양호, ×: 불량

  

표 2.
스크라이브공정: 연속빔형240W발진기

 작동
조건

 출력 이송
속도

 조사량  a  b 조사
면적

평면조
사밀도

 스크라이브깊이  냉각유체  스크라이브품질  비고

 ％  W  ㎜/s  joule  ㎜  ㎜  ㎟  joule/㎟  ㎛    
 Ex.8  50  120  220  34  62  1.4  68.1  0.496  170  Air/Water  ◎  
 Ex.9  80  192  100  119  62  1.4  68.1  1.747  190  Water  ○  큰파형
 Ex.10  100  240  220  68  62  1.4  68.1  0.993  130  Water  ◎  

  

표 3.
브레이킹공정: 펄스형250W발진기(100pulse/sec, 작동조건 최대60%)

  작동조건  출력 이송
속도

조사
량

 c  d  e  조사면적  유리판두께  체적조사밀도  절단면품질  비고

 ％  W  ㎜/s  joule  ㎜  ㎜  ㎜  ㎟  ㎜  joule/㎣   
 Ex.11  36  300  250  7.0  8.1  8.1  11.6  79.8  0.7  0.125  ○  초기핵클
 Ex.12  28  233  250  5.5  7.1  8  11.7  70.3  0.7  0.111  ○  초기핵클
 Ex.14  23  192  150  7.4  8.1  8  11.6  79.8  0.7  0.133  ◎  
 Ex.15  50  417  300  8.1  7.4  8.1  11.7  73.3  0.7  0.158  ◎  
 Ex.16  60  500  300  10.0  5.9  8  12  59.6  1.2  0.140  ◎  
 Ex.17  60  500  100  29.5  5  8  11.8  50.3  3.0  0.196  ◎  
 Ex.18  36  300  250  8.4  10  9  14  115.0  0.7  0.104  ○  초기핵클
 Ex.19  40  333  250  11.3  14  13  17  210.0  0.7  0.077  ○  초기핵클
 Ex.20  60  500  250  22.0  17  17  22  331.5  0.7  0.095  ○  초기핵클
 Re.2  60  500  100  25.0  7  6  10  56.0  0.7  0.638  ×  스크래칭
 Re.3  60  500  250  25.0  20  20  25  450.0  0.7  0.079  -  절단안됨

  

표 4.
브레이킹공정: 연속빔형240W발진기

 작동
조건

 출력 이송
속도

조사
량

빔의
직경

조사
면적

유리판
두께

체적조사
밀도

절단면
품질

 비고

 ％  W  ㎜/s  joule  ㎜  ㎟  ㎜  joule/㎣   
 Ex. 21  40  96  250  3.2  8.3  54.1  0.7  0.084  ○  초기핵클
 Ex. 22  100  240  250  8.2  8.5  56.7  0.7  0.206  ◎  
 Re. 4  20  48  250  1.5  8.0  50.2  0.7  0.044  -  절단안됨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이 찾아낸 제1 및 제2의 레이저빔의 조사 조건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으로, 지그재그장의 스크라이브선, 절단
면의 요철화, 횡절단 등 수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었다.

  이것에 의해, 유리판 단체뿐만 아니라, 액정 표시 패널이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등의 2매의 유리판을 접착시킨 상태로
안정적으로 절단 할 수가 있게 되어, 절단 공정에서의 제품비율(원료에 대한 제품의 비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다.

  또, 최근, 0.5 mm이하로 박판화(薄板化)가 진보한 액정 표시 패널용 유리판의 절단도, 본 발명의 레이저 조사 조건을 적
용해 안정에 실시하게 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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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유리판의 절단개시점에 미소한 크랙을 부여하는 크래킹수단과,

  적어도 하나의 유리재료에 흡수되는 레이저빔에 의한 조사가열수단과,

  적어도 하나의 레이저빔조사후의 냉각유체에 의한 냉각수단과,

  브레이킹수단을 포함하는 유리판절단장치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빔이 제1탄산가스 레이저빔인 조사수단과, 그 조사면적20∼200㎟에 평면조사밀도가 0.05∼2joule/㎟의 범
위로 제어하는 제1제어수단과,

  상기 제1탄산가스 레이저빔 조사수단 뒤에 설치되는 상기 냉각유체에 의한 제1냉각수단을 배치하여 스크라이브라인을
생성시킨 후, 브레이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판절단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브레이킹수단으로서, 상기 제1냉각수단 뒤에 설치하는 제2 탄산가스 레이저빔 조사수단과,

  그 조사면적 20∼200㎟에 체적조사밀도가 0.1∼0.5joule/㎣의 범위로 제어하는 제2제어수단에 의해 브레이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판절단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제2탄산가스 레이저빔 조사수단 뒤에 설치되는 냉각유체에 의한 제2냉각수단을 배치하여 브레이킹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판절단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제어수단이 절단초기에 있어서의 브레이킹수단의 체적조사밀도를 개시점에서부터
10∼150mm의 사이에, 10~60%로 감소시키는 제어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판절단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제2제어수단이 절단초기에 브레이킹수단의 조사강도를 감소시켜서 10~60%로 할 때, 절단초기와 절단
초기이후의 조사강도를 연속곡선적으로 또는 2단이상의 스텝을 취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판절단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평면조사밀도 또는 체적조사밀도의 제어는 조사수단의 출력, 조사수단의 조사면적, 조사수단의 이송속
도 중 적어도 하나이상을 제어함에 의해 실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판절단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조사수단의 출력의 제어 및 조사수단의 이송속도의 제어는 조사수단의 이송속도에 비례하여 조사수단
의 출력을 변화시키는 동기수단을 더 포함시켜 실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판절단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수단에 있어서의 유체가 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판절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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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수단의 바로 뒤에 유체의 진공흡입수단을 더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판절단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크래킹수단은 초경도재료로 형성된 노칭크래커, 또는 Nd:YV04인 Pulse Laser를 집광장치에 의해 집
광해 조사하는 레이저크래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판절단장치.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유리판절단장치를 사용하여 유리기판을 절단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표시패널.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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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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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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