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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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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을 이용하여 소정의 색을 발현하는 컬러필러 층이 형성된 표시기판 아래에서 광을 출사하여 상기 표시기판에
제공하는 광원부;
상기 광원부의 상부에 구비되고, 상기 표시기판으로부터 출사된 광을 이용하여 상기 표시 기판에서 돌기가 형성
된 돌기 영역과 상기 돌기 영역을 둘러싼 주변 영역을 촬상하여 검사 이미지를 생성하는 촬상부; 및
상기 촬상부로부터 상기 검사 이미지를 수신하고, 상기 검사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기 돌기 영역의 색좌표 값 및
상기 주변 영역의 색좌표 값을 산출하여 상기 돌기의 높이를 산출하는 측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기판 검사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돌기 영역에 대응하는 색좌표와 상기 주변 영역에 대응하는 색좌표는 색좌표계에서 동일
한 계열의 컬러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기판 검사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부는 상기 돌기 영역의 색좌표 값과 상기 주변 영역의 색좌표 값간의 차이를 이용하
여 상기 돌기의 높이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기판 검사장치.
청구항 4
광을 이용하여 소정의 색을 발현하는 컬러필터 층이 형성된 표시기판의 하면에서 상기 표시기판에 광을 제공하
는 단계;
상기 표시기판을 스캔하여 상기 표시기판에서 돌기가 형성된 돌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돌기 영역 및 상기 돌기 영역을 둘러싼 주변 영역을 촬상하여 검사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검사 이미지에 근거하여서 상기 돌기 영역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과 상기 주변 영역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
을 산출하여 상기 돌기의 높이를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돌기의 높이에 따라 상기 표시기판의 리페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기판 검
사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돌기 영역의 색좌표에 대응하는 컬러와 상기 주변 영역의 색좌표에 대응하는 컬러는 서로
동일한 계열의 컬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기판 검사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돌기의 높이를 산출하는 단계는,
상기 검사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기 돌기 영역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검사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기 주변 영역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돌기 영역과 상기 주변 영역의 색좌표 값의 차이를 산출하여 상기 돌기의 높이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기판 검사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기판의 리페어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돌기의 높이가 기 설정된 제1 임계 높이보다 크면 상기 표시기판을 폐기하는 단계; 및
상기 돌기의 높이가 상기 제1 임계 높이보다 작고, 기설정된 제2 임계 높이보다 크면, 상기 돌기를 녹여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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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판을 리페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기판 검사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임계 높이는 상기 표시기판의 레퍼어가 가능한 상기 돌기의 최대 높이이고, 상기 제2
임계 높이는 상기 표시기판의 쇼트를 유발하는 상기 돌기의 최소 높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기판
검사방법.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3>

본 발명은 표시기판 검사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표시기판의 불량 검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표시기판 검사장치 및 방법에

<14>

외관 검사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액정표시장치의 외관 검사방법은 액정표시패널에 광을 조사하여 액정표시패널의 외관 상태를 검사
하는 방법과 컬러필터 층이 형성된 모기판에 광을 조사하여 모기판의 외관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

<15>

모기판의 외관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은, 먼저, 모기판의 상부에 배치된 카메라가 모기판을 스캔하면서 모기판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생성된 이미지는 모니터에 표시되고, 검사자는 모니터에 표시된 이미지를 관찰하
여 모기판에 돌기가 형성된 부분을 검출한다. 검사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모기판의 돌기가 검출되면, 현미경을
이용하여 돌기와 돌기의 주변부간의 심도 차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된 심도 차이를 이용하여 돌기의 높이를
산출하고, 산출된 돌기의 높이에 따라 모기판의 리페어 여부를 결정한다.

<16>

이와 같이, 모기판의 외관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은 검사자의 조작에 의해 수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검사자에 대
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로 인해, 검사 시간이 지연되고, 검사 신뢰도가 저하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17>

본 발명의 목적은 표시기판에 형성된 돌기의 높이를 자동으로 산출하여 외관 검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시기판 검사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18>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검사장치를 이용한 표시기판 검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19>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특징에 따른 표시기판 검사장치는, 광원부, 촬상부 및 측정부로
이루어진다.

<20>

광원부는 상기 광을 이용하여 소정의 색을 발현하는 컬러필러 층이 형성된 표시기판 아래에서 광을 출사하여 상
기 표시기판에 제공한다. 촬상부는 상기 광원부의 상부에 구비되고, 상기 표시기판으로부터 출사된 광을 이용하
여 상기 표시 기판에서 돌기가 형성된 돌기 영역과 및 상기 돌기 영역을 둘러싼 주변 영역을 촬상하여 검사 이
미지를 생성한다. 측정부는 상기 촬상부로부터 상기 검사 이미지를 수신하고, 상기 검사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
기 돌기 영역의 색좌표 값 및 상기 주변 영역의 색좌표 값을 산출하여 상기 돌기의 높이를 산출한다.

<21>

또한,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특징에 따른 표시기판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22>

먼저, 광을 이용하여 소정의 색을 발현하는 컬러필터 층이 형성된 표시기판의 하면에서 상기 표시기판에 광을
제공한다. 상기 표시기판을 스캔하여 상기 표시기판에서 돌기가 형성된 돌기 영역을 검출한다. 상기 돌기 영역
및 상기 돌기 영역을 둘러싼 주변 영역을 촬상하여 검사 이미지를 생성한다. 상기 검사 이미지에 근거하여서 상
기 돌기 영역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과 상기 주변 영역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을 산출하여 상기 돌기의 높이를 산
출한다. 상기 돌기의 높이에 따라 상기 표시기판을 리페어를 결정한다.

<23>

구체적으로, 상기 돌기의 높이를 산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검사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기 돌기 영역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을 산출한다. 상기 검사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기 주변 영역에 대응하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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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값을 산출한다. 상기 돌기 영역과 상기 주변 영역의 색좌표 값의 차이를 산출하여 상기 돌기의 높이를 산
출한다.
<24>

이러한, 표시기판 검사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표시기판에 형성된 돌기를 색좌표값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하
므로, 돌기의 높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검사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25>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6>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기판 검사장치를 나타낸 개념도이다.

<27>

도 1을 참조하면, 표시기판 검사장치(100)는 스테이지(110), 광원부(120), 카메라(130) 및 측정부(140)를 포함
한다.

<28>

구체적으로, 상기 스테이지(110) 상에는 광을 발생하는 상기 광원부(120)가 구비된다. 표시기판(200)은 상기 광
원부(120)의 상부에 배치되고, 상기 광원부(120)로부터 제공된 상기 광을 이용하여 소정의 색을 발현한다.

<29>

이하,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상기 표시기판(200)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0>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표시기판을 나타낸 평면도이고, 도 3은 도 2의 절단선 I-I'에 따른 단면도이다.

<31>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표시기판(200)은 베이스 모기판(210), 컬러필터층(220), 오버 코우트층(230) 및
공통 전극(240)을 포함한다.

<32>

상기 베이스 모기판(210)은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지고, 영상을 표시하는 다수의 단위셀 영역(UC)으로 구획된다.
상기 표시기판(200)은 각 단위셀 영역별로 절단되어 컬러필터 기판을 형성한다.

<33>

상기 컬러필터층(220)은 각 단위셀 영역에 형성되고, 다수의 색화소(221) 및 블랙 매트릭스(222)를 구비한다.
상기 다수의 색화소(221)는 광을 이용하여 소정의 색을 발현하는 RGB 색화소(221a, 221b, 221c)로 이루어진다.
상기 블랙 매트릭스(222)는 각 RGB 색화소(221a, 221b, 221c)를 둘러싸고, 상기 각 RGB 색화소(221a, 221b,
221c)로부터 누설된 광을 차단한다.

<34>

상기 오버 코우트층(230)은 상기 컬러필터층(220)의 상면에 형성되고, 상기 표시기판(200)을 평탄화한다. 상기
공통 전극(240)은 상기 오버 코우트층(230)의 상면에 형성되고, 공통 전압을 출력한다. 상기 공통 전극(240)은
인듐 틴 옥사이드(Indium Tin Oxide; 이하, ITO) 또는 인듐 징크 옥사이드(Indium Zinc Oxide; 이하, IZO)로
이루어진다.

<35>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표시기판(200)이 구비된 상기 스테이지(110)의 상부에는 상기 카메라(130)가 배치
된다. 상기 카메라(130)는 상기 표시기판(200)으로부터 소정의 거리로 이격되어 상기 표시기판(200)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즉, 상기 카메라(130)는 상기 표시기판(200)을 스캔하면서 상기 표시기판(200)으로부터 출
사되는 광을 이용하여 상기 표시기판(200)을 촬상하여 이미지를 생성한다. 상기 카메라(130)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상기 측정부(140)에 제공한다.

<36>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상기 측정부(140)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7>

도 4는 도 1에 도시된 표시기판 검사장치에서 돌기에 대응하는 검사 이미지를 검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이
고, 도 5는 도 4에 도시된 표시기판에서 돌기 영역과 주변 영역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38>

도 1,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측정부(140)는 상기 카메라(130)로부터 전송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기
표시기판(200)에 돌기(240)가 형성된 부분을 검출하고, 상기 돌기(240)의 높이(H)를 산출한다. 여기서, 상기 돌
기(240)는 상기 표시기판(200)을 형성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된 이물(FS)이 잔존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공정
오차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39>

구체적으로, 상기 광원부(120)로부터 출사된 광(L)은 상기 표시기판(200)을 투과하여 외부로 출사된다. 상기 표
시기판(200)에서 상기 광(L)의 투과율은 상기 표시기판(200)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저하된다. 특히, 상기 돌기
(240)가 형성된 돌기 영역(AA)은 다른 영역보다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상기 돌기 영역(AA)의 광 투과율이 다른
영역보다 저하되어 상기 돌기 영역(AA)의 휘도가 감소한다.

<40>

이에 따라, 상기 카메라(130)에서 생성된 이미지에서 상기 돌기 영역(AA)이 상기 돌기 영역(AA)을 둘러싼 주변
영역(OA)보다 어둡게 표시된다. 이에 따라, 상기 이미지에서 상기 돌기 영역(AA)의 컬러와 상기 주변 영역(OA)
의 컬러가 다르게 표시되므로, 상기 돌기 영역(AA)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과 상기 주변 영역(OA)에 대응하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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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값이 서로 다르다.
<41>

상기 측정부(140)는 상기 이미지에서 상기 돌기 영역(AA)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과 상기 주변 영역(OA)에 대응하
는 색좌표 값을 산출하고, 이 두 개의 색좌표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돌기(240)의 높이(H)를 산출한다. 특
히, 상기 돌기(240)의 높이(H)가 클수록 상기 돌기 영역(AA)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과 상기 주변 영역(OA)에 대
응하는 색좌표 값의 차이가 커진다. 여기서, 상기 돌기 영역(AA)에 대응하는 색좌표와 상기 주변 영역(OA)에 대
응하는 색좌표는 색좌표계에서 동일한 계열의 컬러에 위치한다. 즉, 상기 이미지에서 상기 돌기 영역(AA)의 컬
러와 상기 주변 영역(OA)의 컬러는 서로 동일한 계열의 컬러이다.

<42>

상기 표시기판 검사장치(100)는 이렇게 산출된 상기 돌기의 높이(H)에 따라 상기 표시기판(200)의 리페어 여부
를 결정한다.

<43>

이와 같이, 상기 표시기판 검사장치(100)는 광 투과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기 돌기 영역(AA)과 상기 주변
영역(OA) 간의 색좌표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돌기(240)의 높이(H)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이에 따라, 상기 돌기
(240)의 높이(H)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
다.

<44>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상기 표시기판 검사장치(100)가 상기 표시기판(200)의 외관 불량을 검사하는 과정을 구
체적으로 설명한다.

<45>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기판 검사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46>

도 1, 도 4 및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광원부(120)의 상부에 상기 표시기판(200)을 배치하고, 상기 광원
부(120)는 상기 광(L)을 발생하여 상기 표시기판(200)에 제공한다(단계 S110).

<47>

상기 카메라(130)는 상기 표시기판(200)을 스캐하면서 상기 표시기판(200)을 촬상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상기
측정부(140)는 생성된 이미지에서 상기 돌기 영역(AA)을 검출한다(단계 S120).

<48>

상기 측정부(140)는 상기 카메라(130)를 상기 돌기 영역(AA)의 상부에 배치하고, 상기 카메라(130)는 상기 돌기
영역(AA) 및 상기 주변 영역(OA)을 촬상하여 상기 돌기 영역(AA) 및 상기 주변 영역(OA)에 대응하는 검사 이미
지를 생성한다(단계 S130).

<49>

상기 측정부(140)는 상기 검사 이미지에서의 상기 돌기 영역(AA)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과 상기 주변 영역(OA)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을 이용하여 상기 돌기(240)의 높이(H)를 산출한다(단계 S140). 상기 돌기(240)의 높이를 산
출하는 방법은 후술하는 도 7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50>

상기 측정부(140)는 산출된 상기 돌기(240)의 높이(H)에 따라 상기 표시기판(200)의 리페어를 결정한다(단계
S150). 상기 표시기판(200)의 리페어를 결정하는 방법은 후술하는 도 8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51>

도 7은 도 6에 도시된 돌기 높이 산출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52>

도 1, 도 4 및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측정부(140)는 상기 검사 이미지에 근거하여 상기 돌기 영역(AA)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을 산출한다(단계 S141).

<53>

상기 측정부(140)는 상기 검사 이미지에 근거하여 상기 주변 영역(AA)에 대응하는 색좌표 값을 산출한다(단계
S143).

<54>

상기 측정부(140)는 산출된 상기 돌기 영역(AA)의 색좌표 값과 상기 주변 영역(OA)의 색좌표 값의 차이를 산출
하고, 산출된 색좌표의 차이 값을 이용하여 상기 돌기(240)의 높이(H)를 산출한다(단계 S145). 여기서, 상기 돌
기 영역(AA)과 상기 주변 영역(OA)의 색좌표 값의 차이가 클수록 상기 돌기(240)의 높이(H)가 증가한다.

<55>

이와 같이, 상기 표시기판 검사장치(100)는 상기 돌기 영역(AA)과 상기 주변 영역(OA)의 색좌표 값을 이용하여
상기 돌기(240)의 높이(H)를 산출하므로, 상기 돌기(240)의 높이(H)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
기 표시기판(200)에 대한 외관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56>

또한, 상기 돌기(240)의 높이(H)를 산출하는 과정은 상기 측정부(140)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검사자의 조
작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검사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57>

도 8은 도 6에 도시된 표시기판의 리페어를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58>

도 1, 도 4 및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측정부(140)는 상기 돌기(240)의 높이(H)가 기 설정된 제1 임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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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큰지를 판단한다(단계 S151). 여기서, 상기 제1 임계 높이는 상기 표시기판(200)을 리페어할 수 있는 상
기 돌기(240)의 최대 높이를 나타낸다.
<59>

상기 단계 S151에서, 상기 돌기(240)의 높이(H)가 상기 제1 임계 높이보다 크면, 상기 표시기판(200)의 폐기를
결정한다(단계 S152). 즉, 상기 돌기(240)의 높이(H)가 상기 제1 임계 높이보다 크면, 상기 돌기(240)를 녹여도
상기 표시기판(200)의 리페어가 불가능하므로, 상기 표시기판(200)을 리페어하지 않는다.

<60>

한편, 상기 단계 S151에서, 상기 측정부(140)는 상기 돌기(240)의 높이(H)가 상기 제1 임계 높이보다 낮으면,
상기 돌기(240)의 높이(H)가 기 설정된 제2 임계 높이보다 큰지를 판단한다(단계 S153). 여기서, 상기 제2 임계
높이는 상기 표시기판(200)과 대향기판(미도시)과 결합시, 상기 공통 전극(230)이 상기 대향기판과 접하지 않을
수 있는 상기 돌기(240)의 최대 높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기 돌기(240)의 높이(H)가 상기 제2 임계 높이보다
작으면, 상기 돌기 영역(AA)에서 상기 공통 전극(230)이 상기 대향기판과 접하지 않는다.

<61>

상기 단계 S153에서, 상기 돌기(240)의 높이(H)가 상기 제2 임계 높이보다 크면, 상기 표시기판(200)의 불량을
리페어가 가능한 불량으로 결정한다(단계 S154). 여기서, 상기 표시기판(200)을 리페어하는 방법으로는 레이저
를 이용하여 상기 돌기(240)를 녹여서 상기 돌기(240)의 높이(H)를 줄이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62>

한편, 상기 단계 S153에서, 상기 돌기(240)의 높이(H)가 상기 제2 임계 높이보다 작으면, 상기 돌기(240)가 존
재하더라도 상기 공통 전극(230)과 상기 대향 기판이 접하지 않으므로, 상기 표시기판(200)의 외관 상태를 정상
으로 결정한다(단계 S155).

<63>

이와 같이, 상기 표시기판 검사장치(100)는 상기 돌기(240)의 높이(H)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상기 돌
기(240)의 높이(H)에 따라 상기 표시기판(200)의 리페어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사 신
뢰도가 향상되고,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64>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표시기판 검사장치는 표시기판의 하부에 광원부를 배치하고, 돌기 영역과 주변 영역
의 색좌표 차이를 이용하여 돌기의 높이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돌기의 높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검사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65>

또한, 표시기판 검사장치는 카메라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돌기의 높이를 자동으로 산출하므로, 검사자
의 조작을 최소화하고,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66>

이상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기판 검사장치를 나타낸 개념도이다.

<2>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표시기판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3>

도 3은 도 2의 절단선 I-I'에 따른 단면도이다.

<4>

도 4는 도 1에 도시된 표시기판 검사장치에서 돌기에 대응하는 검사 이미지를 검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이
다.

<5>

도 5는 도 4에 도시된 표시기판에서 돌기 영역과 주변 영역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6>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기판 검사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7>

도 7은 도 6에 도시된 돌기 높이 산출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8>

도 8은 도 6에 도시된 표시기판의 리페어를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9>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00 -- 표시기판 검사장치

110 -- 스테이지

<11>

120 -- 광원부

130 --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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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0 -- 측정부

200 -- 표시기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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