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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FT LCD TV 는 대형화와 더불어 glass 

size 의 효율화와 narrow bezel type 

제품의 증가로 panel 의 상판 glass 와 

하판 glass 를 접착 시키는 sealant 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TFT LCD 

TV 제조 공정 중 sealant 의 접착력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최근 

design 상 제품의 sealant 폭에 

대한 margin 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sealant 접착력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 

 LCD Panel 의 TFT glass 와 color 

filter glass 사이에 액정을 삽입하고 두 

glass 를 합착 시키기 위해 sealant 

도포를 하는데, sealant 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sealant 의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 현상은 크게 세 

가지 주된 상호 작용 유형으로 구분 된다. 

첫째, 계면에서의 기계적인 접착. 둘째, 

두 계면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인력 

때문에 발생되는 물리적 접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표면 사이의 화학 결합에 

의한 화학적 접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만족되지 못하면 

sealant 터짐 등 LCD panel 의 화질상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alant 의 접착력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push pull gauge 를 

사용한 효과적인 sealant 접착력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Fig. 1 Experimental type 

 

Fig.1 은 실험 조건을 나타낸다. Fig.1 

(a)와 같이 TFT LCD TV 중 46 inch 

panel 의 하판 glass 의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각 1 point 에 수직 방향으로 push 

pull gauge 로 힘을 가하고 sealant 의 

접착력이 감소할 때의 힘을 측정 하였다. 

이때 panel 의 고정을 위해 실험 테이블에 

holder 를 장착 후 사용 하였다. panel 과 

실험 테이블과의 격차(gap)는 3Cm, 5Cm, 

10Cm, 12cm, 15cm, 20cm 로 하였다. Fig.1 

(b)는 하판 glass 와 push pull gauge 의 

어태치먼트 간 접촉 면적 (contact 

area)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ig.1 (c)는 push pull gauge 의 moving 

speed 를 나타내며 0.5cm/sec, 1.0cm/sec, 

2.0cm/sec 로 설정 하였다. Table1 은 각 

실험의 세부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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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conditions 

Gap 
(1) 3cm, (2) 5cm, (3) 10cm,  

(4) 12cm, (5) 15cm, (6) 20cm 

Contact area (1) 0.2 ㎠, (2) 1 ㎠ 

Moving speed (1) 0.5cm/sec, (2) 1cm/sec, (3) 2cm/sec 

 

3. 실험 결과 
 

Push pull gauge 를 이용한 실험 결과 

실험 환경 및 실험 조건(실험 테이블과 

panel 간 격차, push pull gauge 의 

어태치먼트와 panel 간 접촉 면적, 

moving speed)에 따라 접착력을 나타내는 

힘이 다르게 측정 됨을 알 수 있었다. 

정합성이 가장 높은 평가 방법은 Fig. 

2 의 결과와 같이 실험 테이블과 panel 간 

격차가 10cm, Fig. 3 의 결과와 같이 push 

pull gauge 의 어태치먼트와 panel 간 

접촉 면적은 1 ㎠, 그리고, 마지막으로 

moving speed 가 0.5cm/sec 로 확인 

되었다.  

 

 

 

 

 

 

 

 

Fig. 2 Experimental result of gap 

 

 

 

 

 

 

 

 

Fig. 3 Experimental results of contact area & speed  

 

Fig.4 와 같이 실험 1(manual) 경우 push 

pull gauge 를 손으로 잡고 하판 glass 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한 후 sealant 의 

접착력이 감소 할 때의 힘을 측정하였다. 

Fig.4 실험 2(auto)의 경우 실험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push pull gauge 를 

전동기가 장착 되어 속도 별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별도의 실험 기구에 

장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1, 

실험 2 완료 후 실험 3, 실험 4, 실험 5 를 

누적 적용하여 진행 하였다. 

 

 

 

 

 

 

 

 

 

Fig. 4 Experimental consistency 

 

4. 결론 

 

실험 테이블과 panel 간 격차가 10cm, 

push pull gauge 의 어태치먼트와 panel 

간 접촉 면적이 넓을 수록, 그리고, push 

pull gauge 의 moving speed 가 느릴 수록 

측정 data 의 산포가 적고 sealant 의 

접착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TFT LCD 

panel 의 sealant 접착 특성을 관리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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