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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피복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구체성을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겠다.

제 1 도는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는 로터리 애프리케이터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임.

제  2  도는  본  발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의  전후  관계에  있어서  애프티케이터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임.

제  3  도는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서  피복되어질때  소재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결정하는데  적합한 장
치의 형태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소재표면에  피복재를  얇은막으로서  피복시키는  방법과  얇은  막으로  피복된  소재에  관한 
것이다.

얇은  막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산업적인  용도를  가지며  예먼 ,  금박,  은박  크로뮴막은  장식용으로 
쓰이며,  알루미늄과  닉켈  보론의  얇은  막은  내부식용으로  쓰이고,  또한  불화카그네시움, 사노하알루
미늄, 산화 실리콘등의 얇은 막은 광학렌즈에 있어서 반사방지용으로 사용한다.

커크  오스머의  "화학공학  백과사전"제  3  판(1980)  볼륨  10,  247-283면에서  얇은  막으로  피복시키는 
방법을 하기와 같이 기술되었다.

A. 용해법

1. 접착법-음극과 양극 피막방식

2. 크로메이트 전환 피복방식

3. 무전해 도금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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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합체 피복방식.

B. 진공법

1. 무기질의 증발방식

2. 중합체로서 증발피복방식

3. 기상중합방식(氣相重合方式)

4. 스파터링 방식

5. 중합체의 R-f 스파터링 방식

6. 자외선 조사방식, 광 중합체 방식

C. 개스 토출법

D. 기압법

1. 금속 유기질 피복방식

2. 전자비임 중합체 방식

3. 감마 조사 방식

4. uv(자외선) 고체중합방식

본 발명은 상기에 나열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피복 방법인 것이다.

본  발명은 광범위한 소재와 피복재에 적용할 수  있고,  얇은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 특이한 것으로 사
료된다.

본  발명은  소재(판유리)  표면을  충분한  힘으로  피복재(구리)의  잡은  입자를  단지  가압마찰에  의해서 
전례가 없는 특정을 갖는 얇은 막이 형성된다는 이외의 발견에 기초를 둔 것이다.

전술한  예에  있어서  우리의  연구결과  구리피복재와  판유리소재  사이에  야기되는  결합은  구리와 소재
표면에  있는  미시적인  주름  사이에  기계적인  요인의  결과가  아니라  입력에너이  임계  비율에서  또는 
그 이상에서 형성되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결합인 것이다.

상기 사실은 다음관 같는 실험에 의하여 실증된다.

연마휠을  회전시켜서  유리판  표면을  통하여  구리입자를  마찰시키면서  점진적으로  가압시킨다. 유리
판  표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특정(환언하면  연마췰의  원주에  한  접선방향에  있어서  유리판 표면
에  작용하는  힘)하면  이외의  결과가  나온다.  유리  표면에  부가하는  하중에  비례하여  마찰력을 점진
적으로  증가시키면  임계하중에  도달되어  이  임계점에  있어서  부가하느  하중이  근소하게  증가하여도 
마찰력은  현저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  임계점에서  또는  그  이사에서  구리가  유리표면에 피복
되어  진다.  그리  피막과  소재  사이에  결합이  단지  기계적인  요인의  결과라고  간주한다면  피막의 두
께가 두과되는 하중에 따라 점진적으로 두꺼워 졌을 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구리  피막은  미시적인  또는  육안으로  불  수  있는  거친  표면을  상 적인  연성재료로 
문질러서  형성된  피복,  즉  연성재료의  일부가  틈새,  미시적인  융기,  또는  기피복된  표면에 기계적으
로 부착되어서 형성된 피복의 형태와는 특성에 있어서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요인에  의한  피복의  예는  목재,  흑연  또는  종이에  왁스를  입힐때  또  철이나  강철에 
구리르 입힐때 이루워지며 미합중국 특히 명세서 No. 826628에 기술되어있다.

전술한  실험에서  보여준  구리와  유리의  결합의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기엔느  미흡할  것이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할 수가 있다.

롤러의  압과  원주  속도의  임계조건은  소재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과  재오염이 발생
되기 전에 청결한 표면에 새로운 구리입자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조건인 것이다.

극히  짧은  순간에  표면은  미오염  상태로  남어있어  표면  분자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활동이  활발하여 
접촉된 분자를 왕성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다른  가능한  방식은  소재와  피복재의  입자사이에  상호  접촉으로  얻어진  고  에너지  조건하에서 친
밀한  분자혼합이나  복합이  합금과  유사하게  소재와  피복재  사이에  형성되는데  그렇다고  두  물질 상
호간에 정상적으로 합금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

전술한  첫번째  방식과  유사한  피막  형성의  방식이  미합중국  특허  US-A-2640002에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이  명세서의  서두에서  원자  결합이  금속  피복재와  금속소재사이에  형성되어  질수  있으며  이것은 통
속에서  작은강구  이와  유사한  것이나  금속분말(예컨 ,  아연분말)을  금속소재에  충돌시키는  건식 텀
불링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  방식의  결합은  특성에  있어서  기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재표면
이 거친 것을 도금하는데 필요한 방식이라고 미합중국 특허 US-A2640002에 기술하였기 때무이다.

소재표면을  피복재로서  가압마찰하여  형성된  피복의  또다른  예는  선행기술에서  나타나  있아.  예컨  
미합중국특허  명세서  No.  2284590에서  만곡  표면에  프라스틱  물질을  피복시키는  방법과  특히 헤드라
이트 렌즈에 폴리비닐 알콜 또는 폴리비닐 아세탈을 피복시키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11-2

89-000150



이  방법은  피복이  형성되어질때까지  소재표면에  프라스틱  물질의  벨트를  가압마찰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경우에  있어서,  피막  형성의  방식은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피막형성  방식과는 
전혀 상이한 것이다.

첫째,  미합중국  특허  명세서  No.  2284590의  방법은  운전자의  손에  폴리비닐알콜의  덩어리를  잡고 소
재표면을 단지 왕복 문질르는 것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이와 반 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한 피복하는데 필요한 힘은 수동으로 하는것에 비하면 
수배(예컨 , 10-100배)가 된다.

두번째,  미합중국특허  명세서  No.  2284590에는  PVA  벨트의  전체  용해방식이고  본  발명의  방법은 PVA
의  융점보다  본질적으로  높은  물질  예컨  융점  300℃  또는  그  이상,  융점이  500℃  이상의  특별한 
물질을 사용해서 피복을 형성시킬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융점이  800℃  이상,  또는  1000℃  이상  갖는  물질을  사용하여  피복을  형성시킬  수가 
있다.

본  발명읜  방법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용해가  되기전에  성분이  분해되는  물질도,  다이아먼드처럼 융
점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없는 물질도 피복재로 이용할 수가 있다.

세번째,  명세서  No.  2284590에  함축된  뜻은  용해  하나만으로서  소재와  프라스틱  파막사이에 결합되
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피복재로서  정상적으로  부착력이  없거나  용해되어도  부착력이  없는  물질이라도 소
재에 부착력이 있는 피복을 형성시킬 수가 있다.

가압마찰방식에 의한 피복에 한 선행기술이 미합중국특허 명세서 No. 3041140에 기술되어 있다.

이  명세서에서는  적은  압력을  이용하여  미세  실리카  분말을  유리렌즈에  물질르므로서  무반사  피복을 
형성시키는거에  한  것이  기술되어  있다.  재론하면,  이  선행기술의  명세서에서  기술된 피막형성망
식은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의 피막형성 방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첫째,  선행기술에서  피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사용
하는 에너지 보다는 매우 작은 것이다.

두번째,  본  발명은  화학적  친화력을  갖는다고  간주할  수  없는  피복재라도  소재에  피복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한  것처럼,  소재표면에  충분한  힘과  속도로서  가압마찰에  의하여  피복할  수  있는  피복재의 범위
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경우에  있어서  입력  에너지  임계비율에서  또는  그  이상에서 
마찰을 폭 증가시키면 피복이 되어진다.

따라서 입력 에너지의 임계 비율이라는 표현은 피복이 되어질때에 입력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경우에  있어서,  형성된  피복은  두께가  매우  얇으며  고부착력이며  형태에  있어서 비입상
이며 근본적으로 미소공이 없다.

피복재가  단히  높은  융점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  피복을  주사전자  현미경의  고배율  확 하에서 특
징적인  얼룩진  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피막  형성시에  있어서   피복재  입자가  소성  변형을 한
것을 선명히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피복은 하기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재, 피막의 두께가 단히 얇고, 3마이크론 이하이다.

통상적으로  두게를  더  얇게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500nm  이하  또는  200nm  이하이다.  전형적인 
피막의 두께는 1-100nm이며, 예컨  5-50nm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가장  특이한  특성은  형성된  피복은  두께에  있어서  피복재  자신이  효과적으로 한
정한다는  것이다.  즉,  한번  형성된  피복은  동일한  피복재의  분말을  소재표면에  반복해서 가압마찰하
여도 두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피막의 두번째 특성은 근본적으로 비다공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얇은 피복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것이다.

다음 세번째 특성은 근본적으로 피복이 안된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컨 ,  스파터링과  같은  여러  선행기술에  의해서  형성된  피복과는  현저하게  조가  되는 것
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피복재로서 소재를 피복시키는 방법에 있어 하기 것을 포함한다.

소재  표면에  불연속의  본질적으로  건조한  피복재  입자를  소재표면과  연관된  충분한  힘과  속도로 가
압마찰시켜  피복재가  소재표면에  부착력을  갖는  피막을  형성하고  이  피막에는  근본적으로  미세공이 
없고 입상형이 아닌 얇은 피막인 것이다. 

환언하면,  앞에서  정의한  입력  에너지  임계비율  보다  큰  입력  에너지  비율로서  소재  표면에 불연속
의  본질적으로  건조한  피복재  입자를  가압마찰하는  것에  의해서  피복재로서  소재를  피복시키는 방법
인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국면은  또다른  국면은  피복에  나타나는  얇은  피막과  고부착력,  비입상,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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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미세공의 특징을 갖는 피복된 소재에 있다.

입력에너지의  필수적인  비율로서  소재에  피복재  적용은  피복재  입자를  소재에  퍼부므로서  성취될  수 
있으며  이때  피복재의  운반은  연마기를  통하여  코오크와  같은  또는,  동일한  물질이나  또는  다른 탄
력있는 물질의 많은 입자에 의해서 운반되어 진다.

입자 운반은 냉각된 혹은 가열된 개스의 고속분사에 의해서 비산 처리되어져서 소재표면에 
쌓여진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입자의  운반은  음향적으로(초음속으로),  자기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소재에 
해 진동을 주므로서 이루워진다.

그러나,  좋은  방법으로서  피복재의  입자를  소재와  미끄럼  접촉을  할  수  있는  탄력표면을  갖는 애프
리케이터에 의해서 소재표면을 가압 마찰시킬 수 있다.

애프리케이터로서 예컨 , 롤러 또는 휠과 같은 로터리 애프리케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재에 피복시켜주는 장치를 제공한다.

이  장치는  소재를  지지해주는  지지구를  포함하며,  로터리  애프리케이터는  상기한  지지구에 지지되어
진  소재를  보지토록  구성되었다.  이것은  피복재의  건조입자를  애프리케이터  표면이나  또는 소재표면
에, 또는 양쪽 다 공급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재에  해서  상기한  입자를  가압마찰이  되도록  로터리  애프리케이터를  회전시켜서  소재에 
피복재를 입히게 된다.

본  발명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특히  권장할만한  애프리케이터는  보석가공용  연마  휠이다.  적합한 연
마휠은  영극  버밍감,  그레이트  햄프톤  스트리트에  있는  W.  캔닝  머티어리얼  리밋트  사  제품으로서 
시판중이다.

이  연마휠은  일반적으로  휠의  원주상에  섬유밀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중의  섬유판이  함께  부착된 
것이다. 전술한 피복재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예컨 , 유기 중합체도 사용할 수 있다. 도시적인 예로서 하기것을 포함한다.

폴리에티렌,  폴리프로피렌,  폴리부티렌과  같은  폴리올레휜  그리고  전기것의  공중합체  : 후루오로카
아본  중합체와  같은  할로겐네이티드  폴리오레휜  :  폴리에티렌테레프타레이트와  같은  폴리에스터  :   
폴리비닐크로라이드와  폴리비닐  알콜과  같은  비닐  중합체  :  폴리메틸메트아크리레이트와 콜리에틸메
트  아크리레이트와  같은  아크릭  중합체  :  그리고  폴리우레탄  또  다른  피복재로서  하기와  같은  것이 
있다.  금,  은,  백금,  철,  알루미늄,  크로뮴  또는  탄타룸  등이다.  또  다른  적합한  피복재는  하기와 
같다.

마그네틱  아이런  옥사이드  드리고  마로네틱  크롬뮴  디옥사이드와  같은  마그네틱  옥사이드,  수정, 유
무기 안료와 같은 광물, 다이아먼드 그리고 고령토와 같은 물질 등이다.

또다른 피복재는 하기와  같다.

포스포러스,  실리콘,  게르마늄,  갈륨,  세레늄  그리고  아세닉과  같은  중간금속  요소와  임의로  반도체 
특성을 갖는 물질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필요시 성질이 틀린 이종의 입자를 혼합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서  제조될  수  있는  제품은  자기녹음  매체,  그리고  전도  저항성,  절연성  또는 
반도체층을  갖는  전기부품들  또다른  제품은  보호피막의  형성,  장식용  피막,  치수  피막,  열쇠피막, 
광선  또는  열흡수  피막,  광선이나  열  반사  피막,  열  전도성  피막,  미끄럼  피막,  미끄럼  방지  피막, 
내부식성  피막,  정전기방지  피막,  그리고  금속,  종이,  유리,  세라믹,  섬유,  프라스틱과  같은  연마성 
피막을 소재에 입히는 것 등이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  기외의  응용물은  1954년  1월  24일  영국에  출원한  영국특허 
출원번호 No. 8410838에 기술되어 있다.

피복재  입자는  크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100  마이크론  이하이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입자의 크기
는  피복재의  화학적  특성과  소재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의한다.  보편적으로  입자는  50  마이크론 
이하의 최  직경을 가질 수 있으며, 30 마이크론 이하의 최  직경도 가질 수 있다.

예컨 , 입자는 0.5-30 마이크론의 최 직경 또는 1-10 마이크론의 최  입자를 가질 수 있다.

피복재  입자는  건조한  상태에서  예컨 ,  개스  분류로서  애프리케이터의  표면으로  보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액체  분류의  형태로서  애프리케이터의  표면으로  입자를  보내는  것이  더  편리할때도  있으며 
이 분류를 미리 제어할 수도 있다.

이  액체  분류는  입자가  본질적으로  건조한  상태로  되도록  거의  분류  즉시  기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휘발성을 가져야 한다.

분류시키는데  적합한  액체는  트리클로로트리훌루오로에탄이  있으며  저  비등점을  갖는 할로겐네이티
드 하이드로 카아본이 있고, 물과 같은 액체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소재를  수직으로  피복시킬  수  있으며,  신축성이나  고형테,  매끄러운  것이나  거친 
것등도 피복시킬 수 있다.

본  방볍은  특히,  종이,  직포,  또는  비직포  섬유(다세포성  섬유와  같은  천연섬유,  폴리에서너, 폴리
오레퓐,  폴리아미드,  그리고  인조섬유와  같은  합성  삼유)  그리고  연질  특성을  갖는  다른  섬유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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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키는데 큰 잇점이 있다.

소재가  비직포  섬유  표면과  같은  평면이  아닐때  피복은  육안으로  보아고  불연속이며  소재표면에서 
높은 점들만 얇고, 부착성있는, 또 미세공이 없이 피복되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를  본  발명의  방법으로  피복하면  섬유에  또는  섬유사이에  있는  미시적인  또는 육
안으로 볼  수  있는 틈새에 거의 빽빽하게 아류입자 물질로서 채워진다.  또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상

적으로  저융점  피복재나,  틈새에  모여진  아류입자물질을  이차적으로  소결이나  용융  예컨  순간가
열에 의해서 더 응집력 있고 부착성 좋게 된다.

순가  가열은  최소한  한개  롤러가  소기의  소결  또는  용융온도로  가열되어지고  그  룰로에  부착된 닙으
로 피복된 소재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소재가  상기  온도에  너무  오래  접하게  되면  손상을  입게되므로  피복된  소재를  과열이나  다른  구조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재빨 리 통과시켜야 한다.

소결이나 용융에 의해서 피막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가열된 닙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따라서  열적  손상을  입기  쉬운  소재로  형성된  소결  또는  용융에  의한  피막의  두께에  해서 자연적
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상술한  순간  소결이나  용융방식이  적절치  못할  경우가  있다.  예컨 , 프라스틱
으로  피복된  은행  어음을  가열된  롤러를  사용하여  순간  가열한다면  열된  롤러의  닙에  있어서의 상승
된  온도와  압력으로  인하여  음각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양각을  무력하고  평평하게  만들어  얼룩지게 
할것이다.

결론적으로 상기예는 고강(농)도 방사(복사)와 같은 비 접촉성 열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다.

상 적으로  평탄치  못한  표면을  피복시키는데  있어서  소결  또는  용융을  주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소재의  높은  점들만  얇은  막을  형성하고  그  하부(높은점들의)에는  피복재의  층을  구성하게  되는 것
이 종래의 소결이나 용융 방법이었다.

본  발명의  특성은  주워진  소재에  주워진  피복재로  피막을  형성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까다로운 필수
저인 조건들을 배제시켜주는데 있다.

이것은 피복이 광범위한 공정조건을 사용하여 형성되고 모든 조건이 ㅏㅇ호 관련되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연마휘로  소재에  피복재  입자로  가압마찰을  시킬때  휠에  걸리는  압력,  휠과  소재  사이에 접
촉면적, 휠의 원주속도, 그리고 소재와 휠의 표면사이에 상 속도 등 모두 가변적이다.

여기에, 이 인자들의 변경이 필요할때에는 다른 인자의 하나나 둘을 조절하여 상호 보상하게 된다.

다시  말을  하면,  주워진  소재에  주워진  재료로  피복을  형성하는데  적절한  조건이라고해서,  다른 소
재에 다른 피복재로 피복시키는데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기술에 숙련된 사람에 의해서 적절한 공정 조건을 미리 정할 수 있
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지침 및 예시로서 설명하겠다.

일반적으로  소재가  까다로울수록  피복재  입자가  소재에  해서  받은  압력은  더욱더  낮추어서  소재의 
손상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데,  단히  가변운  비직포섬유에  직경  30cm의  연질섬유  연마휠을  사용하여  프라스탁  물질로 피
복시킬데,  연마휠에  원형  섬유질을  끼우고  근소한  장력(예컨데,  섬유의  인장강도에  따라  섬유질의 
폭당 10-100grams/cm)을 적용한다.

상기와  같은  이치로  섬유질을  연마휠에서  지지해주는  압력은  단히  낮으며  예컨데  1g/㎠  이하에서 
1-2g/㎠ 이다.

그러나,  저압을  보상하고저  할때에는  피복재의  개별적인  입자를  비직포  섬유의  실질적인  길이  즉 휠
의 원주상의 4분지 1에서 4분지 3까지 길이 만큼 잡아당겨져야 한다.

예컨데, 롤러가 2000rpm으로 원활하게 회전될때 비직포 섬유는 분당 10메터로 잡아당겨져야 한다.

소재가  100g/㎡  의  무게가  나가는  종이와  같이  조금  견고하다면  편리한  피복기술은  연마휠과 리테이
닝 롤러 사이에 닙으로 소재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복재의  개별입자는  소재와의  접촉거리는  단히  작다(일반적으로  1-20mm, 예
컨데 2-10mm))따라서 보다 큰 압력이 필요하게 된다.

소재에  부과되는  롤러의  정압력은  최소한  100g/㎠  이고,  선별적으로  최소한  200g/㎠  ,  그 이상으로
는 300g/㎠ 에서 10kg/㎠ 이 되고, 예컨데, 500g/㎠  에서 2kg/㎠ 이다.

쉽게  손상을  입지않을  정도로  경질을  사용할시는  애프리케이터와  소재  사이에  보다  큰  접촉압력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다.

예컨데,  상 적으로  경질의  재료(금속재,  산화금속)를  피복재로  이요시  압력이  1kg/㎠   이상이 적절
하다.

2에서 100kg/㎠ 까지의 동압력이 상기와 같은 피복에서 아주 이용되며 예컨데, 5에서 50kg/㎠  
이다.

서로  다른  소재에  한  적절한  운전조건을  결정하는  인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때라도  주워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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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한 정확하고 적절한 조건을 시행해보고 오차를 수정함으로서 해결된다.

미지의  소재를  피복시  소재의  인장강도  및  신축강도에  적합한  피복기술을  운전자가  선택하여 애프리
케이터의 압력과/또는 애프리케이터의 속도를 소기의 피복이 형성될때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본 발명의 구체성을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겠다.

제 1 도는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는 로터리 애프리케이터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임,

제  2  도는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의 전후 관계에 있어서 애프리케이터를 도식
적으로 나타낸 것임.

제  3  도는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서  피복되어질  소재에  작용되는  마찰력을  결정하는데  적합한 장
치의 형태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임.

제  2  도에 나타낸 장치는 운전에 의하여 부과되는 하중 및  응력에견딜 수  있도록 전체적이나 부분적
으로  금속재  골격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회전시켜주는  동력구동  장치는  전동디(도면의 
불표시)로서  운전에  필요한  톨크로서  회전력을  전달토록  하여  이  장치를  구동시켜  주게끔  장착되어 
있다.

본 설명에서는 20cm의 폭을 갖는 직포를 피복시키는 것만 고려해 본다.

장치에서  직포를  운반하게끔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본  실시예에서  장치의  주요부는  소재(13)를 통
과시키도록  닙(12)이  형성되있는  롤러(11)과  롤러(10)의  두개이다  롤러(10)는  애프리케이터이고 롤
러(11)는 리테이너이다.

리테이너 롤러(11)는 직포가 진행하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한다.

애프리케이터  롤러(10)는  구동회전되어서  닙(1)과  접촉되는  표면이  직포(13)과  동일한  방향으로 회
전되며 그러나 제 2 도에서 화살표로서 지시하 것과 같이 다른 속도와 반 방향으로 구동된다.

두개의  롤러(10)(11)는  각각의  중심선이  상호간  관련되어  이동되고  정확한  닙(12)의  압력을  정한 후
에 소기의 위치에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한 기구를 가진 골격(후레임)에 장착되어 진다.

닐(12)이  형성된  원주  표면에서의  작은  조각과  피복재가  이송되는데  필요한  개구부에서  떨어진 피복
재 또는 여분의 피복재는 신축 닥트(14A)를 통하여 배출된다.

애프리케이터 롤러(10)는 함체(14)에 수납되어 진다.

피복재  입자는  닙(12)에  도달될시  또는  애프리케이터  롤러(10)의  표면에  불균일하게  부착될때 건조
한 상태로 오래 머물수 있도록 분출된다.

본  실시예에서  비공기성  분출기(15)는  480PSI의  노즐압으로  피복재의  입자를  분찰한다.  전술한 비공
기성  스프레이(15)에서  입자를  솔벤트와  함께  분사하거나  또는  후레온(등록상표)  TF와  분사하여도 
입자가  애프리케이터  롤러(10)의  표면에  닿기전에  완전히  휘발이  되도록  강한  휘발성을  가져야 

한다.

좋은 방법은 피복재를 균일하게 건조한 상태로 분출하는 것이다.

건조한  입자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솔벤트는  가격이  비싸고  환경오염  이유로  그  사용을 
피하는 것이다.

비  공기성  분출기(15)는  38rpm으로  회전되는  캠에  의해서  구동되며,  또한  캠상에  3°의  효과적인 작
동호에 연계된 리후팅 놉을 갖는 절환기구(도면에 불표시)로 구성되었다.

사용하는  리후팅  놉의  수는  소재의  표면  거칠기와  소재표면에  피복되어지는  피복재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어 진다.

분출기(15)의  노즐은  피복재가  애프리케이터  롤러(10)에  접촉될때  균배되도록  부채살  모양(16)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다.

애프리케이터 롤러(10)와 스프레이 캠(도면에 불표시)은 기어로서 연계되어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애프리케이터  롤러(10)의  원주상의  4분지  1  정도의  표면에  피복재가  피복이  되도록  노즐이  분출되고 
애프리케이터  롤러(10)의  40  회전한  후  제  2  의  4분지  1  정도의  표면에  피복재가  피복되도록  제  2 
의 분출을 하며 이런식으로 반복된다.

애프리케이터는  면포를  직경  30cm의  디스크(17)로  절단하고  그  중심에  직경  25.cm  구멍을  뚫어서 제
조한다.

이  면포 디스크(17)를  나사가 형성된 직경 2.5cm  강재축(18)에  끼운 후  직경 .9cm,  두께  6mm의 왓샤
(19)를 끼워서 폭 30cm의 애프리케이터 롤러(10)를 형성시킨다.

양측에 왓샤(19)는 너트(28)로 고정시킨다.

면포  디스크(17)을  너트(28)로  꽉  조여서  전주상에  면포를  조밀하게  하여  필요한  밀도를  형성하여 
피복재가  피복이  적절하게  되도록  한다.  까다로운  소재는  탄성  재보다  더  부드러운  롤러를 사용하여
야 한다.

폴리  에스터를  사용하여  폴리에스터  피막을  형성할때에는  충분한  밀도를  가져야  하며  이때  합리적인 
압력은 6mm 이상 압축하여서는 않된다.

애프리케이터  롤러(10)를  더  부드럽게  할려면  애프리케이터  롤러(10)의  길이에  연하여  매  2cm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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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m  정도로  축(18)에  중간  너트(28)와  왓샤(20)를  삽입하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너트(28)를 더
욱 조여서 면포를 더 조밀하게 한다.

적합한  애프리케이터  롤러(10)의  밀도를  얻으면  리테이너  롤러(11)에  해서  고속회전을  하여 연마
시킨다.

애프리케이터  롤러(10)의  표면은  거의  면포나  연마포  같은  조잡한  연마제로  되어있고  1  시간  내지  2 
시간동안  애프리케이터  롤러(1)의  회전방향을  반 로  구동시키거나  상기와  같은  시간동안에 리테이
너 롤러(11)의 윤곽에 상응하는 매끄러운 표면이 될때까지 구동시킨다.

이  운전에  따라서  거친  연마제는  제거되고  피복과정이  시작된다.  피복되는  소재에  따라서  리테이너 
롤러(11)는 탄성이나 혹은 경질의 표면으로 한다.

제 3 도는 기초표면(62)에 설치한 실험장치(60)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장치(60)는 받침 (64)에 암(66)을 장착하고 피봇트(68)에 해서 피봇트 운동을 하도록 한다.

암(66)의  일단(70)에  타단(74)을  휄트  애프리케이터  디스크(76)(직경  30cm×5cm)에  해서  밀착되고 
편기 상향되도록 웨이트(72)를 걸어준다.

애프리케이터  디스크(76)는  스핀들(78)에  축삽하여  회전이  되도록  벨트(82)로서  전동기(80)와  연결 
구동되게 한다.

실험장치(60)의 운전은 하기와 같아.

소재의  샘플(84)을  암(66)과  애프리케이터  디스크(76)  아시에  간삽하고  피복재의  입자를 애프리케이
터 디스크(76)의 원통표면에 공급하고 애프리케이터 디스크(76)은 임의로 속도를 선택한다.

예컨 , 3000rpm으로 한다.

애프리케이터  디스크(76)는  샘플(84)에  해서  가하는  힘을  웨이트(72)를  증가시켜  점진적으로 증가
토록 한다.

애프리케이터  디스크(76)의  접선방향(환언하면  제  3  도  종이면의  외부)으로  소재에  작용하는 마찰력
은  암(66)의  양측면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86)(도면에  한개만  표시)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관찰
되고 반송파 브릿지에 의해서 차트 기록계에 기록된다.

샘플(84)에  부과된  하중이  충분하면  피복이  야기되어지며  스트레인  게이지(86)에  의해서  측정된 스
트레인은 급격히 증가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소재에  피복이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프리케이터로  통과시켜야하며  이런 목
적에  부합되게  이와같은  연속공정의  동역학적인  면으로  더욱  근접되도록  제  3  도의  실험장치를 변경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최소함  암(66)을  애프리케이터  디스크(76)의  접선방향으로  맞추어  횡적으로  설치하여  수행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실시예에 의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할 수가 있다.

실시예 1

제  3  도의  실험장치  사용하여  유리판  상면에  폴리메틸메트아크릴레이트(PMMA)  입자를  경질  휄트 애
프리케이터  디스크(W.  캔닝  머티어리얼즈  리밋티드  제품,  12"(30.5cm)×2"(5.1cm)로서  가압마찰 시
킨다.

PMMA  입자는  5마이크론의  평균직경을  가진다.  애프리케이터  디스크는  1700rpm으로  회전시켜며 7.5kg
의 하중을 암(66)에 걸어주면 유리판 상면에 부착성의 피복이 되어진다.

피막의  두께는  <20nm이고,  배율  2,000X  그리고  12,000X의  주사전자  현미경하에서  미시공도  보이지 
않는 매끈한 표면을 가진다.

애프리케이터  디스크와  유리판과의  접촉면적은  약  0.4-0.5㎠  이고  동  롤러  압력은  략  8.5kg/㎠ 이
다.

실시예 2

실시예  1  방법으로,  유리판을  0.1-10cm/sec  의  속도로  애프리케이터  디스크오  ㅏ접하여 가압마찰시
키면 만족스러운 피복이 형성되고 이때 롤러압이 높을수록 접촉속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실시예 3

실시예  1에서,  PMMA  신에  직경  1-10  마이크론  철분을  사용하고  롤러  회전수를  3,000rpm  까지 상승
시키면 하중 4kg  일때 두께 10nm  의  철분이 피복되어 주사 전자현미경,  배율 2,000X  그리고 12,000X 
하에서  도포표본하여  보면  미세공이  없고  비입자상의  형태이다.  이것은  본  발명에  의한  피복의 특성
을 나타낸 것이다.

실시예 4

실실예  3에서  철분 신  직경  0.5-20  마이크론의  구리  입자를  사용하여  5kg의  하중하에서 애프리케이
터 디스크의 회전수를 3,000rpm 일때 피복이 형성된다.

하중 7kg 일때에는 회전수는 2,640rpm 이며 각각의 경우에 피막의 두께는 <25n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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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

실시예  3에서  알루미나  분말(입자크기  1-10마이크론)을  사용시  피복은  애프리케이터  디스크의 하중
이 3kg일때 발생한다.

실시예 6 

실시예  3  에서  다이어먼드  분진(입자크기  <1마이크론)을  사용하면  하중  4kg하에서  애프리케이터 디
스크와 유리판 사이에 마찰을 특성적인 증가에서 피복이 발생한다.

실시예 7 

실시예  1의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애프리케이터  디스크의  직경을  20.32cm  폭  3.2cm로  하여 광택
있는 알루미늄판에 철분을 피복시킬때 하중 10kg하에서 피막 두게는 <25nm이다.

실시예 8

본  실시예에  의하여  피복된  제품을  화염가열시  즉,  철분으로  피복된  알루미늄을  화염가열하면  미 피
복된 알루미늄보다 용융에 한 현저저상성을 갖는다.

실시예 7에서 철분 신 구리분말을 사용하면 하중 8kg하에서 피막 두께는 <25nm이다.

실시예 9

미피목의  풀질하지  않는  105g/㎠  의  종이(튤리스  럿셀  제품)을  제  2  도의  장치로서  연질 섬유롤러
(직경  10cm×30cm)를  사용하여  PMMA  를  피복시키고저  할때  애프리케이터  롤러에  가하는  정압력은 
0.8kg/㎠ 이고, 회전수는 1,600rpm이다.

이 종이는 애프리케이터 롤러와 리테이너 롤러 사이에 있는 닙으로 10meters/min 사이에서 
형성된다.

본  발명과  연계뙤어  동시  출원하는  "PTFE  피복방법"출원병세서는  소재  피복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적
합한 운전조건에 한 실시예가 더 명백히 기술되어 있다.

전술한  동시  출원하는  출원명세서에슷  PTFE  피복에  한것만  독립적으로  기술하였지만  거기에 실시
예에  따르는  운전  변수는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다른  프라스틱  피막을  형성하는데  응용될  수가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의  방법에  의해  기본적인   것만  기술하였고  세부  변형에  있어서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수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PTFE  이외의  재료로서  소재를  피복시키는  방법은  소재표면과  연관하여  충분한  힘과  속도로서  소재 
표면을  불연속의  본질적으로  건조한  피복재  입자로  가압마찰에  의하여  부착성  피막을  형성케하여 소
재표면에 피복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청구항 2 

제  1  항  방법에서,  소재표면과  미끄럼  접촉을  하도록  탄성표면으로된  애프리케이터를  이용하여 피복
재의 입자를 소재표면에 가압마찰시킨다는 것.

청구항 3 

제 2 항의 방법에서, 애프리케이터는 로터리 애프리케이터이다.

청구항 4 

전항중 어느한항의 방법에 있어서, 피복재의 입자는 직경 100마이크론 이하이다.

청구항 5 

전항중  어느한항의  방법에  있어서,  소재는  와이야  스레드,  휠라멘트,  튜우브  또는  신축성  있는 웹이
다.

청구항 6 

두께가  3마이크론  이하가  되며,  최소한  2,000배  그리고  12,000배의  확 하에서  미세공이  없고 비입
상형의 부착성 피막으로 피복된 소재.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5 항에 의한 방법으로 소재를 피복시키는 장치는 하기 것을 포함한다.

소재  지지구,  로터리  애프리케이터는  전술한  지지구에  지지된  소재를  보지토록  구성된  것, 애프리케
이터 표면, 소재표면, 또는 양쪽 전부에 본질적으로 건조한 피복재 입자를 공급 이송시키는 것.

로터리  애프리케이터의  회전에  의해  전술한  입자를  소재에  가압마찰시켜  피복재로서  소재표면에 피
복시키는 것.

11-8

89-000150



청구항 8 

피복재로서  소재를  피복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기정의  되어진  입력  에너지  입게  비율보다  크거나 동
일한  입력에너지  비율로서  소재표면을  불연속의  본질적으로  건조한  피복재  입자로서  가압마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면

    도면1

11-9

89-000150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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