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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투명고분자필름(10),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면(20), 은박막층(30)으로 이루
어진 반사체 및 그것을 사용한 반사부재에 있어서, 투명고분자필름(10)과 은박막층(30)의 계면에 있어서 
일어나는 광열열악화(열에 의해 가속되는 광열악화로서, 열악화부분이 적자색으로 변색하는 것)를 효과적
으로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사체 및 그것을 사용한 반사부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광열열악화된 반사체의 단면의 미세구조를 표시한 사진.

제2도는 본 발명의 반사체의 구조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의 반사부재의 구조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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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는 본 발명의 반사부재의 구조단면도.

제5도는 본 발명의 반사부재의 구조단면도.

제6도는 본 발명의 반사부재의 구도단면도.

제7도는 본 발명의 반사부재의 구도단면도.

제8도는 투명고분자 필름표면의 미세구조를 표시한 AFM사진.

제9도는 금속을 함유하는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를 실시한 투명고분자필름표면의 미세구조를 표시한 
AFM상 사진.

제10도는 투과한계파장이 390nm인 UV커트필터를 통해서 얻어진 의사태양광의 스펙트럼을 표시한 그래프.

제11도는 본 발명의 반사체의 광조사시간과 반사율의 관계를 표시한 그래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투명고분자필름

20: 금속을 함유하는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면

30 : 은박막층                        40 : 접착체층

50 : 금속판                           60 : 고분자필름

70 : 광차폐층                        80 : 금속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사율이 높은 은을 반사층으로 해서 투명고분자필름위에 적층하여 구성한 반사체 및 그것을 
사용한 반사부재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내광성(內光性), 내열성이 뛰어난 은을 사용한 반사체 
및 그것을 사용한 반사부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반사체 및 반사부재의 사용예로서는, 액정표시장치
의 백라이트의 램프하우스, 프린터 및 FAX등에 사용되는 반사경, 형광등의 반사용 갓(reflector), 스트로
보의 반사용 갓, 콤펙트의 거울 등을 들 수 있으나, 이 이외에도 거의 모든 광반사체를 들 수 있다. 

은은 가시광영역 및 적외영역에 높은 반사율을 가지고, 또 전기 및 열의 전도율이 금속중에서 
최대이므로, 까시광선반사재료 및 열선반사재료, 전기재선재료로서 주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중에
서 산화되는 일은 없으나, 대기중의 아황산가스, 황과 반응하여 흑색의 황화은을 생성한다.  또, 오존과 
반응하여 흑색의 산화은(AgO)을 생성한다. 

대기에 의한 은의 황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는, 은을 합금화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전
기접점용에는,3~40wt%의 Cu를 함유한 은이, 또, Cd를 함유한 은이, 또는 10wt%의 Au를 함유한 은이 사용
되고 있다. 또, 치과용에는 25wt%의 Pd와 10wt%의 Cu를 함유한 은이, 장식용에는 5~20wt%의 Cu를 함유한 
은이 사용되고 있다.  또, 은의 실용성능에 관해서는, 「귀금속의 실제지식」 야마모토유조편저, 일본국, 
토요경세신보사, 1982년, 페이지 72~153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기타의 황화방지방법으로서는, 은을 금속층 또는 금속산화물층, 금속황화물층, 합금층, 밑칠수지층, 보호
수지층에 의해 피복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유리위에 은을 막형성한 후에, Cu와 Sn으로 이
루어진 합금층을 적층하고, 또 수지층을 적층함으로써 은의 부식을 방지하고, 또, 내(耐)스크러치성을 높
이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일본국 특개소 48-18538).  또, 본발명자들에 있어서도, 은박막층의 양면에 알
루미늄, 티탄 등으로 이루어진 금속층을 사용함으로써, 은박막층의 광,열,가스등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일본국 특개평 1-279201).

최근, 반사체로서 은을 사용한 고반사율의 반사체가 액정표시장치의 백라이드부의 램프리플렉터를 중심으
로, 형광등의 반사용 갓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은박막층/접착체층
/알루미늄판의 충구성으로 이루어진 소위 반사판(은반사판)이나, PET/은박막층/접착체층/알루미늄박막층
/PET/광차페층으로 이루어진 소위 반사시이트(은반사시이트)이다. 이들은, 투명고분자필름인 PET와 접착
제층에 의해 은을 피복함으로써 종래부터의 문제점이었던 대기폭로(暴露)에 의한 은의 황화, 산화를 방지
하여, 고반사율을 유지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예를 들면, 상기 은반사판 및 은반사시이트를 80℃의 항온
조(槽)속에 1000시간 방치하였으나, 황화등에 의한 흑색, 황색의 변색은 관찰되지 않고, 또 반사율도 저
하하지 않았다. 또 60℃, 85%RH의 항온항습조에 1000시간 방치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변색 및 반사율의 저
하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본 발명자들은 Q-PANEL회사(미국)의 QUV시험기를 사용해서, 상기 은반사판 및 은반사시이트의 자
외선조사시험을 행하였던 바, 반사면이 적자색으로 변색한다고 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은의 황화, 산화에 의한 흑색, 황갈색, 황색과 같은 색과는 명백히 다르며, 또 PET
필름자체의 자외선열악화에 의한 황변(黃변)과도 달랐다. 그래서 광조사하에 있어서 일어나는 은박막의 
반사율저하를 광열악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들에 대해서 본 발명자들은, 파장 380㎚에서부터 300㎚에 
있어서의 광선의 투과율이, 10%이하인 가요성 기판의 한쪽면에 은을 함유한 금속박막을 적층함으로써, 가
시광선에서의 반사율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없이, 광(자외선), 열등에 대한 내구성을 개선한 반사체(일
본국 특개평 5-162227)를 제안해왔다.

본 발명자들은 투명고분자필름/은으로 이루어진 반사체의 자외선열악화에 관해서 더욱 검토를 행하였던 
바, 놀랍게도, 자외선을 제외한 가시광조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자색으로 변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이 가시광에 의한 광열악화는, 상온에서는 매우 천천히 진행하지만, 고온하에서는 급속
하게 진행하는 것도 발견하였다. 따라서, 금후 이 열악화를 「광열열악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제1도는 광열열악화된 샘플의 단면투과전자현미경사진(단면TEM사진)이다.시료는 PET위에 은박막을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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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Ag 로 이루어진 반사체이며, 조사강도 500㎽/㎠, 샘플온도 100℃의 촉진열악화시험(광열열악화촉진시
험)을 300시간 행한 것이다. PET와 은의 계면에 있어서, 직경 수십nm의 입자가 관찰되었다. PET로부터 은
박막층이 부분적으로 박리되는 동시에, PET와 은의 계면에 있어서 직경 수십㎚의 입자가 관찰되고, 이 입
자는 PET속에 침입해 있는 것을 알았다. 이 입자를 전자선프로우브마이크로애널라이저(EPMA)에 의해서 분
석하였던 바 은인 것을 알았다.

본 발명자들이 얻은 지견에 의거해서 광열열악화의 특징을 이하에 종합한다.

① 광열열악화는 고분자필름과 은박막층의 계면에 특유한 열악화이다.

② EPMA에 의해서 광열열악화부분을 분석하였던 바, 종래의 은의 열악화에서 검출된 황, 염소, 산소가 검
지되지 않았다.

③고분자필름과 은박막층의 계면이외의 은박막부분에서는 열악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본 발명자들이 발견한 신규의 과제인 광열열악화에 의한 반사체의 변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고온하의 광조사에 있어서 현저하게 관찰되는 반사체의 변색을 방지하고, 
광조사후에도 90%이상의 반사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본 발명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투명고분자필름(A)의 한
쪽면에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를 행하고, 또 이표면처리면에 은박막층(B)을 형성함으로
써, 투명고분자필름과 은박막층의 계면에 있어서 일어나는 변색을 억제하고, 300시간의 광열열악화촉진시
험후에도 반사율이 90%이상인 반사체를 실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반사율은 이러한 
지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즉, 본 발명은, 이하의 구성요소를 가진 것이다.

① 적어도, 투명고분자필름(A), 은박막층(B)으로 이루어진 구성(AB)의 투명고분자필름쪽을 반사면으로 하
는 반사체에 있어서, 투명고분자필름(A)의 한쪽면에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를 행하여 
표면처리면으로 하고, 또, 이 표면처리면에 상기 은박막층(B)을 형성해서 이루어져, 390㎚이하에 파장의 
광을 제외한, 조사강도 500㎽/㎠의 의사태양광을 반사체온도 100℃에서 300시간 조사한 후에도 반사율이 
90%이상을 유지하는 반사체.

②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에 의해, 투명고분자필름처리면에 부착하는 금속의 양이, 4×

10
14
원자/㎠~2×10

16
원자/㎠인 상기ⓛ항기재의 반사체.

③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에 있어서, 이 금속이 Ti, V, Cr, Cu, Zn, 및 W으로부터 선택
된 1종인 상기 ①항 또는 ②항 기재의 반사체.

④ 상기 ①항~③항 기재의 반사체(C)의 은박막층쪽을 지지체에 접착체층을 개재해서 적층해서 이루어진 
반사부재.

⑤ 지지체가 금속판 또는 고분자필름인 상기 ④항 기재의 반사부재.

⑥ 금속판이 알루미늄판, 놋쇠판, 스테인레스판 및 강철판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인 상기 
⑤항 기재의 반사부재.

⑦ 상기 ①항~③항 기재의 반사체(C)와, 접착체층(D)과, 고분자필름(E)과, 광차폐층(F)이 이 순서로 적층
되어 이루어진 구성(CDEF)의 반사부재에 있어서, 상기 반사체(C)의 은박막층쪽을, 접착체층쪽으로 하는 
반사부재.

⑧  상기 ①항~③항기재의 반사체(C)와,  접착체층(D)과,  금속층(G)과  고분자필름(H)과,  광차폐층(F)으로 
이루어진 구성(CDGHF) 또는 (CDHGF)의 반사부재로서, 상기 반사체(C)의 은박막층쪽을 상기 접착제쪽으로 
하는 반사부재.

⑨ 파장 380~300㎚에 있어서의 광선투과율이 10%이하인 투명고분자필름(A)을 사용한 상기 ①항~③항의 어
느 한 항에 기재의 반사체.

⑩ 파장 380~300㎚에 있어서의 광선투과율이 10%이하인 투명고분자필름(A)을 사용한 상기 ④항~⑧항의 어
느 한 항에 기재의 반사부재.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이, 투명고분자필름(A)의 한쪽면에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를 
행하고, 또 이 표면처리면에 은박막층(B)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투명고분자필름과 은박막층의 계면이 있
어서 일어나는 광열열악화를 극히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첨부도면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광열열악화를 일으킨 
반사체의 단면의 투과전자현미경사진이며, 제2도는 본 발명의 가장 간단한 반사체의 구조단면도이고, 제3
도는 제2도에 표시한 반사체와 금속판(50)을 접착체층(40)을 개재해서 적층하여 제작한 반사부재의 구조
단면도이고, 제4도는 제2도에 표시한 반사체와 고분자필름(60)을 접착제층(40)을 개재해서 적층하여 작성
한 반사부재의 구조단면도이고, 제5도는 제4도에 표시한 반사부재에 또 광차폐층(70)을 적충한 반사부재
이고, 제6도는 제5도에 표시한 반사부재의 접착제층(40)과 고분자필름(60)과의 사이에 금속층(80)을 형성
한 반사부재이고, 제7도는 제5도에 표시한 반사부재의 고분자필름(60)과 광차폐층(70)의 사이에 금속층
(80)을 형성한 반사부재이다. 제8도는 플라즈마처리가 실시되어있지 않은 투명고분자필름표면의 미세구조
를 표시한 AMF상(像)이고, 제9도는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를 실시한 투명고분자필름표
면의 미세구조를 표시한 AMF상이고, 제10도는 투과한계파장이 390㎚인 UV커트필터를 통해서 얻게된 의사
태양광의 스펙트럼을 표시한 그래프이고, 제11도는 반사체에의 광조사시간과 반사체의 반사율과의 관계의 
일례를 표시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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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반사체란, 대기등의 매질(媒質)로부터 반사체에 입사하는 광을 원래의 매질
로 되돌리는 물체를 말하며, 주로 여기서는 가시영역의 광의 90%이상을, 원래의 매질로 되돌리는 물체를 
말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자시영역의 광의 92%이상을 원래의 매질로 되돌리는 물체를 말한다.

제2도를 사용해서 본 발명의 반사체에 의한 반사의 개략을 설명하면, 투명고분자필름(10)쪽으로부터 입사
한 광(90)은, 그 대부분이 투명고분자필름(10) 및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면(20)을 투과
하여, 은박막층(30)에 도달하고, 은박막층(30)에서 반사하여,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면
(20)및 투명고분자필름(10)을 투과하여, 재차 원래의 매질속으로 되돌아온다.

제3도는 표시한 반사부재는 접착제층(40)을 개재해서 제2도에 표시한 반사체와 금속(50)을 적층한 구성이
며, 은박막층이 접착제층(40)과 접하고 있는 이 반사부재의 제조방법으로서는, 투명고분자필름(10)위 한
쪽면에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를 행하여 표면처리면(20)을 형성하고, 또 이 표면처리면
(20)에 은박막층(30)을 형성하고, 이 은박막층(30)면에 접착제층(40)을 도포하고, 이 접착제층과 금속판
(50)을 적층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접착제층과 금속판과의 적층은 접착제의 도포후에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외에도, 도포공정과 적층공정을 분리해서 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열가소성의 폴
리에스테르계 접착제를 사용했을 때는, 도포완료의 접착제를 열롤로 용융시킴으로써, 임의의 시점에 적층
을 행할 수 있다.

제4도는 표시한 반사부재는, 접착제층(40)을 개재해서 제2도에 표시한 반사체와 다른 고분자필름(60)을 
적층한 구성이며, 은박막층(30)이 접착제층(40)과 접하고 있다. 이 반사부재는, 제3도에 있어서의 금속판
(50)을 고분자필름(60)으로 치환한 것이며, 제3도에 표시한 반사부재와 마찬가지로 제조할 수 있다.

제5도에 표시한 반사부재는 제4도의 반사부재에 또 광차폐층(30)을 코팅에 의해 도포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제6도에 표시한 반사부재는, 제5도에 표시한 반사부재에 있어서의 접착제층(40)과 고분자필름(60)과의 사
이에 금속층(80)을 형성한 구성이며, 고분자필름(60)대신에, 고분자필름(60)에 증착등에 의해 미리 금속
층(80)을 막형성한 필름을 사용하여, 고분자필름의 금속층(80)쪽을 접착제층(40)쪽으로 해서 적층함으로
써 제조할 수 있다.

제7도에 표시한 반사부재는 제6도에 있어서의 고분자필름(60)에 미리 증착등에 의해 금속층(80)을 막형성
한 필름을, 고분자필름(60)쪽을 접착제층(40)쪽으로 해서 적층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투명고분자필름에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
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테르술폰(PES),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이
미드(PI), 3아세트산셀룰로스계수지, 폴리아릴레이트계수지, 폴리술폰계수지, 불소계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투명하고, 어느 정도 유리전이온도가 높은 것이라면 사용
할 수 있다.

투명고분자필름의  두께에는  한정적인  값은  없으나,  바람직하게는  10~200㎛정도가,  보다  바람직하게는 
10~100㎛정도가, 더욱 보다 바람직하게는 25~50㎛정도가 사용된다.

사용하는 투명고분자필름의 광학특성으로서는, 파장 550㎚의 광선투과율이 80%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파장 500~600㎚의 범위의 광에 대해서 광선투과율이 80%이상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파장 400~800㎚의 범위의 광에 대해서 광선투과율이 80%이상이다. 광선투과율이 80%보다도 낮으면, 반사
체로 했을 때의 반사율이 90%를 하회하여, 반사체로서의 성능상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은의 내광성을 향상시키기 의하여 투명고분자필름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은, 본 발명자들이 이미 제안하고 있다(USP 5,276,600).

파장 380㎚~300㎚에 있어서의 광선투과율이 10%이하인 투명고분자필름이란, 자외선흡수제 등이 혼합된 플
라스틱필름, 자외선흡수제나 산화아연 등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층이 형성된 플라스틱필름등이다.

바람직한 상기 투명고분자필름을 예시하면, 자외선흡수제를 함유한 2축연신 폴리프로필렌, 동(同)폴리에
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동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EN),  동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동아크릴
수지, 동폴리에테르이미드, 동폴리이미드등의 호모폴리머 또는 코폴리머를 들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하게
는, 자외선흡수제를 함유한 PET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자외선흡수제로서는, 벤조트리아졸계 자외선흡수
제나, 벤조페논계 자외선흡수제, 살리실산에스테르계 자외선흡수제를 들 수 있다.

은박막의 형성법으로서는, 습식법 및 건식법이 있다. 습식법이란 도금법의 총칭이며, 용액으로부터 은을 
석출시켜 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은거울반응 등이 있다. 한편, 건식법이란, 진공
막형성법의 총칭이며,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저항가열식 진공증착법, 전자빔가열식 진공증착법, 이온도금
법, 이온빔어시스트진공증착법, 스퍼터법 등이 있다. 특히, 본 발명에는 연속적으로 막형성하는 롤투롤방
식이 가능한 진공막형성법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진공증착법에서는 은의 원재료를 전자빔, 저항가열, 유도가열 등으로 용융시켜, 증기압을 상승시켜, 바람
직하게는 0.1mTorr(약 0.01㎩)이하에서 기재표면에 은을 증착시킨다.

이온도금법에서는, 진공속에 아르곤 등의 가스를 0.1mTorr(약 0.01㎩)이상 도입하여, 고주파 또는 직류의 
글로방전을 일으키고, 은의 원재료를 전자빔, 저항가열, 유도가열 등에 의해 용융시켜, 증기압을 상승시
켜서 기판표면에 은을 막형성한다.

스퍼터법에는, DC 마그네트론스퍼터법, RF마그네트론스퍼터법, 이온빔스퍼터법, ECR스퍼터법, 콘벤셔널RF
스퍼터법, 콘벤셔널DC스퍼터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스퍼터법에 있어서는, 원재로는 은의 판형상 타깃을 
사용하면 되며, 스퍼터가스에는, 헬륨, 네온, 아르콘, 크립톤, 크세논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
는 아르곤이 사용된다. 가스의 순도는, 99%이상이 바람직하나, 보다 바람직하게는 99.5%이상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은박막층의 두께는, 70㎚~300㎚가 바람직하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200㎚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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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너무 얇으면, 은의 막두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투과하는 광이 존재하여 반사율이 저하한다. 한
편, 이것이 너무 두꺼울 경우는, 반사율은 상승하지 않고 포화경향을 나타내는 위에, 은의 자원을 유효하
게 이용한다고 하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은박막층에는, 성능에 해를 미치지 않는 정도의 금, 구리, 니켈, 철, 코발트, 텅스텐, 몰리브텐, 탄탈, 
크롬, 인듐, 망간, 티탄, 알루미늄 등의 금속불순물이 함유되어도 된다. 사용하는 은층의 순도는 99%이상
이 바람직하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99.9%이상, 더욱 보다 바람직하게는 99.99%이상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은박막층등의 각 두께의 측정은, 촉침거칠기측정계, 반복반사간섭계, 마이크로밸런스, 
수정진동자 등에 의해서 행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수정진동자법에서는 막형성중에 막두께를 측정가능하
므로 소망의 막두께를 얻는데 적합하다. 또, 사전에 막형성 조건을 정해놓고, 시료기재위에 막형성을 행
하고, 막형성시간과 막두께의 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막형성시간에 따라 막을 제어하는 방법도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투명고분자필름에,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를 행하고, 이 표면처리
후에 은박막층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표면처리를 행함으로써, 투
명고분자필름과 은박막층과의 계면에 있어서 일어나는 광열열악화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된다. 이
하, 본 발명에서 말하는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처리에 관해서 이하에 상세히 예시한다.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는, 예를 들면 진공장치내에 방전가스를 도입하고, DC글로방전 또는 RF글로방전에 
의해 플라즈마를 생성하였던 바, 전자빔, 저항가열, 유도가열 등에 의해 증발시킨 금속의 증발입자를 도
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또, 글로방전에 의한 플라즈마속에서 금속의 할로겐화물, 수소화물 등을 분해
반응 시킴으로써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다. 또, 소망의 금속을 음극으로 한 DC글로방전 또
는 RF글로방전에 의해 플라즈마를 발생함으로써,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를 얻을 수도 있다. 간이한 방법
으로서 소망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스퍼터법에 의해 얻을 수도 있는 외에, 상기 이외의 기존의 증착법(아
크증착법, 레이저증착법, 크러스터이온빔증착법 등)과 RF 및 DC글로방전에 의한 플라즈마를 조합하는 것
에 의해서도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방법에 사용되는 금속으로서, Ti, V, Cr, Mn, 
Fe, Co, Ni, Cu, Zn, Ga, Ge, Y, Zr, Nb, Mo, Rh, Pd, Cd, In, Sn, Sb, Te, Nd, Sm, Eu, Gd, Ta, W, Re, 
Os, Ir, Pt, Au, Pb, Bi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Ti, W, Cr, V, Zn, Cu가 바람직하다. 또한, Mg, 
Al, Si를 사용한 경우는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 발명에서 말하는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란, 상기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투명고
분자필름표면을 폭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때, 필름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이면으로부터 투명고분
자필름을 냉각하는 일이 있다. 또, 롤투롤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길이가 긴 필름을 연속적으로 금속을 함유
한 플라즈마에 의해 처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므로, 공업적으로는 상기 장치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의 처리량은, 투명고분자필름의 처리면에 부착한 금속원자량을 

사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처리면에 부착하는 금속의 양은 바람직하게는 4×10
14
원자/㎠ 내지 2×10

16

원자/㎠이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5×10
14
원자/㎠ 내지 1×10

16
원자/㎠이고,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

15

원자/㎠ 내지 8×10
1
5원자/㎠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2×10

15
원자/㎠ 내지 6×10

15
원자/㎠이다. 표면처리

면에 부착하는 금속이 양이 너무 지나치게 적으면 본 발명의 목적으로 하는 광열열악화에 대한 충분한 효
과를 얻을 수 없다. 또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초기반사율이 저하하여, 본 발명의 목적의 하나인 90%이상
의 반사율을 얻을 수 없다.

부착금속의 양은, 막두께모니터 등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나, 상기한 범위의 금속원자의 양으로는, 증착
금속층이 연속막으로는 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일반적으로는 연속막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100㎚
정도의 막을 형성하였을 때에 소요된 시간을 참고로, 표면처리시간으로부터 계산에 의해 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t(초)동안, 어떤 특정의 조건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행하였을때에 부착한 금속층의 막두께가 
D(㎚)였다고 하면, 이 금속밀도ρ(g/㎤), 원자량M으로부터, 부착한 금속의 양N(원자㎠)은, N=D×ρ×6.02

×10
16
/M인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망의 금속량n(원자/㎠)을 표면에 부착시킬려면, 동일처리조건

에 의해서 t×(n/N)초 동안 처리를 행하면 되는 것으로 된다. 또, 수정발진자를 사용한 막두께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되는 주파수의 감도가 δf(㎐)였을때에, 부착한 금속의 양이 N(원자/㎠)이면, 실
제로 n(원자/㎠)만큼의 금속을 부착시키는 데 필요한 주파수의 감소는 δf×(n/N)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실제의 계산예를 표시하면, PET표면에 티탄을 함유한 플라즈마처리를 실시하고, 연속막이라고 생각되는 
두께인 100㎚의 막이 형성될 정도로 티탄원자를 부착시킬때에 1000초동안의 시간을 소요하였다. 부착된 

티탄의 양은 상기 식으로부터 약 6×10
17
원자/㎠이다. 따라서, 이 티탄을 함유한 플라즈마처리조건에 의해

서 3×10
15
원자/㎠의  티탄원자를 부착시키기 위해서는, 1000초×(3×10

15
원자/㎠)/(6×10

17
원자/㎠)=5초에 

의해, 5초간 처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된다.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를 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하의 두가지점이다. 첫째는, 
초기반사율이 90%이하가 될 정도로 상기 표면처리를 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것이고, 둘째는 투명고분자필름
의 은박막층을 적층하는 면에, 광열열악화를 억제하는데 충분한 표면처리를 행하는 것이다.

또한,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전에, 투명고분자필름표면에, 코로나방전처리, 글로방전처
리, 표면화학처리, 조면화(粗面化)처리 등을 행하는 일은 은막박층과 고분자필름의 밀착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당업자가 사용하는 상투수단일 것이다.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를 행한 투명고분자필름표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것은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본 발명자들은, 원자간힘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에 
의해 얻어진 표면의 미세구조를 얻는 일에 성공하였다. AFM에서는 원자차원의 선단부형상을 가진 탐침(探
針)의 선단부와 표면원자와의 사이에 작용하는 척력(斥力; repulsive force) 또는 인력을 검출하고, 표면
형상의 상태를 얻는다. 제8도는 이 표면처리를 행하고 있지 않은 투명고분자필름(PET)표면의 미세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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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제9도는 이 표면처리를 행한 투명고분자필름(PET)표면이다. 제8도에서는 탐침이 고분자표면을 할퀸 
것과 같은 흔적이 보여, 명확한 상(像)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제9도에서는 탐침에 의한 손상이 없어 명
확한 상을 얻을 수 있었다. 제8도와 제9도에 있어서의 상의 차이는 직감적으로 상기 표면처리에 의해 고
분자표면이 경도(硬度)가 변화하였으므로, 탐침의 파고들어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물리적
으로는 표면근처에 있어서의 탐침과 표면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탐침과 
표면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곡선(force curve)을 비교하였던 바, 표면처리를 행하지 않는 PET필름에서는 
표면근처에서 극히 급준한 변화를 하는데 대해서, 표면처리를 행한 PET필름에서는 완만한 곡선으로 변화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 또, 제9도로부터는 PET필름표면의 요철(凹凸)이 단차로 된 약 10㎚ 인 것도 
알았다.

고분자표면에 부착한 금속은 매우 소량이므로 표면애 국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이상적으로 평탄한 표면에 금속원자가 1층씩 정연하게 쌓여 올라간다고 해도, 금속원자의 부착량이 5×

10
14
~1×10

16
원자/㎠에서는 금속원자가 0.5층~10층 쌓여 올려 있는데 불과하다. 그 높이는 고작 0.1~수㎚ 

이다. 이 값은 제9도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PET필름표면의 요철 약 10㎚에 비해서 매우 작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를 실시한 후의 투명고분자필름표면에 있어서는, 
금속은 국소적(예를 들면 고분자필름을 구성하는 작용기상)으로 부착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러
워며, 오히려 바람직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L.J.Gerenser (Journal of Vaccum Science 
and Technology A, 8간, 3682페이지(1990면))는, PET필름위의 은원자의 반응사이트를 조사하여, 은원자는 
카르복실기와 반응하기 쉽다고 결론짓고 있다.

투명고분자필름표면에 부착된 금속의 양은, X선광전분광법(XPS), 러더퍼드후방산란분광법(RBS), 부착금속
을 용해시킨 후에 행하는 유도결합플라즈마(ICP)발광분광법, 2차이온질량분석법(SIMS), 레이저유기형광분
광법(LIF), 형광X선분석법(XRF)등에 의해 조사가 가능하다. 실제의 정량은, ICP나 RBS가 바람직하게 사용
되나, 실용적으로는 XPS가 바람직하다. XPS에 의해 실제로 측정할 때에는, 0전자의 탈출깊이를 고려해서 
부착금속량의 평가를 행한다. 예를 들면, Ti를 함유한 플라즈마처리를 한 후의 XPS에 의한 Ti의 표면농도

가 80%였다고 한다. 광전자의 평균적인 탈출깊이는, 2원자층이므로, 3×10
15
(2원자층)×0.8=2.4×10

15
원자/

㎠의 원자가 부착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XPS의 측정치를 사전에 ICP에 의해 교정해둠으로써 
측정정밀도가 향상된다.

투명고분자필름에 대해서,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를 행하고, 이 표면처리면에 은박막층
을 형성한 후, 또 은박막층의 보호나 필름의 미끄럼성의 향상의 목적을 위하여, 크롬, 니켈, 티탄, 알루
미늄, 몰리부덴, 텅스텐 등의 단금속 혹은 합급, 또는 인코넬, 인콜로이, 모넬, 하스텔로이, 스테인레스, 
제랄루민 등의 합금층을 10㎚~30㎚ 적충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제작된 본 발명의 반사체의 반사율은, 바람직하게는 90%이상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92%이
상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94%이상이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반사율은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550㎚의 파장의 광에 대한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광조사후의  반사체의  열악화의  정도를  조사하는  광열열악화촉진시험(광촉진열악화시험이라고도  부름)의 
조사광으로서는, 390㎚이하의 파장의 광을 제외한, 조사강도 500㎽/㎠의 의사태양광을 사용한다. 의사태
양광이란, 옥외에서의 맑은 날일때의 태양공과 마찬가지의 스펙트럼을 가진 광이다. 구체적으로는, 크세
논램프에 광학필터를 짜맞추어서 의사태양스펙트럼을 얻는 것이다. 또, UV커트필터에 의해, 390㎚이하의 
파장의 광을 차단한다. 이렇게 해서 얻게된 광의 조사강도를 샘플표면에서 대략 500㎽/㎠로 하고, 광열열
악화촉진시험을 행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산업상 문제가 되는 투명고분자필름과 은박막과의 계면에
서 발생하는 광열악화를 단시간에 발생시키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주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의 조사광이, 390㎚이하의 파장광을 제외한, 조
사강도 500㎽/㎠의 의사태양광이다라고 쓰여있어도, 실제로는, 투과한계파장이 390㎚인 UV커트필터를 사
용해서 자외선을 차단한 조사강도 500㎽/㎠의 의사태양광을 광열열악화촉진시험에 사용하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반사체는, 반사체온도를 100℃로 유지하고, 투과한계파장이 390㎚인 UV커트필터를 사
용해서 자외선을 차단한 조사강도 500㎽/㎠의 의사태양광을 300시간 조사하였을 때에, 파장 550㎚에서의 
반사율이 90%이상을 유지하는 반사체를 말한다.

투과한계파장이란, 예를 들면 투과율이 A%가 되는 파장과, 투과율이 B%가 되는 파장의 중간치로 표시되어 
있는 일이 많으며(예를 들면 투과율이 72%가 되는 파장과 5%가 되는 파장의 중간파장을 말함), 이들 값과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파장의 값이 다른 것은 당업자가 알고 있는 바이다.

제10도에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되고, 또, 이하에 설멸하는 실시예에서 사용된 투과한계파장이 390㎚인 
UV커트필터를 통해서 얻어진 의사태양광의 스펙트럼의 일례를 표시한다. 이 스펙트럼도면으로부터, 금회 
사용한 조사광은, 실질적으로 360㎚이하의 자외광을 제외한 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투과한계파장이 390㎚인 UV커트필터로서는 일본국 시그마코키주식회사의 샤프커트필터-물품번호 SCF-50S-
39L(투과한계파장 390㎚, 파장 360㎚에 있어서의 투과율이 1%이하)이, 또, 일본국 토시바카세이공업주식
회사의 샤프커트필터-L39(투과한계파장 390㎚, 파장 360㎚에 있어서의 투과율이 1%이하)가 있다. 광학특
성에 있어서는 거의 마찬가지이며, 어느 쪽을 사용해도 마찬가지의 시험결과가 얻어지고 있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은, 시료에 상기 광을 조사하는 동시에,또 샘플을 100℃로 가열해서 행하였다.100℃로 
가열함으로써 더욱 열악화가 촉진된다. 시료의 가열은, 시료를 유지한 알루미늄판의 아래에 판형상의 피
터를 설치하고, 이 히터를 온도조절기에 의해 제어함으로서 행하였다. 온도조절은 알루미늄판위에 밀착시
킨 열전쌍에 의해 온도를 측정하여 행하였다.

본 발명의 반사부재는, 상기한 본 발명의 반사판을, 예를 들면, 금속판 또는 고분자시이트로 이루어진 지
지체에, 접착제층을 개재해서 고정한 것이다. 적층에 사용되는 접착제(점착제도 포함)로서는, 폴리애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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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계 접착제, 아크릴계 접착제, 우레탄계 접착제, 실리콘계 접착제, 에폭시계 접착제, 멜라민계 접착제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들 종류도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용상의 접착강도가 있으면 임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접착강도로서는 180° 박리강도의 측정치가 100g/㎝이면 충분하며, 바람직하게는 500g/
㎝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0g/㎝이다.너무 접착강도가 작으면, 반사체로서 곡률반경 1~5㎜정도로 구
부렸을때에, 투명고분자필름쪽이 금속판 또는 고분자시이트로부터 들뜨는 등의 사태를 야기하므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접착제층의 두께로서는, 0.5㎛~50㎛가 바람직하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1㎛~20㎛이다. 너무 지나치게 두꺼
우면 재료비의 점에서 비용상숭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지나치게 얇으면 충분한 접착강도를 얻을 
수 없다.

접착제의 도포방법으로서는, 바코트법, 메이야바코트법, 리버스코트법, 그라비야코트법, 다이코트법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은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 점도, 도포량, 도포속도, 얻어지는 면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반사체에는, 은 박막층과 반대쪽의 투명고분자필름위에, 투명한 보호층을 형성해도 된다. 이와 
같은 보호층에 의해, 반사체의 표면경도, 내광성, 내가스성, 내수성 등 외적환경인자의 영향을 더욱 억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호층의 형성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예로서는, 예를 들면, 폴리메타크릴산메
틸등의 아크릴수지, 폴리아크릴로니트릴수지, 폴리메타아크릴니트릴수지, 에틸실리케이트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 등의 규소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불소수지 등의 유기물질외에 산화규소, 산화아연, 산화티탄 등
의 무기물질이 유용하다. 400㎚이하, 바람직하게는 380㎚이하의 파장광을 차단하고, 바람직하게는 10%이
하로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적층하는 것은 은층의 광열악화(자외선열악화)를 방지하는 면에서 바람
직하다.

투명보호층의 형성방법으로서는, 코팅, 필름의 적층등, 기존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또, 이 투명보호층의 
막두께는, 광반사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또한 가요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효과를 발휘할 필
요가 있으며, 그 재료, 용도에 따라서 적당히 변경해서 사용된다.

지지체로서 사용되는 금속판으로서는, 알루미늄판, 알루미늄합금판, 놋쇠판, 스테인레스판, 강판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사부재의 용도에 따라 선택된다. 예를 들면, 알루미
늄은 경량이고 또한 가공성이 뛰어나고, 또 열전도율이 높아 그것에 걸리는 열을 효과적으로 대기속으로 
도망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형 개인용 컴퓨터 등의 LCD의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반사부재에 적합하
게 이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합금은 경량이고 또한 기계적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구조부재를 겸하는 반
사부재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스테인레스는 기계적 강도가 고도로 높고, 또 내식성이 뛰어나므로, 
옥외에서 사용되는 반사부재를 비롯하여,  재료의 박판화가 필요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된다. 놋쇠(황
동), 즉 구리아연합금은 기계적 강도가 강한 것에 추가하며, 납땜이 용이하기 때문에 접지를 필요로 하는 
반사부재에 적합하게 사용된다. 강판은 염가이므로, 비용을 우선으로 하는 용도인 형광등용 반사갓 등에 
적합하게 사용된다.

지지체로서 사용되는 고분자필름으로서는, 2축연신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텔레프틸레이트(PET), 폴리에
틸레나프탈레이트(PEN),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아크릴수지,  메타아크릴수지, 폴리에테르술폰
(PES),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폴리아릴레이트, 폴리에테르이미드, 폴리이미드 등의 호모폴리머 또
는 코폴리머를 들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며, 이 고분자필름이 가
장 바깥층인 경우에는 외관상 백색인 것이 바람직하다. 지지체로서의 고분자필름의 두께는, 비용저감 및 
구부림용이성에서는 얇은 쪽이 바람직하며, 은박막층등과 적층할때의 취급(handling)성 및 형상유지성에
서는, 두께는 두꺼운 쪽이 양호하다. 바람직한 필름의 두께는 5㎛~500㎛, 더욱 바람직하게는 10㎛~200㎛
이고, 15㎛~100㎛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은박막층에는 핀홀 등의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근소하기는 하나 광이 투과하는 일이 있다. 그래
서 지지체로서, 고분자필름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들 광을 차폐하기 위하여 금속층 및 광차폐층을 사
용한다. 또 지지체쪽으로부터 반사부재에 입사한 광이 반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차폐를 사용할 
수도 있다. 금속으로서는 Al ,Cr등이 사용된다.

광차폐층으로서는, 백색안료를 수지속에 분산시킨 백색도장이 사용된다. 백색안료로서는 알루미나, 티타
니아(티탄백), 산화납(연백), 산화아연(아연화), 탄산칼슘, 탄산바륨,황산바륨, 티탄산칼륨, 규산나트륨 
등을 들 수 있다. 수지로서는 아크릴계수지나,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우레탄계 수지 등이 사용된다.

본 발명품인 은반사체의 구성 및 조성의 대표적인 평가방법을 이하에 설명한다.

은박막층, 접착제층, 지지체의 각 부의 두께는, 그 단면을 투과형 전자현미경(TEM)에 의해 관찰함으로서 
직접 측정할 수 있다. 고분자필름의 재료분석은, 적외분광(IR)을 행함으로써 행하여진다. 또, 접착제의 
재료분석은, 은박막층과 지지체를 잡아떼어 접착제를 노출시켜, 적당한 용매에 그것을 용해한 시료를 제
작하여, 그 적외분광(IR)을 행할 수 있다. 은박막층 및 지지체의 재료분석은, 형광X선분광(XRF)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또, X선마이트로 애널라이저(EPMA)에서는 형광X선분광으로부터 미세한 부분의 원소분석을 
행할 수 있다. 또, 은박막층이 형성된 고분자필름을, 접착제층으로부터 잡아떼어 은박막층을 노츨시키면, 
오제전자분광법(AES)에 의해 조성분석 및 깊이프로파일을 취함으로써 두께도 알 수 있다.

반사율의 측정방법으로서는, 각종의 것이 있으나,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에서는, 분광광도계에 적분구
(積分球)를  설치해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국  히타치사제품인 자동자기(自記)분광광도계(형
식:U-3400)에  150적분구φ(형식:150-0901)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표준샘플(reference)로는 산화알루미
늄으로 이루어진 표준백색판을 사용하였다.

또, 투명고분자필름 등의 광선투과율(평행광선투과율)은 예를 들면, 상기의 히타치사제품인 자동자기분광
광도계(형식:U-3400)에,  필름홀더(형식:210-2112)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또, 전체광선투과율(평행광선
투과율 + 확산투과율)은 150φ적분구를 설치하고, 샘플을 적분구의 시료쪽 광속입구에 고정하여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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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시예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대해서 설명한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은, 390㎚이하의 파장의 광을 제외한 조사강도 500㎽/㎠의 의사태양광을 사용해서 행
하였다. 또, 반사체는 100℃로 가열하였다. 광원으로는 일본국 야마시타 덴소(주)의 솔라시뮬레이터형식
YSS-505H를 사용하였다. 또, 일본국 토시바카세이공업(주)의 샤프커트필터-L-39를 사용해서, 390㎚이하의 
파장광을 제거했다.

반사체의 반사율은, 상기한 히타치사제품인 자동자기분광광도계(U-3400)에 150φ적분구를 설치하여 측정
하였다. 표준시료샘플로는 산화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표준백색판을 사용하였다.

투명고분자필름의 광선투과율(평행광선투과율 + 확산투과율)은 상기 히타치사제품인 자동자기분광광도계
(U-3400)에 필림홀더(형식:210-2112)를 설치하고, 필름홀더에 시료가 되는 투명고분자필름을 유지함으로
써 측정하였다.

[실시예 1]

진공장치내에 방전가스로서 순도 99.5%의 아르곤을 2×10
-3
Torr 도입하고, DC글로방전에 의해, 플라즈마를 

생성하였다. 이때, 음극에 티탄을 사용해서, 티탄을 함유한 플라즈마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투명고분자필
름(일본국 테이진주식회사제 폴리에스테르필름, 테트론필름타입 HB3, 두께 25㎛, 광선투과율=87.3%)의 한

쪽면에 상기 티탄을 함유한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표면에 부착하는 티탄의 양이 5×10
14
원자/㎠가 되도록 

처리를 행하였다. 계속해서 이 플라즈마처리면위에 증착에 의해서, 순도 99.9%의 은을 증착재료로 해서, 
은을 150㎚ 두께로 적층하였다. 얻어진 시료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
율=95.5%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간 행하였던 바, 반사율은 91.5%였다.

[실시예 2]

표면에 부착하는 티탄의 양이 5×10
15
원자/㎠가 되도록 처리를 행한 이외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시료

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시료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5.4%였다. 광
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간 행하였던 바, 반사율은 94.7%였다.

[실시예 3]

표면에 부착하는 티탄의 양이 1×10
16
원자/㎠가 되도록 처리를 행한 이외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시료

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시료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1.1%였다. 광
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간 행하였던 바, 반사율은 91.0%였다.

[실시예 4]

진공장치내에 방전가스로서 순도 99.5%의 아르곤을 2×10
-3
Torr 도입하고, DC글로방전에 의해, 플라즈마를 

생성하였다. 이때, 음극에 티탄을 사용해서, 티탄을 함유한 플라즈마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투명고분자필
름(일본국 테이진주식회사제 폴리에스테르필름, 테트론필름타입 HB3, 두께 25㎛, 광선투과율=87.6%)의 한

쪽면에 상기 티탄을 함유한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표면에 부착하는 티탄의 양이 5×10
15
원자/㎠가 되도록 

처리를 행하였다. 계속해서 이 플라즈마처리면위에 순도 99.9%의 은을 타깃으로 해서, 스퍼터가스로서 순
도 99.5%의 아르곤을 사용하여, DC마그네트론스퍼터법에 의해서 은을 150㎚ 두께로 적층하였다. 얻어진 
시료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5.6%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
시간 행하였던 바, 반사율은 95.4%였다.

[실시예 5]

진공장치내에 방전가스로서 순도 99.5%의 아르곤을 2×10
-3
Torr 도입하고, DC글로방전에 의해, 플라즈마를 

생성하였다. 이때, 음극에 티탄을 사용해서, 티탄을 함유한 플라즈마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투명고분자필
름(일본국 토요보세키주식회사제 폴리에스테르필름, 타입 A4100, 두께 25㎛, 광선투과율=87.6%)의 한쪽면

에 상기 티탄을 함유한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표면에 부착하는 티탄의 양이 5×10
15
원자/㎠가 되도록 처리

를 행하였다. 계속해서 이 플라즈마처리면위에 순도 99.9%의 은을 타깃으로 해서, 스퍼터가스로서 순도 
99.5%의 아르곤을 사용하여, DC마그네트론스퍼터법에 의해서 은을 150㎚ 두께로 적층하였다. 얻어진 시료
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6.0%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간 
행하였던 바, 반사율은 96.0%였다.

[실시예 6]

티탄대신에 순도 99.9%의 바나듐을 사용하는 이외에는, 실시예 5와 마찬가지로 제작하였다. 얻어진 시료
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4.7%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간 
행하였던 바, 반사율은 94.3%였다.

[실시예 7]

티탄대신에 순도 99.9%의 크롬을 사용하는 이외에는, 실시예 5와 마찬가지로 제작하였다. 얻어진 시료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5.7%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간 행
하였던 바, 반사율은 91.6%였다.

[실시예 8]

티탄대신에 순도 99.9%의 구리를 사용하는 이외에는, 실시예 5와 마찬가지로 제작하였다. 얻어진 시료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5.2%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간 행
하였던 바, 반사율은 9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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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9]

티탄대신에 순도 99.9%의 아연을 사용하는 이외에는, 실시예 5와 마찬가지로 제작하였다. 얻어진 시료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5.0%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간 행
하였던 바, 반사율은 94.7%였다.

[실시예 10]

티탄대신에 순도 99.9%의 텅스텐을 사용하는 이외에는, 실시예 5와 마찬가지로 제작하였다. 얻어진 시료
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5.5%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간 
행하였던 바, 반사율은 95.4%였다.

[비교예 1]

투명고분자필름(일본국 테이진주식회사제, 폴리에스테르필름, 테트론필름타입 HB3, 두께 25㎛, 광선투과
율=87.3%)에 증착에 의해서 순도 99.9%의 은을 증착재료로 해서, 은을 150㎜ 두께로 적층하였다. 얻어진 
시료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6.0%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
시간 행하였던 바, 반사율은 51.2%였다. 초기의 반사율은 96.0%로 충분한 값이었으나, 광열열악화촉진시
험후의 반사율은 51.2%로, 이미 반사체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비교예 2]

투명고분자필름(일본국  토요보세키주식회사제,  폴리에스테르필름,  타입  A4100,  두께  25㎛, 광선투과율
=87.6%)에 순도 99.9%의 은을 타깃으로 해서, 스퍼터가스로서 순도 99.5%의 아르곤을 사용해서,DC마그네
트론스퍼터법에 의해서 은을 150㎜ 두께로 적층하였다. 얻어진 시료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
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6.1%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간 행하였던 바, 반사율은 60.2%였다. 
초기의 반사율은 96.1%로 충분한 값이었으나, 광열열악화촉진시험후의 반사율은 60.2%로, 이미 반사체로
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비교예 3]

표면에 부착하는 티탄이 양이 5×10
16
원자/㎠가 되도록 처리를 행하는 이외에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시료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시료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82.9%였다. 초기의 반사유이 낮아, 반사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비교예 4]

티탄대신에 순도 99.9%의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이외에는, 실시예 5와 마찬가지로 제작하였다. 얻어진 시
료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5.8%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
간 행하였던 바, 반사율은 31.2%%였다. 초기의 반사율은 95.8%로 충분한 값이었으나, 광열열악화촉진시험
후는 31.2%로  반사체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비교예 5]

티탄대신에 순도 99.9%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이외에는, 실시예 5와 마찬가지로 제작하였다. 얻어진 시
료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6.2%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
간 행하였던 바, 반사율은 24.9%였다. 초기의 반사율은 96.2%로 충분한 값이었으나, 광열열악화촉진시험
후는 24.9%로  반사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비교예 6]

티탄대신에 순도 99.9%의 실리콘을 사용하는 이외에는, 실시예 5와 마찬가지로 제작하였다. 얻어진 시료
의 반사율을 투명고분자필름쪽으로부터 측정하였던 바, 반사율=96.2%였다.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간 
행하였던 바, 반사율은 29.2%였다. 초기의 반사율은 96.2%로 충분한 값이었으나, 광열열악화촉진시험후는 
29.2%로  반사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상기 실시예 및 비교예를 이하에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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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상의 결과에 의해 Ti, V, Cr, Cu, Zn, W를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해 투명고분자필름의 표면을 처리함으
로써,  광열열악화에 의한 반사율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어,  광열열악화촉진시험을 300시간 실시후에도 
90%이상의 반사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실시예 5~10 및 비교예 2에 표시한 샘플에 대
해서 행한 광열열악화촉진시험결과(가로축에 시험기간, 세로축게 반사율)를 제11도에 표시한다. 이들로부
터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방법에서 사용하는 금속으로서는 W와 Ti가 가장 뛰어나고, 이
어서, Cu, V, Zn, Cr인 것을 알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투명고분자필름(A), 은박막층(B)으로 이루어진 구성(AB)의 투명고분자필름쪽을 반사면으로 하는 
반사체에 있어서, 상기 투명고분자필름(A)의 한쪽면에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를 행하여 
표면처리면으로 하고, 또, 이 표면처리면에 상기 은박막층(B)을 형성해서 이루어져, 390㎚이하의 파장의 
광을 제외한, 조사강도 500㎽/㎠의 의사태양광을 반사체온도 100℃에서 300시간 조사한 후에도 반사율이 
90%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에 의해, 상기 투명고분자필름처리면에 부

착하는 금속의 양이, 4×10
14
원자/㎠ 내지 2×10

16
원자㎠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체.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을 함유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처리에 있어서, 이 금속이 Ti, V, 
Cr, Cu, Zn, 및 W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체.

청구항 4 

제1항 기재의 반사체(C)의 은박막층쪽을 지지체에 접착제층을 개재해서 적층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부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체가 금속판 도는 고분자필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부재.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판이 알루미늄판, 놋쇠판, 스테인레스판 및 강철판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부재.

청구항 7 

제1항 기재의 반사체(C)와, 접착제층(D)과, 고분자필름(E)과, 광자폐층(F)이 이 순서로 적층되어 이루어
진 구성CDEF)의 반사부재에 있어서, 상기 반사체(C)의 은박막층쪽을, 접착제층쪽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16-10

1019960018918



하는 반사부재.

청구항 8 

제1항 기재의 반사체(C)와, 접착제층(D)과, 금속층(G)과 고분자필름(H)과, 광차폐층(F)으로 이루어진 구
성(CDGHF) 또는 (CDHGF)의 반사부재에 있어서, 상기 반사체(C)의 은박막층쪽을  접착제층쪽으로 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부재.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중에 있어서, 파장 380㎚~300㎚에 있어서의 광선투과율이 10%이하인 투명고분자필름(A)
을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체.

청구항 10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파장 380㎚~300㎚에 있어서의 광선투과율이 10%이하인 투명고분자필름(A)을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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