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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피트 및 랜드 패턴들을 가지는 파더 스탬퍼 상에 니켈 전주막을 형성함으로써 제2 스탬퍼를 생성할 때, 파더 스탬퍼
로부터 제2 스탬퍼를 박리하는 단계시 제2 스탬퍼 상에 결함들이 나타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들 결함들을 감소시
키는 것이다. 스탬퍼를 제조하는 방법은, 피트 및 랜드 패턴들을 가지는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 상에 플라즈마 표
면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 상에 니켈 전주막(Ⅱ)(107)을 형성하는 단계, 및 니켈 전주막
(Ⅱ)(107)을 파더 스탬퍼(106)로부터 박리함으로써 마더 스탬퍼(108)를 형성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스탬퍼 제조 방법이다.

도 2는 종래의 스탬퍼 제조 방법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1 : 유리 기판 102 : 피트 및 랜드 패턴들

103 : 마스터 디스크 104 : 도전성막

105 : 전주(電鑄)막(Ⅰ) 106 : 파더(father) 스탬퍼

107 : 전주막(Ⅱ) 108 : 마더(mather) 스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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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포토레지스트층 110 : 광 디스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보의 재생에 사용되는 디스크 형상의 광 디스크용 스탬퍼 제조 방법, 스탬퍼, 및 광 기록 매체에 관한 것
이다.

광 빔을 조사하여 정보를 기록하여 재생하는 광 기록 매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향후 기록 밀도의 증가가 기대되
고 있다.

최근, 많은 이미지들과 대량의 음성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광 디스크들이 개발되어 왔
다. 보다 높은 기록 밀도를 가지는 디스크들을 제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광 레이저와 같은 광학 수단에 의하여 정보를 기록하여 재생하는 광 기록 매체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종래의 스탬
퍼가 공지되어 있다. 광 기록 매체 트래킹 홈, 및 정보 피트 등에 대응하는 피트 및 랜드 패턴들이 광 기록 매체 스탬
퍼 상에 형성되어 있다. 광 기록 매체 홈부는 열가소성 수지, 예컨대,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에 피트 및 랜드 패턴들을
전사함으로써 형성된다.

도 2는 종래의 스탬퍼용 제조 처리를 도시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방법에서, 마스터 디스크(203)에 포
함된 유리 기판(201) 상에 형성된 피트 및 랜드 패턴들(202)의 표면 상에 니켈이 스퍼터링되는 도전 처리를 수행함
으로써 도전성막(204)이 형성된다(도 2a). 이 처리후, 도전성막(204) 상에 니켈을 전주(electroforming)함으로써
전주막(Ⅰ)(205)이 형성된다(도 2b). 다음, 마스터 디스크(203)로부터 도전성막(204)과 전주막(Ⅰ)(205)을 일체 부
재로 하여 박리시켜, 파더(father) 스탬퍼(206)를 형성한다(도 2c). 실제로, 피트 및 랜드 패턴들을 가지는 일부 기
판들이 생성될 것이므로, 파더 스탬퍼(206)의 표면 상에 전주를 수행함으로써 전주막(Ⅱ)(207)이 형성된다(도 2d).
다음, 파더 스탬퍼(206)로부터 전주막(Ⅱ)(207)을 박리함으로써 마더(mother) 스탬퍼(208)가 획득될 것이다(도
2e). 사출 성형과 같은 방법을 마더 스탬퍼(208)에 적용함으로써, 광 디스크(210)의 기판이 대량 생산될 수 있다.
상술된 스탬퍼의 제조 방법에서, 도전성막과 전주막용 재료로서 니켈이 사용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된 제조 처리에서의 하나의 문제점은, 막(Ⅱ)(207)을 형성하는 전주 처리시, 파더 스탬퍼(206)로부터 전주막
(Ⅱ)(207)을 박리할 때, 막(Ⅱ)(207)은 도전성막(204)과 일체화될 수도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전주막
(Ⅱ)(207)이, 또한 니켈 자체를 함유하는 도전성막(204)의 표면 상에 니켈을 전주함으로써 형성되기 때문이며, 이것
은 막(Ⅱ)(207)과 도전성막(204) 모두가 동일 재료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 도전성막(204)의 니켈막의 표면에 차아할로겐산(hypohalous acid)을 사용하여 산화 처리를 적용하는 것(일본
특개평 JP54-40239 참조); 및

2) 도전성막(204)의 니켈막의 표면에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적용하는 것(일본 특개평 JP59-173288 참조)과 같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상술된 2가지 방법들은 니켈막의 표면 상의 산화 처리를 포함하나, 다음의 문제점들((1) 내지 (4))이 따라서 발생될
것이다.

(1) 니켈막의 전도성의 감소로 인하여, 전주막(Ⅱ)(207)의 막 형성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2) 니켈막의 표면이 산화 처리후 균일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전주막(Ⅱ)(207)의 막 형성 속도가 표면에 걸쳐 변동
하므로, 생성된 스탬퍼의 두께가 가변할 것이다.

(3) 도전성막(204) 상의 니켈막에서 전주막(Ⅱ)(207)이 박리될 때, 니켈막의 표면이 산화 처리후 균일하게 형성되
지 않으므로, 막(Ⅱ)(207)의 일부가 니켈막의 표면 상에 잉여물로서 남게될 것이다.

(4) 문제점 (1)의 산화 처리의 폐액이 환경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된 산화 처리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며, 파더 스탬퍼로부터 마더 스탬퍼를
박리함으로써 생성되는 스탬퍼 상의 결함들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스탬퍼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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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스탬퍼 제조 방법은, 피트 및 랜드 패턴들을 가지는 파더 스탬퍼의 표면 상에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파더 스탬퍼의 표면 상에 니켈 전주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니켈 전주막을 파더 스탬퍼로부터 박리
함으로써 제2 스탬퍼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파더 스탬퍼의 표면 상의 니켈 산화막은 플라즈마 표면 처리에 의하여 제거되어, 파더 스탬퍼 표면의
평탄도(flatness)와 평활도(smoothness)가 향상된다.

전주막을 형성할 때, 평탄도와 평활도가 향상된 이 파더 스탬퍼를 사용함으로써, 파더 스탬퍼와 전주막 간의 박리성
이 향상된다.

바람직하게는, Ar 가스의 사용이 산소 가스의 사용으로 유발되는 종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므로, 플라즈마 표면 처
리시 Ar 가스가 사용된다.

바람직하게는,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위한 RF 전원으로부터의 전력은 50W 내지 500W의 범위내이다. 이 범위에서,
파더 스탬퍼의 표면 조도가 감소되어, 그 결과 파더 스탬퍼와 전주막 간의 박리성이 향상된다.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수행한 후,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과 그 표면의 물 간의 접촉각은 플라즈마 표면 처리 전의
접촉각에 비해 20도 이상만큼 더 작다. 이 경우, 파더 스탬퍼의 표면 조도가 감소되어, 그 결과 파더 스탬퍼와 전주
막 간의 박리성이 향상된다.

제조 처리는, 플라즈마 표면 처리 후 그리고 전주막을 형성하기 전에, 파더 스탬퍼의 표면에 물을 공급하는 단계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물 공급 단계는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수행한 후 30분 이내에 시작한다. 이것은, 니켈산화물이
형성될 수 있기 전에, 파더 스탬퍼의 표면 상에 니켈수산화물의 막을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 공급 단계는 파더 스탬퍼를 물에 함침시킴으로써 수행된다. 또한, 플라즈마 표면 처리가 파더 스탬퍼의 표면 상
에 수행되는 챔버로 증기를 서서히 도입함으로써 물 공급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제조 처리는, 주 성분이 니켈수산화물인 파더 스탬퍼의 표면 상에 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이 막
은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수행한 후, 그리고 전주막을 형성하기 전에 형성된다. 이것은, 파더 스탬퍼와 전주막 간의
박리성이 스탬퍼와 막 사이의 니켈수산화물을 형성함으로써 향상되기 때문이다.

상술된 제조 방법들 각각에 따르면, 결점이 거의 없는 스탬퍼가 생성된다.

또한, 스탬퍼를 사용함으로써, 종래의 매체의 신호 특성보다 양호한 신호 특성을 가지는 광 정보 매체가 생성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피트 및 랜드 패턴들을 가지는 파더 스탬퍼의 표면에서 니켈산화물막을 제거함으로써, 전주로 생
성된 파더 스탬퍼와 마더 스탬퍼 간의 박리성이 향상될 수 있어, 마더 스탬퍼의 결함들을 감소시킨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광 디스크를 생성하기 위하여 스탬퍼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a는 포토레지스트가 피착된 유리 기판(101)을 도시한다. 이제, 포토레지스트로 기판(101)을 형성하는 처리를
설명한다. 우선, 200mm의 직경과 6mm의 두께를 가지며, 그 표면이 연마된 유리 기판(101)이 스핀 코팅 장치의 턴
테이블 상에 설정된다. 다음, 유리 기판(101)의 연마된 표면 상에 포토레지스트를 피착시킴으로써, 약 28㎛의 두께
를 가지는 포토레지스트층(109)이 형성된다.

도 1b는 피트 및 랜드 패턴들(102)이 노광 및 현상 처리에 의하여 형성되었던 유리 기판(101)으로 구성된 마스터
디스크(103)를 도시한다. 이제, 마스터 디스크(103)의 형성 처리를 설명한다. 여기서, 대물 렌즈로 수렴된 250nm
파장을 가지는 광 레이저가 포토레지스트층(109)에 조사되어, 레이저에 노광된 포토레지스트층(109)의 영역(이하,
노광된 영역이라 칭함) 상에 0.32㎛의 트랙 피치와 0.15㎛의 너비를 가지는 홈이 형성된다. 유리 기판(101)과 노광
된 영역을 포함하는 포토레지스트층(109)이 현상 장치로 전달된다. 다음, 포토레지스트층(109)은 현상액을 사용하
여 현상되고, 이 현상액은 순수(純水)로 세정된다. 여기서, 포토레지스트층(109)의 노광된 영역 만이 노광 처리시
제거되어, 포토레지스트층(109)의 비노광된 영역이 남는다. 유리 기판(101)은 현상 처리후 비노광된 영역만을 가지
며, 파더 스탬퍼(106) 상의 요망되는 피트 및 랜드 패턴이 제거된다. 상술된 처리는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를 사용
하는 예이나, 네가티브 포토레지스트도 사용가능할 수도 있다.

도 1c는 도전성막(104)을 가지는 마스터 디스크(103)를 도시한다. 이제, 마스터 디스크(103) 상의 도전성막(104)
을 형성하는 처리를 설명한다.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마스터 디스크(103) 상에 니켈 도전성막(104)을 20nm의 두
께로 형성한다.

도 1d는 전주막(Ⅰ)(105)이 전주되는 마스터 디스크(103)를 도시한다. 이제, 전주 처리를 설명한다. 여기서, 도전성
막(104)을 가지는 유리 기판(101)이 전주 장치(미도시)의 음극 시스템 상에 설치된 후, 도전성막(104)의 표면 상에
니켈 전주가 수행된다. 이 방식으로, 피트 및 랜드 패턴들(102)이 전사되어 있는 전주막(Ⅰ)(105)이 형성된다.

전주막(Ⅰ)(105)이 0.3mm의 두께를 가질 때, 니켈 전주가 종료되고, 유리 기판(101)이 전주 장치의 음극 시스템으
로부터 분리된다. 다음, 전주막(Ⅰ)(105)과 도전성막(104)이 단일 상태로 마스터 디스크(103)로부터 박리되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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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탬퍼(106)를 생성한다.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즉, 도전성막(104)의 표면을 가지는 파더 스탬퍼(106)의 측)
과 그 표면의 물(water) 간의 접촉각은, 에칭 단계(후술되는)를 수행하기 전에, 접촉각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될
것이며, 그 결과가 기록되어야 한다(예컨대, 접촉각은 50도일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바란다.

도 1e는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 상에(도전성막(104)의 표면 측)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니켈산화막
을 제거하는 처리를 도시한다. 여기서, 파더 스탬퍼(106)가 평행 평판 에칭 장치(미도시)에 삽입되며, 장치는 저온
펌프(cryopump) 등을 사용하여 진공 상태로 된다. 이 때, 도달 진공은 3 x 10-4(Pa)라고 가정한다. 에칭 가스를 도
입하기 전에 도달 진공은 1x 10-3(Pa)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주목바란다. 그 후, 에칭 가스로서 Ar을
100sccm의 유속으로 장치로 주입하면서, 진공 배기를 수행하여, 장치 내 압력을 10(Pa)로 유지한다. 다음, 전압이
100W로 증가하고, 에칭이 90초 동안 수행된다. 에칭후 3분 후에, 순수로 파더 스탬퍼(106)를 5분 동안 세정한다.
이 때, 상술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과 그 표면 상의 물과의 접촉각은 접촉각 측정기를 사
용하여 측정된다. 여기서, 파더 스탬퍼의 표면과 그 표면의 물 간의 접촉각이 에칭이 수행된 후 20도 이상 만큼 감소
된다고 가정한다. 예컨대, 에칭 전의 접촉각이 50도일 때, 에칭후 각은 15도로 조정될 수도 있다. 플라즈마 표면 처
리의 수행후, 스탬퍼가 순수에 30분 내로 함침될 때, 그 주 성분이 니켈수산화물인 막이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
상에 균일하게 형성된다.

도 1f는 막(Ⅱ)(107)이 전주되는 파더 스탬퍼(106)를 도시한다. 이제, 전주막(Ⅱ)을 형성하는 처리를 설명한다. 여
기서, 에칭 후 파더 스탬퍼(106)가 전주 장치의 음극 시스템 상에 설정된 후, 전주막(Ⅱ)(107)이 형성된다(전주막의
형성 처리). 전주막(Ⅱ)(107)이 0.3mm의 두께를 가질 때, 니켈 전주가 종료되어, 유리 기판(101)이 전주 장치에 포
함된 음극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된다. 다음, 전주막(Ⅱ)(107)이 파더 스탬퍼(106)로부터 박리된다(박리 처리).

상술된 실시예들에 따르면, 막(Ⅱ)(107)이 파더 스탬퍼(106)로부터 깨끗하게 박리될 수 있어서, 결점 또는 잉여물없
는 마더 스탬퍼(108)를 생성한다(도 1g). 또한, 마더 스탬퍼(108)로부터, 사출 성형기를 사용하여 광 디스크(110)
와 같은 광 기록 매체가 생성된다.

도 1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전성막(104) 상에 전주막(Ⅱ)(107)이 형성된다면, 막(104)과 막(Ⅱ)(107) 모두는 니켈
금속이므로 금속 결합이 발생한다. 그러나, 도 1g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더 스탬퍼(108)를 생성하기 위하여, 전주
막(Ⅱ)(107)이 도전성막(104)으로부터 박리되어야 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Ar 가스를 사용하여 파더 스탬퍼 상에 에칭을 적용함으로써, 파더 스탬퍼와 마더 스탬퍼 간의 박
리성의 개선이 확인된다. 개선점의 이유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생각된다.

파더 스탬퍼가 니켈 도전성막을 형성한 후 대기에 노출되면, 니켈산화물 및 니켈수산화물 모두가 도전성막의 표면
상에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 조성 분석 실행으로부터 명백하다. 대기에는 니켈산화물과 니켈수산화물이 거의 생성되
지 않으므로, 산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애싱을 수행함으로써 도전성막 상에 니켈산화물을 형성하는 방법이 일본
특개평 JP59-173288에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방법을 수행한 후, 순수를 이용한 세정 처리와, 니켈
전주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설파민산니켈과 같은 용액에 파더 스탬퍼를 함침하는 처리 같은 다른 처리들이 수행된
다. 이들 처리들로써, 니켈수산화물이 통상적으로 파더 스탬퍼 상에 형성된다. 니켈수산화물의 형성은 대기의 습도,
및 대기에 파더 스탬퍼를 방치하는 등의 요소들에 의하여 쉽게 영향을 받아, 니켈수산화물이 파더 스탬퍼 상에 균일
하게 형성되지 않게 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파더 스탬퍼 상의 니켈수산화물에 대한 니켈산화물의 비는 국지적으로 상이하며, 이들 둘 간의
박리성도 상이하다. 그러므로, 전주막(Ⅱ)과 도전성막 간의 박리성은 불규칙하게 되어, 마더 스탬퍼 상의 결함을 유
발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파더 스탬퍼의 표면 상에(도전성막(104)의 표면 측)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표면 상에
형성된 니켈산화물과 니켈수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다. 플라즈마 표면 처리가 진공에서 수행되므로, 니켈산화물과
니켈수산화물을 제거함으로써 순수 니켈이 표면 상에 노출된다. 플라즈마 표면 처리후 30분 이내에 순수에서 파더
스탬퍼(106)를 함침함으로써, 니켈수산화물이 표면 상에 균일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된다.

또한, 후술되는 바와 같이,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 상의 친수성은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향상된다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플라즈마 표면 처리는 저 에너지 조건들 하에서 수행되므로, 정량 분석으로 표면 조도를 분석할 수 있는 표
면 측정기 또는 원자간력 현미경과 같은 장치들을 사용하여 그 개선점을 확인할 수 없다.

대조적으로, 물에 대하여는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접촉각들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서, 플라즈마 표면 처리의 수행 후,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과 그 표면의 물
간의 접촉각은 처리 전의 접촉각에 비해 20도 이상 만큼 감소된다. 물에 대한 접촉각이 보다 작아지는 현상은,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 조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파더 스탬퍼(106)와 전주막(Ⅱ)(107)의 접촉 영
역은, 플라즈마 표면 처리 전과 비교하여, 플라즈마 표면 처리후 전주를 행할 때, 더 작을 수 있고, 평탄도와 평활도
가 향상된다. 따라서, 파더 스탬퍼(106)와 전주막(Ⅱ)(107) 간의 박리 성능은 접촉 면적의 감소의 효과로 인하여도
향상될 수도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플라즈마 표면 처리에 의한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을 에칭함으로써, 파더 스탬퍼(106)와 전주
막(Ⅱ)(107) 간의 박리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 현상은 이후 설명되는 바와 같은 에칭의 입력 전력에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에칭의 입력 전력이 너무 크면, 표면 조도는 더 악화된다. 이 표면 조도는 마더 스탬퍼(108)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높은 표면 조도를 가진 스탬퍼로부터 생성된 피트 및 랜드 패턴들을 가지는 기판을 채용하는
광 디스크로, C/N(carrior to noise ratio)은, 재생시 재생 신호 성분의 노이즈가 증가하므로 더 악화된다.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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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칭의 입력 전력이 너무 작으면,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평탄도와 평활도의 개선이 예상될 수 없으므
로, 전주막(Ⅱ)(107)은 파더 스탬퍼(106)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예 1)

(1)

에칭시 입력 전력의 의존성의 조사에 관하여, 에칭 조건들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실험들을 설명한다. 에칭시 시간
의존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90초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에 주의바란다.

결과는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다.

[표 1]

 에칭의 입력 전력(W)  박리성  노이즈(dBm)

 10  나쁨  N/A

 30  나쁨  N/A

 50  좋음  -71

 200  좋음  -73

 500  좋음  -72

 600  좋음  -68

 800  좋음  -65

 1000  좋음  -58

표 1에서, 박리성 열의 "나쁨"이라는 용어는, 전주막(Ⅱ)(107)이 파더 스탬퍼(106)에서 박리될 수 없는 에칭 조건들,
또는 전주막(Ⅱ)(107) 상에 결함들이 생성된 조건들을 나타낸다. 동일 열의 "좋음"이라는 용어는, 결함없는 마더 스
탬퍼(108)가 생성되는 조건들을 나타낸다.

또한, 마더 스탬퍼(108)는 사출 성형기 상에 설정된 후, 두께 1.1mm의 광 기록 매체용 기판이 마더 스탬퍼(108)의
패턴들을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로 전사함으로써 생성된다. 마더 스탬퍼(108)의 표면 조도는 폴리카보네이트 기판으
로의 전사후에, 광 정보 매체 상의 노이즈로서 측정되며, 따라서 폴리카보네이트 기판의 노이즈의 레벨을 측정할 필
요가 있다. 알루미늄 반사막이 폴리카보네이트 기판 상의 정보 영역측 상에 20nm의 두께로 형성되고, 또한 0.1mm
의 두께를 가진 폴리카보네이트를 함유한 시트가 반사막 상에 형성된다.

기판은 정보 재생 장치 상에 설정되어, 노이즈 레벨이 측정된다. 이 정보 재생 장치에서, 405nm의 파장과 0.85의 개
구도를 가진 대물 렌즈를 채용하는 광 시스템이 사용된다. 정보 재생용 광이 0.1mm의 두께를 가진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측에서 기판에 조사된다. 5.0m/s의 선속으로 광 정보 매체를 회전시킴으로써, 출력 신호가 스펙트럼 분석기
에 설정되고, 3MHz 광대역에서 노이즈 레벨이 측정된다. 이 대역에서, 노이즈 레벨이 -70dBm 이하일 때, 노이즈
는 재생 신호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면 특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노이즈가 -70dB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검사로부터, 에칭의 입력 전력은 50W 내지 500W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에칭 전과 에칭 후의 표면의 평탄도와 평활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파더 스탬퍼(106)와 그 표면의 물 간의 접
촉각이 접촉각 측정기를 이용하여, 에칭 전후에 측정된다. 그 결과로부터, 에칭 전후에, 변화된 각으로서, 전주막
(Ⅱ)(107)의 박리성은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의 물에 관한 접촉각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파
더 스탬퍼(106)의 표면의 물에 대한 접촉각이 에칭을 수행할 때, Ar 가스의 압력과 인가된 전압을 조작함으로써 제
어될 수 있으므로, 에칭 전후의 파더 스탬퍼(106)의 표면 상의 물에 대하여 상이한 접촉각들을 가지는 스탬퍼들이
준비된다. 다음, 에칭 전후의 접촉각의 변화와 전주막(Ⅱ)(107)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도시된다.

[표 2]

 에칭 전후의 접촉각의 차  박리성

 0  나쁨

 5  나쁨

 10  나쁨

 15  나쁨

 20  좋음

 25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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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좋음

표 1과 유사하게, 박리성 열은 전주막(Ⅱ)(107)의 박리성과 결함들의 존재를 도시한다. 그 결과로부터, 파더 스탬퍼
(106)의 표면 상의 물에 대한 접촉각의 감소 정도는 2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 2)

(1)

예 2에서, 상술된 바와 같은 동일한 단계들과 과정들을 통하여 마더 스탬퍼(108)가 형성될 것이다. 도 1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마더 스탬퍼(108)의 박리성 및 스탬퍼 상의 결함들의 존재는, 파더 스탬퍼(106) 상에 니켈수산화물을 균일하게 형
성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생각된다. 스탬퍼 상에 수산화물을 균일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스탬
퍼는 플라즈마 표면 처리후, 신속하게 물에 함침될 필요가 있다. 역으로, 처리후, 파더 스탬퍼(106)가 대기중에 방치
되면, 니켈산화물과 니켈수산화물 모두가 생성된다. 니켈수산화물에 대한 니켈산화물의 비가 국지적으로 상이하고,
이들 재료들 간의 박리성이 또한 상이하므로, 박리성의 차이는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마더 스탬퍼(108)
상에 잔류하는 결함들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표 3에서, 플라즈마 표면 처리후 파더 스탬퍼(106)가 대기 중에 방치되는 시간과, 마더 스탬퍼(108) 상의 결함들의
존재(박리성)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표 3]

 대기중 방치 시간(min.)  박리성

 1  좋음

 10  좋음

 20  좋음

 30  좋음

 31  나쁨

 40  나쁨

파더 스탬퍼(106) 상에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수행할 때, 니켈산화물과 니켈수산화물이 제거되어, 순수 니켈이 노출
된다. 그러므로, 표면 상에 순수 니켈을 가지는 파더 스탬퍼(106)가 대기 중에 30분 이상 방치되면, 니켈산화물과
니켈수산화물 모두가 형성되고, 박리성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그 후 잉여물이 마더 스탬퍼(108) 상에 생성될 것이
며, 박리 처리시 표면 상에 결함들이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플라즈마 표면 처리후 파더 스탬퍼(106)가 대기 중에
방치되는 시간은 30분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2)

이 예에서, 마더 스탬퍼(108)는, 플라즈마 표면 처리후 순수에 스탬퍼를 함침시키지 않고, 상술된 바와 같은 동일한
처리를 사용하여 형성된다. 함침 처리 대신, 파더 스탬퍼(106)의 플라즈마 표면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챔버 내의 압
력은, 플라즈마 표면 처리후 증기를 적용함으로써 대기압으로 복귀된다. 이 처리에 따르면, 파더 스탬퍼(106)의 표
면 상에서, 상당한 고 순도의 니켈수산화물이 형성된다. 또한, 처리는 플라즈마 처리후 30분 이내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주목바란다.

본 발명의 스탬퍼를 제조하는 방법은 광 기록 매체 등에 대한 스탬퍼 생성 방법으로서 유용하다. 또한, 이것은 전주
에 의하여 생성된 스탬퍼의 제조 방법에도 적용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상술된 산화 처리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피트 및 랜드 패턴들을 가지는 파더
스탬퍼의 표면에서 니켈산화물막을 제거함으로써, 전주로 생성된 파더 스탬퍼와 마더 스탬퍼 간의 박리성이 향상될
수 있어, 마더 스탬퍼의 결함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탬퍼 제조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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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및 랜드 패턴들을 가지는 파더(father) 스탬퍼의 표면 상에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파더 스탬퍼의 표면 상에 니켈 전주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니켈 전주막을 파더 스탬퍼로부터 박리함으로써 제2 스탬퍼를 형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스탬퍼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Ar 가스가 플라즈마 표면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스탬퍼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표면 처리용 RF 전원의 전력은 50W 내지 500W 범위 내인, 스탬퍼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표면 처리후 파더 스탬퍼의 표면과 파더 스탬퍼의 표면의 물
간의 접촉각은, 플라즈마 표면 처리전 파더 스탬퍼의 표면과 파더 스탬퍼의 표면의 물 간의 접촉각과 비교하여, 20
도 이상만큼 더 작은, 스탬퍼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표면 처리의 실행 후 및 전주막의 형성 전에, 파더 스탬퍼의
표면에 물을 공급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스탬퍼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물 공급 단계는 플라즈마 표면 처리 후 30분 이내에 시작하는, 스탬퍼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물 공급 단계는 파더 스탬퍼를 물에 함침함으로써 수행되는, 스탬퍼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표면 처리는 챔버에서 수행되고, 물 공급 단계는 수증기를 챔버로 도입함
으로써 수행되는, 스탬퍼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표면 처리의 실행후 및 전주막 형성 전에, 파더 스탬퍼의 표
면 상에 니켈수산화물로 주로 구성된 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스탬퍼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의 제조 방법에 의해 생성된, 스탬퍼.

청구항 11.

제 10 항의 스탬퍼에 의하여 생성된, 광 기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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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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