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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식각 또는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액체분사 노즐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액체분사 노즐은 기판의 식

각 및 세정공정에서 노즐해드 및 노즐팁으로 이루어진 상부 노즐에서 공급된 액체를 일정양 저장시킨 후, 상기 액체를

균일한 분사압으로 밀어낼 수 있는 슬릿을 구비한 하부노즐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기 액체의 농도 및 분사압의 차이에

의해 기판 상에 발생되는 얼룩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노즐(Nozzle), 슬릿(Slit)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의 사시도.

도 2는 식각 또는 세정공정을 마친 기판의 평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의 분해 사시도.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의 결합 사시도.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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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을 사용한 기판의 식각 또는 세정공정을 도시한 개략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01 : 공급관 103 : 액체

105 : 노즐해드 107 : 노즐팁

109 : 상부 노즐 111 : 슬릿

113 : 하부 노즐 115 : 액체분사 노즐

117 : 기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표시소자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판 면의 균일한 식각 및 세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액체분사 

노즐기판에 관한 것이다.

최근, 액정표시장치는 콘트라스트(Contrast) 비가 크고, 계조 표시나 동화상 표시에 적합하며 전력소비가 작다는 장

점 때문에, CRT(Cathode Ray Tube)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써 점차 그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액정표시장치의 액정패널(Panel)은 게이트 배선(Gate Line) 및 데이터 배선(Data Line)에 의해 정의된 

화소 영역에 박막트랜지스터와 화소전극을 구비한 박막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기판과, 컬러필터(Color F

ilter)층과 공통전극을 구비한 컬러필터 기판과, 상기 두 기판 사이에 개재된 액정층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액정표시장치의 제조공정은 기판 제작공정, 셀(Cell) 제조공정 및 모듈(Module) 공정의 세 가지 공

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판 제작공정은 세정된 유리 기판을 사용하여 각각 박막트랜지스터 제작과 칼라필터 제작 공정으로 나눈다. 

따라서, 상기 박막트랜지스터 제작공정은 하부 기판 상에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터와 화소전극을 제작하는 공정을 말

하는 것이며, 칼라필터 제조공정은 차광막이 형성된 상부 기판 상에 염료나 안료를 사용하여 R(Red). G(Green). B(B

lue) 색상의 칼라필터층을 형성하여 공통전극(ITO ; Indium Tin Oxide)을 형성하는 공정을 일컫는다.

또한, 셀 공정은 박막트랜지스터 공정이 완료된 상기 하부 기판과 칼라필터 공정이 완료된 상기 상부 기판의 두 기판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스페이 서(Spacer)를 산포하고 합착한 후 액정을 주입하여 액정표시장치 셀을 제

조하는 공정이며, 마지막으로 모듈 공정은 신호처리를 위한 회로부를 제작하고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 패널과

신호처리 회로부를 연결시켜 모듈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여기서, 상기 기판 제작공정은 실리콘(Silicon)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하여 기판 상에 증착된 박막을 패터닝(Pattern

ing)하기 위해 채용안 사진석판인쇄법(Photolithography)에 따른 일련의 공정, PR(Photo Resistor)도포, 노광, 식각(

Etching), 세정(Cleaning)과 같은 단위공정이 이루어지는 데, 이와 같은 단위 공정은 상기 박막의 형성에 따라 다수의

반복 작업을 요한다.

이와 같은 단위 공정은 상기 박막이 증착된 기판 상에 형성된 PR(Photo-Resistor)을 먼저 패터닝시킨 다음 상기 박

막을 식각한 후 상기 PR을 제거하여 상기 박막을 패터닝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상기 단위 공정 상에 상기 P

R 및 박막을 제거하기 위해 복수의 식각 및 세정공정을 더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기 식각 및 세정 공정은 상기 사진석판인쇄법에 따른 일련의 공정을 마치고 남은 식각액, PR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다음 단위 공정으로 넘어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써 액정표시장치 제조공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공정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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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기 식각 및 세정공정에서 상기 박막을 식각하기 위한 산과 같은 약액, PR을 현상시키기 위한 기능액, 기판을

세정시키기 위해 불순물이 거의 없는 탈이온수(De-ionized water)와 같은 액체가 주로 사용된다.

또한, 상기 기판을 상기 약액, 기능액 및 탈이온수와 같은 액체에 침강시키 거나 또는 상기 액체를 일정한 분사압에 

의해 분사시켜 식각 및 세정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액체를 사용하여 액정표시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은 기판 상의 넓은 면을 균일하게 식각 또는 세정시킬 수 

있고 생산비의 절감시킬 수 있는 샤워(Shower)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따라서, 상기 샤워 방식의 액정표시소자 제조장치는 탈이온수, 약액 및 기능수 등을 사용하여 액체의 분사압에 의해 

토출되어 기판 상에 필요하지 않은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액체분사 노즐(Nozzle)이 이용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종래기술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의 사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은 증류수, 약액, 기능수 등과 같은 액체(10)가 공급되는 공

급관(11)과 연결되어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기판(13) 면에 수직 평행하도록 형성된 노즐해드(Nozzle Head)(15)와, 상

기 노즐해드(15)에 연결되어 상기 액체(10)를 분사시키는 복수개의 노즐팁(Nozzle Tip)(17)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기 종래 기술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에 의해 식각 및 세정공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상기 기판

의 하단을 받치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전진시켜주는 복수개의 반송롤러(Roller)와, 외부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은 모터(Moter)에 연결되어 상기 반송롤러를 일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회전축이 더 포함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종래 기술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공급관(11)을 통하여 약액, 기능수 및 탈이온수와 같은 상기 액체(10)가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되어 상기 

노즐헤드(15)에 투입된다. 이때, 상기 노즐헤드(15) 양쪽의 공급관(11)에서 같은 농도 및 압력의 혼합액으로 공급되

어야 한다.

또한, 상기 노즐헤드(15)에 연결된 복수개의 노즐팁(17)에서 상기 액체(10)의 분사압에 의해 아래로 토출되어 스프레

이(Spray)형태로 뿌려진다. 동시에, 상기 기판(13)에 공급되어 상기 기판(13) 면상의 불필요한 이물질을 제거시킨다.

이와 같이 상기 공급관(11)을 통하여 공급된 액체(10)는 균일한 압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분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액체분사 노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참고로, 도 2는 식각 또는 세정공정을 마친 기판의 평면도로서, 종래 기술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을 이용하여 식각 또

는 세정 공정이 이루어진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로 인하여 얼룩(21)이 발생됨을 도시하였다.

첫째, 종래 기술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에 의한 액체의 분사가 이루어질 때, 상기 노즐팁에서 분사되는 액체의 분사압

이 일정하더라도 상기 기판 상에 분무되는 면적이 겹쳐진 부분 또는 겹쳐지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경우 상기 얼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종래 기술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은 상기 공급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상기 액체유량의 저하 시 상기 기판으로 분

무되는 액체의 분사압이 떨어져 균일한 식각 및 세정이 되지 않아 얼룩이 발생될 수 있다.

셋째, 종래 기술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은 희석되지 않은 혼합액이 상기 공급관에 공급될 경우 상기 노즐해드에서 제

대로 희석시키지 못하고 분사될 수 있기 때문에 식각 및 현상 불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상기 공급관으로부터 공급된 액체를 희석시키는 역

할을 하는 상부 노즐과 분사압을 균일하도록 하는 슬릿형(Slit Type)의 하부노즐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액체가 

균일한 농도 및 분사압으로 토출될 수 있는 액체분사 노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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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액체분사 노즐은, 공급관에 연결되어 액체가 공급되는 노즐해드 및 상

기 노즐해드에 일방향으로 형성되어 상기 액체가 토출되는 복수의 노즐팁으로 이루어진 상부 노즐과, 상기 상부 노즐

의 하부에 체결되어 상기 상부 노즐에서 토출된 일정양의 상기 액체를 저장하고 슬릿으로 분사시키는 하부 노즐을 포

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액체분사 노즐은 기판의 식각 및 세정공정에서 노즐해드 및 노즐팁으로 구성된 상부 노즐에서 공급된 액체

를 일정양 저장시킨 후, 상기 액체를 균일한 분사압으로 밀어낼 수 있는 슬릿을 구비한 하부노즐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기 액체의 농도 및 분사압의 차이에 의해 기판 상에 발생되는 얼룩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은 공급관(101)에 연결되어 탈이온수, 약액, 기능수 등과 같

은 액체(도시되지 않음)가 노즐해드(105) 및 상기 노즐해드(105)에 연결되어 상기 액체를 분사시키는 복수의 노즐팁(

107)을 구비한 상부 노즐(109)과, 상기 상부 노즐(109)의 하부에 체결되어 상기 상부 노즐(109)에서 토출된 일정양

의 상기 액체를 저장하고 슬릿(Slit)(111)으로 분사시키는 하부 노즐(113)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부 노즐(109)의 상기 복수개의 노즐팁(107)은 상기 노즐해드(105)의 하부에서 각각이 작은 간격을 유지하

여 촘촘하게 형성되고, 상기 노즐팁(107)에 상응하는 상기 슬릿(111)은 삼각관 모양의 하단 모서리 부분에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액체분사 노즐은 공급관(101)에 연결된 상부 노즐 및 상부 노즐에 연결

된 하부 노즐이 결합된 구조로 형성된다.

즉,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의 단면도로서, 본 발명의 액체분사 노즐은 상부 노즐(109)에서 공급관(10

1) 및 노즐해드(105)로부터 공급된 상기 액체를 노즐팁으로 1차 분사시키고, 그후, 상기 상부 노즐(109)에 연결된 하

부 노즐(113)에서 상기 액체를 일시 저장하고 다시 슬릿(111)을 통해 분사시키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때, 상기 상부 노즐(109)에서 공급된 액체를 일시 저장 후 분사시키기 위해 상기 하부 노즐(113)의 상기 슬릿의 틈 

간격(d)은 상기 노즐팁(107)의 구경(r)보다 작게 형성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공급관(101)으로부터 공급된 상기 액체가 각각의 상기 노즐팁(107)에 의해 토출되고, 상기 상기 하부 

노즐에 일정한 분사압으로 분사시킬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을 사용한 기판의 식각 또는 세정공정을 도시한 개략도로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액체분사 노즐(115)은 기판(117) 면에 평행하고 상기 기판(117)의 진행 방향에 수직하도록 형성되

어 상기 기판의 수직면에 균일한 분사압으로 분사되는 액체(103)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액체분사 노즐(115)을 사용하여 기판의 수직면에 약액, 기능수 및 탈이온수와 같은 액체(103)를

균일한 분사압으로 분사시키고, 상기 기판(117)을 일방향 및 일정한 속도로 진행시킴으로서 상기 기판(117)의 전면

을 균일하게 식각 또는 세정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액체분사 노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액체분사 노즐은 액체의 공급 및 토출이 이루어지는 상부 노즐 및 상기 상부 노즐에서 토출된 액체를 일시 

저장 후 균일한 분사압으로 분사시킬 수 있는 하부 노즐로 구성되어 상기 액체를 희석시켜 기판의 수직 전면에 균일

하게 분사될 수 있다.

이때, 상기 기판이 일방향의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어 상기 기판의 균일한 식각 또는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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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공급관에 연결되어 액체가 공급되는 노즐해드 및 상기 노즐해드에 일방향으로 형성되어 상기 액체가 토출되는 복수

의 노즐팁으로 이루어진 상부 노즐과,

상기 상부 노즐의 하부에 체결되어 상기 상부 노즐에서 토출된 일정양의 상기 액체를 저장하고 슬릿으로 분사시키는 

하부 노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 노즐.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노즐에 공급되는 상기 액체의 공급압이 일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 노즐.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슬릿은 일정한 틈 간격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 노즐.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슬릿의 틈 간격은 상기 노즐팁의 구경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 노즐.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는 약액, 기능수, 탈이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액체분사 노즐.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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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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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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