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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CD 에서 Color Filter 의 역할은 Fig. 1 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Back-Light 에서 발생된 

빛이 TFT Panel과 액정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Color Filter를 통과하여 관찰자에게 전달 될 때 

빛의 3 요소인 Blue,Green,Red 의 조합에 의하여 

특정한 화상을 인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Color Filter를 통과한 Blue,Green,Red 각 Layer 

의 Color 와 각 Color 밝기의 조합에 의하여 

많은 Color를 재현하게 되는데 각 Color Layer 

별로 정확한 위치와 Size 로 형성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다른 색과의 혼합이 이루어져 

다른 Color가 재현되게 된다. 

각 Layer 의 선폭이 최초 설계 Design 된 선폭 

대비 축소 및 확대 될 경우 Fig. 2 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 Layer 선폭 축소 시 Pixel 에서 Back-Light 의 

빛이 Color Filter 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관찰자에게 전달되는 빛샘이 발생하여 원래 

색보다 밝은 색이 나타날 수 있다. 

(2) Layer 선폭 확대 시 다른 Layer 와 겹치는 

Overlap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Color Filter 

Panel 과 TFT Panel 의 합착 시 두 Panel 

사이의 Gap이 변하여 빛의 투과도가 달라지므 

로 밝기의 Uniformity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각 Layer 선폭이 작아지고 커지는 것의 

상관 관계가 노광기의 Slit 과 밀접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진하 

므로 본 연구의 핵심은 Color Filter Pattern 

선폭이 노광기의 Slit Size와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Fig. 1 LCD Structure 

Fig. 2 Expose Pattern Size Image 

Fig. 3 Expose Machine Structure & Slit Image 

 

2. Slit Size와 Focus와의 관계 
 

Color Filter 노광기 Pattern Overlap 예방을 위한 Slit Size 

최적화 

Slit Sizes In The Optical System To Prevent Overlpa In Th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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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cal System(Slit Position) 

Fig. 5 Slit Size Condition Test 

 

Pattern 노광기의 구조는 Fig. 3에 나타나 있듯 

이 최초 광원인 Lamp 에서 형성된 빛이 조명 

계와 내부 Unit을 통과하여 최종 Glass 에 도달 

하기까지의 경로를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인 Slit 은 Fig. 4 에서 조명계와 

Mask Stage 의 중간에 위치한 Slit 결상계 

내부에 있으며 연구 목표는 노광기 Slit 결상계 

내부 Slit Size 와 Defocus 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다. 

 

3. 실험 방법 
 

Fig. 5 에서와 같이 노광 외 전/후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노광에서만 서로 다른 Slit 

Size를 적용하여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Slit Size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Pattern 선폭의 차이를 

확인한다. 

 

4. 결론 
 

실험을 통해 Slit Size와 해상력의 관계를 확인 

한 결과 Fig.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Slit Size가 

Fig. 6 The Diagram Of Slit Size – Resolution 

Table 1 Slit Size – Resolution & Focus Relation 

Fig. 7 Slit Size – Defocus Relation Image 

 

작아질수록 Resolution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이를 통해 Table 1과 Fig. 7에 

서 Slize Size와 Resolution 의 상관 관계에 근거 

하여 높은 해상력의 Pattern 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Size 의 Slit 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기 
 

본 연구에서는 노광기에서 Slit Size 의 변화에 

의한 Defocus 와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연구 결과 Slit Size 가 커질수록 Defocus 

영역은 확대되었으며 Slit Size 가 작아질수록 

Defocus 영역은 축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각 

Device 별 특성에 따라 최적의 Slit Size 를 적용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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