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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 과 제조 장치

요약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의 상부 및 하부 패널 중 하나 이상의 패널에 하나 이상의 얼라인 마크를 표시하고, 섀시

베이스에는 상기 얼라인 마크에 대응되는 위치에 관통홀을 형성하여, 관통홀을 통해 노출되는 얼라인 마크를 기초로 섀시

베이스와 PDP를 정렬(align)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얼라인, 관통홀, 얼라인 마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분해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PDP와 섀시 베이스가 얼라인되어 서로 부착된 상태의 평면

도로서, 도 1의 A 방향에서 바라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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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 방법의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생산 장치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생산 장치의 전자제어유닛이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

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6은 섀시 베이스와 PDP의 부정합이 발생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Plasma Display Device)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

널(Plasma Display Panel; PDP, 이하 편의상 PDP라 칭한다.)과 이를 지지하는 섀시 베이스(Chassis Base)의 부착 정밀

도가 향상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와 이러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는, 플라즈마 방전을 이용하여 원하는 화상(image)을 구현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는 대략, 외부 전원 구동에 의한 플라즈마 방전을 통해 원하는 화상이 표시되는 PDP, 그

전면에서 상기 PDP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섀시 베이스, 그리고 상기 PDP를 구동하기 위해 상기 섀시 베이스의 후면에 장

착되는 회로기판(circuit board)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PDP를 섀시 베이스에 부착함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에 부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PDP의 섀시 베이스에의 부착 위

치가 정밀하게 제어되지 못하면, 최종생산품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표시화면의 위치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DP와 섀시 베이스와의 부착위치를 제어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섀시 베이스와 PDP의 외곽둘레(exterior

circumference)를 기준으로 그 부착위치를 판단하였다. 즉, PDP의 외곽과 섀시 베이스의 외곽이 설정된 기준에 부합되는

위치가 되도록 이들을 정렬(align)하여,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이들 PDP와 섀시 베이스를 부착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PDP와 섀시 베이스의 얼라인 방식으로는, 부착위치의 제어정밀도에 있어 한계가 있었고, 또한, 정

확한 위치에 부착되었는지를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한 도구/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PDP와 섀시 베이스와의 얼라인을 보다 정밀하게 제어하고,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위치에 상호 부착되는 PDP 및

섀시 베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면, 이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상품성의 향상이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PDP와 섀시 베이스가 상호 부착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중간생산품에서 정확한 위치에 이들이 부착되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는 생산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불량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 기대되는 일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보다 향상된 정밀도/정확도로 섀시 베이스와 PDP가 상호 부착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그

리고 이러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 및 생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부 및 하부 패널(upper and lower panels)을 포함하고 상기 상부 및 하부 패널 중 하나 이상의 패널에는 하나 이상의 얼

라인 마크(aligning mark)가 표시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lasma Display Panel; PDP);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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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면에 상기 PDP를 부착하여 지지하되, 상기 PDP 부착면에는 하나 이상의 관통홀이 형성되어 상기 관통홀을 통해 상

기 얼라인 마크의 최소한 일부를 가시적으로 노출(expose)하는 섀시 베이스;를 포함한다.

상기 얼라인 마크와 관통홀은 각각 복수개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관통홀과 상기 얼라인 마크는 모두 원형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관통홀은 상기 얼라인 마크보다 큰 규격(dimension)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상기 섀시 베이스는 상기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의 전부를 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얼라인 마크는, 상기 상하부 패널의 상호부착용 얼라인 마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조 방법은,

상부 및 하부 패널(upper and lower panels) 중 하나 이상의 패널에 하나 이상의 얼라인 마크(aligning mark)를 표시하는

마킹 단계;

상기 상부 및 하부 패널을 부착하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을 형성하는 PDP형성단계;

섀시 베이스에 하나 이상의 관통홀을 형성하는 섀시베이스 제작단계;

상기 관통홀을 통해 상기 얼라인 마크의 최소한 일부가 보여지도록 PDP와 섀시 베이스를 얼라인하는 얼라이닝 단계; 및

상기 얼라인 된 상태로 PDP와 섀시 베이스를 결합하는 완성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마킹단계에서는 상기 얼라인 마크를 복수개 표시되고, 상기 섀시 베이스 제작단계에서는 상기 관통홀을 상기 복수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섀시 베이스 제작단계에서는 상기 관통홀이 상기 얼라인 마크보다 큰 규격(dimension)으로 형성되고, 상기 얼라이닝

단계에서는 상기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의 전부가 노출되도록 상기 PDP와 섀시 베이스를 얼라인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관통홀과 상기 얼라인 마크는 모두 원형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마킹 단계에서는 상기 상부 및 하부 패널 각각에 상기 얼라인 마크가 표시되고, 상기 PDP형성단계에서는 이들 각각

의 얼라인 마크를 이용하여 상기 상하부 패널을 얼라인하여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조장치는, 전술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PDP를 지지(hold)하는 PDP지지체(PDP holder);

상기 섀시 베이스를 지지하는 섀시 베이스 지지체(chassis base holder);

상기 섀시 베이스의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를 검출하는 광학센서(optical sensor);

섀시 베이스 지지체 및 PDP 지지체 중 하나 이상의 지지체의 위치를 이동하기 위한 모터;

상기 광학센서로부터 검출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기초로 상기 모터를 제어하는 전자제어유닛을 포함하되,

상기 전자제어유닛은,

설정된 위치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지체의 위치를 이동하는 기본위치 이동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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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학센서로부터 상기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가 검출되는지 판단하는 얼라인 마크 검출단계;

상기 얼라인 마크가 검출되는 경우에, 관통홀을 통해 검출되는 얼라인 마크가 설정된 상태에 도달하도록 상기 하나 이상의

지지체의 위치를 보정하는 위치조절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위치조절단계는, 상기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의 전부가 노출되는지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의 전부가 노출되는 위치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지체의 위치를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lasma

Display Panel; PDP)(100)과 상기 PDP(100)를 그 일면에 부착하여 지지하는 섀시 베이스(150)를 포함한다.

상기 PDP(100)는 상부 패널(upper panel)(110)과 하부 패널(lower panel)(120)을 포함한다. 상기 상부 및 하부 패널

(110,120) 중 하나 이상의 패널에는 하나 이상의 얼라인 마크(aligning mark)가 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부

패널(110)과 하부 패널(120) 각각에 얼라인 마크들(111, 112, 113, 114, 121, 122, 123, 124)이 표시된다.

상기 얼라인 마크들(111, 112, 113, 114, 121, 122, 123, 124)은, 입체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주변의

재질(surrounding material) 및 섀시 베이스(150)와 광학적으로(optically) 구분할 수 있는 임의의 표시이면 족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얼라인 마크들(111, 112, 113, 114, 121, 122, 123, 124)은 상부 패널(110) 및 하부 패널(120)의

네 모서리에 형성되는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다양한 위치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상부 패널(110)의 얼라인 마크들(111, 112, 113, 114)과 하부 패널(120)의 얼라인 마크들(121, 122, 123, 124)은

서로 대응되는 위치에 형성된다. 따라서, 상기 상부 패널(110) 및 하부 패널(120)의 얼라인 마크들(111 및 121, 112 및

122, 113 및 123, 114 및 124)이 일치되도록 상기 상부 패널(110) 및 하부 패널(120)이 서로 부착되어 PDP(100)를 형성

한다.

이렇게 형성된 PDP(100)가 부착되는 섀시 베이스(150)의 상기 PDP부착면(160)에는 하나 이상의 관통홀

(151,152,153,154)이 형성된다. 섀시 베이스(150)에 이러한 관통홀(151,152,153,154)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하여, 추가

되는 부가공정을 요구되지 않음은 당업자가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통홀(151,152,153,154)은 상부 패널(110) 및 하부 패널(120)에 표시된 얼라인 마크들(111~114 및 121~124)

과 동일한 개수로 형성되고, 그 위치 또한 상기 얼라인 마크들(111, 112, 113, 114, 121, 122, 123, 124)에 대응되는 위치

에 형성된다.

따라서, 섀시 베이스(150)에 PDP(100)가 부착될 때에는, 관통홀(151.152.153.154)을 통해 각각의 얼라인 마크들(111 및

121, 112 및 122, 113 및 123, 114 및 124)이 가시적으로 노출(expose)된다.

도 1에서는 상부 패널(110) 및 하부 패널(120) 각각에 얼라인 마크들이 4개씩 표시되고, 따라서 섀시 베이스(150)에는 이

에 대응되는 위치에 관통홀이 4개 형성된 것으로 도시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이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어

서는 안 된다.

상부 및 하부 패널(110,120) 중 하나의 패널에 하나의 얼라인 마크가 표시되고, 섀시 베이스(150)에는 상기 하나의 얼라인

마크에 대응되는 하나의 관통홀이 형성되는 것으로도, 관통홀과 얼라인 마크를 이용하여 PDP(100)와 섀시 베이스(150)의

얼라인을 더욱 정밀하게 구현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하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와 관통홀(151~154)이 각

각 복수 개(즉, 4개) 형성되어 있다. 복수개의 얼라인 마크와 관통홀을 이용하여, 섀시 베이스(150)와 PDP(100)의 직선 방

향으로의 얼라인뿐만 아니라 회전방향으로도 정밀하게 얼라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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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PDP(100)와 섀시 베이스(150)가 얼라인되어 서로 부착된 상태의 평면도로서, 도 1의 A 방향에서 바라본 도면이

다. 다만, 도 2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관통홀(151~154)과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를 확대하여 도시하

였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섀시 베이스(150)의 관통홀(151~154)과 PDP(100)의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는

모두 원형으로 형성된다. 이들이 모두 원형으로 형성됨으로써, 각 방향으로의 부정합(mis-alignment)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관통홀(151~154)은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보다 허용오차만큼 큰 규격(dimension)으로 형성된다. 일

례로, 허용오차를 1mm로 할 때, 얼라인 마크의 지름이 3mm이면 관통홀은 지름이 5mm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PDP(100)와 섀시 베이스(150)의 얼라인 기준(criteria)

은, 관통홀(151~154)의 중심과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의 중심이 일치할 것으로 한다. 따라서, 관통홀

(151~154)을 통해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가 모두 노출되는 가의 여부로써, 상기 허용오차 내에서 상기 얼라

인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얼라인 기준을 만족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상기 섀시

베이스는 상기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의 전부를 노출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관통홀(151~154)이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보다 큰 규격으로 형성되고, 관통홀

(151~154)을 통해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의 전부가 노출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관통홀과 얼라인

마크를 이용하여 섀시 베이스와 PDP를 얼라인하고자 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보호범위가 반드시 이에 한정된 것으

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일례로, 관통홀(151~154)과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의 지름이 허용오차 이하의 값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관

통홀(151~154)을 통해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의 일부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섀시 베이스(150)와

PDP(100)의 상대위치의 오차는 허용오차 이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 방법의 실시예에 관해 도 3을 참조로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상부 패널(110) 및 하부 패널(120)의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를 표시한다

(S310). 상기 단계(S310)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부 패널(110) 및 하부 패널(120) 각각에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를 복수개(즉, 4개)씩 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얼라인 마크들(111~114 및 121~124)이 표시된 상부 패널(110) 및 하부 패널(120)을 얼라인 마크들

(111~114 및 121~124)이 일치되도록 서로 접합함으로써 PDP(100)를 형성한다(S320).

그리고 섀시 베이스(150)에는 상기 얼라인 마크들(111~114 및 121~124)에 대응되는 위치에 관통홀(151~154)을 형성

한다(S330). 이러한 관통홀(151~154)의 형성은 섀시 베이스(150)의 제작과정(일례로 프레스 공정)에서 자연히 형성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전술한 바와 같이, 관통홀(151~154)은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보다 큰 규격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섀시 베이스(150)와 PDP(100)가 준비된 후에는, 상기 관통홀(151~154)을 통해 상기 얼라인 마크

(111~114 및 121~124)의 최소한 일부가 보여지도록 PDP(100)와 섀시 베이스(150)를 얼라인한다(S340). 이 때, 바람직

하게는, 상기 단계(S340)에서는 상기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의 전부가 노출되도록 상기 PDP와 섀시 베이스를 얼라인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얼라인된 상태의 PDP(100)와 섀시 베이스(150)를 서로 결합한다(S350).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의하면, 전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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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조 방법에 사용될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조장치

(manufacturing apparatus)에 관한 실시예를 도 4를 참조로 상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생산 장치는 전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생

산하기 위한 장치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 장치는, PDP(100)를 지지(hold)하

는 PDP지지체(PDP holder)(410), 섀시 베이스(150)를 지지하는 섀시 베이스 지지체(chassis base holder)(420), 그리고

섀시 베이스(150)의 관통홀(151~154)을 통해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를 검출하는 광학센서(optical

sensor)(440)를 구비한다.

상기 광학센서(440)는 설정된 파장의 빛을 발사하여 반사된 빛을 검출하는 임의의 센서로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조 장치는, 섀시 베이스 지지체(420) 및 PDP 지지체(410) 중 하나

이상의 지지체의 위치를 이동하기 위한 모터(430)를 구비하는데, 도 4에서는 섀시 베이스 지지체(420)의 위치를 이동하기

위한 모터(430)가 구비하는 것으로 도시하였다.

모터(430)에 의하여 섀시 베이스 지지체(420)의 위치를 이동하기 위한 상세한 구성인 이미 당업계에 알려진 한 형태로 구

현될 수 있으므로 더욱 상세한 기재를 생략한다. 상기 PDP 지지체(410)는 일예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 포함

된 컨베이어 벨트로 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PDP(100)와 섀시 베이스(150)는 접착테이프(491)를 통해 접착되고, PDP(100)와 섀시 베이스

(150) 사이에는 PDP(100)에서 발생된 열을 섀시 베이스(150)에 전달하는 열전달 매체(heat conducting medium)(492)

가 개재되는데, 이들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생산 장치는, 상기 광학센서(440)로부터 검출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기초로 상기 모터(430)를 제어하는 전자제어유닛(Electronic Control Unit; ECU)(450)을 포함한다.

상기 ECU(450)는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상기 설정된 프

로그램은 후술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조 장치의 ECU(450)가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ECU(450)는 상기 섀시 베이스 지지체(420)의 위치를 설정된 위치로 이동시킨다(S510).

상기 설정된 위치는, 상기 광학센서(440)로부터 상기 관통홀(151~154)을 통해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가 검

출될 수 있도록 미리 설정된 위치로 할 수 있다.

따라서, ECU(450)는 상기 광학센서(440)로부터 상기 관통홀(151~154)을 통해 얼라인 마크가 검출되는지 판단한다

(S520).

상기 판단(S520)에서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가 광학센서(440)에 의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상기

위치이동단계(S510)로 진행한다.

상기 판단(S520)에서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관통홀(151~154)을 통해 검출되는 얼

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가 설정된 상태에 도달하도록 상기 섀시 베이스 지지체(420)의 위치를 조정한다(S530).

이러한 위치조정단계(S530)에서 ECU(450)는 관통홀(151~154)을 통해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의 전부가

노출되는지 판단하고(S535), 관통홀(151~154)을 통해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의 전부가 노출되지 않은 경

우에는, 관통홀(151~154)을 통해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의 전부가 노출되는 위치로 섀시 베이스 지지체

(420)의 위치를 보정한다(S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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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홀(151~154)이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보다 크게 형성되었으므로, 관통홀(151~154)을 통해 얼라인 마

크(111~114 및 121~124)의 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것은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가 관통홀(151~154)에 대

하여 일측으로 치우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 단계(S540)에서는,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가 치우쳐 있

는 방향으로 섀시 베이스(150)를 이동시킴으로써 관통홀(151~154)을 통해 얼라인 마크(111~114 및 121~124)의 전부

가 노출되도록 섀시 베이스(150)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본 발명에 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실시

예로부터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한 용이하게 변경되어 균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 모든 변경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도 6은 섀시 베이스와 PDP의 얼라인에 큰 오차가 발생된 경우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에서는 섀시 베이스(650)에

대하여 PDP(600)가 반시계 방향으로 허용오차 이상으로 회전되어 접합된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섀시 베이스의 관통홀과 PDP의 얼라인 마크를 이용하여 섀시 베이스와 PDP의 접합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도 6과 같이 부정합(mis-alignment)이 발생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생산을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설령 이렇게 부정합된(mis-aligned)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가 생산되거나, 후발적으로 플

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섀시 베이스(650)와 PDP(600) 사이의 부정합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관통홀

(651,652,653,654)을 통한 얼라인 마크(601,602,603,604)의 육안 관찰에 의해서 그 부정합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섀시 베이스의 관통홀은 그 생산과정에서 동시에 형성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의 생산성이 유지될 수 있다.

복수개의 관통홀과 얼라인 마크를 이용함으로써, 직선방향뿐만 아니라 회전 방향으로도 정밀한 얼라인이 가능하다.

관통홀을 얼라인 마크보다 큰 규격으로 형성함으로써, 얼라인 여부의 판별이 용이하다. 또한,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

의 전부가 노출되는가를 얼라인 여부의 판별 기준으로 함으로써, 얼라인 여부의 판별이 용이하다.

관통홀과 얼라인 마크를 모두 원형으로 함으로써, 방향에 무관하게 정밀한 얼라인이 가능하다.

상하부 패널의 상호 부착용 얼라인 마크를 섀시 베이스와 PDP 사이의 얼라인에 이용함으로써, 부대되는 과정/구성이 최소

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생산장치에 의하면,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를 검출하는 센서로부터의

검출 신호를 기초로 섀시 베이스 및 PDP의 상대위치를 교정함으로써, 섀시 베이스와 PDP가 정밀하게 얼라인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 및 하부 패널(upper and lower panels)을 포함하고 상기 상부 및 하부 패널 중 하나 이상의 패널에 광학센서에 의해

서 검출 가능한 하나 이상의 얼라인 마크(aligning mark)가 표시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lasma Display Panel;

PDP); 및

그 일면에 상기 PDP를 부착하여 지지하되, 상기 PDP 부착면에는 하나 이상의 관통홀이 형성되어 상기 관통홀을 통해 상

기 얼라인 마크를 가시적으로 노출(expose)하는 섀시 베이스;

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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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통홀은 상기 얼라인 마크에 대해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상기 얼라인 마크보다 큰 규격(dimension)으로 형성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얼라인 마크와 관통홀은 각각 복수개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서,

상기 섀시 베이스는 상기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의 전부를 노출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서,

상기 관통홀과 상기 얼라인 마크는 모두 원형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얼라인 마크는, 상기 상하부 패널의 상호부착용 얼라인 마크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7.

상부 및 하부 패널(upper and lower panels) 중 하나 이상의 패널에 광학센서에 의해서 검출 가능한 하나 이상의 얼라인

마크(aligning mark)를 표시하는 마킹단계;

상기 상부 및 하부 패널을 부착하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을 형성하는 PDP 형성단계;

섀시 베이스에 상기 얼라인 마크에 대해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상기 얼라인 마크보다 큰 규격(dimension)으로 형성된 하

나 이상의 관통홀을 형성하는 섀시 베이스 제작단계;

상기 관통홀을 통해 상기 얼라인 마크가 보여지도록 PDP와 섀시 베이스를 얼라인하는 얼라이닝 단계; 및

상기 얼라인 된 상태로 PDP와 섀시 베이스를 결합하는 완성단계;

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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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서,

상기 마킹단계는 상기 얼라인 마크를 복수개 표시하고,

상기 섀시 베이스 제작단계는 상기 관통홀을 상기 복수개 형성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서,

상기 얼라이닝 단계는, 상기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의 전부가 노출되도록 상기 PDP와 섀시 베이스를 얼라인하는 플라

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서,

상기 관통홀과 상기 얼라인 마크는 모두 원형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7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마킹 단계는, 상기 상부 및 하부 패널 각각에 상기 얼라인 마크를 표시하고,

상기 PDP형성단계는, 상기 상하부 패널 각각의 얼라인 마크를 이용하여 상기 상하부 패널을 얼라인하여 부착하는 플라즈

마 디스플레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1항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PDP를 지지(hold)하는 PDP지지체(PDP holder);

상기 섀시 베이스를 지지하는 섀시 베이스 지지체(chassis base holder);

상기 섀시 베이스의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를 검출하는 광학센서(optical sensor);

섀시 베이스 지지체 및 PDP 지지체 중 하나 이상의 지지체의 위치를 이동하기 위한 모터;

상기 광학센서로부터 검출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기초로 상기 모터를 제어하는 전자제어유닛을 포함하되,

상기 전자제어유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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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위치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지체의 위치를 이동하는 기본위치 이동단계;

상기 광학센서로부터 상기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가 검출되는지 판단하는 얼라인 마크 검출단계;

상기 얼라인 마크가 검출되는 경우에, 관통홀을 통해 검출되는 얼라인 마크가 설정된 상태에 도달하도록 상기 하나 이상의

지지체의 위치를 보정하는 위치조절단계;

를 수행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조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서,

상기 위치조절단계는, 상기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의 전부가 노출되는지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관통홀을 통해 얼라인 마크의 전부가 노출되는 위치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지체의 위치를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조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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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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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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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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