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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용한창유리조립체의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질화 규소 또는 옥시질화물을 원료로 한 하나 이상의 얇은 층으로 덮여 있는 유리 기판 타입의 투명한 기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얇은 층은 다음의 원자 백분율로 원소들(Si, O, N, C)을 포함한다.

  - Si : 30 내지 60%. 특히 40 내지 50%

  - N : 10 내지 56%, 특히 20 내지 56%

  - O : 1 내기 40%, 특히 5 내지 30%

  - C : 1 내지 40%, 특히 5 내지 30%

  본 발명은 또한 투명한 기판을 얻기 위한, 특히 기체 상의 열분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공정과 투명한 기판의 적용에 관

한 것이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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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3mm의 두께를 갖는 투명한 실리카-소오다-석회 유리 기판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얇은 층들의 적층을 갖는 햇빛 차단 타입의 창유리 조립체를 나타내는 도면.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투명한 실리카-소오다-석회 유리 기판 2: 제 2 층

  3: 제 1 층 4 : 제 3 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얇은 층이 제공되는 투명한 기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주요 적용은, 빌딩이나 자동차에, 또는

플라즈마 텔레비전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소위 기능적 창유리 조립체의 제조이다. 예견될 수 있는 다른 적용은 유리병타입

의 용기들의 표면 처리이다.

  본 발명의 본문(context) 내에서, 기능적 창유리 조립체라는 용어는, 특정한 성질들, 특히 열적, 광학적, 전기적 또는 긁

힘을 방지하는 성질과 같은 기계적 성질들을 부여하기 위하여, 창유리 조립체를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투명한 기판들이 얇

은 층들의 적층(stack)으로 덮여진 창유리 조립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따라서, 소위 낮은 방사율의 얇은 층들은, 특히 불순물이 첨가된(doped) 금속 산화물, 예를 들면 불소가 첨가된 주석 산

화물(F : SnO2) 또는 주석이 첨가된 인듐 산화물(ITO)로 구성되어 존재하며, 열분해 기술들을 이용하여 유리 상에 증착될

수 있다. 일단 낮은 방사율 층으로 코팅되면, 특히 빌딩의 창유리 조립체에 설치되는 기판은, 원적외선 범위의 방사를 상기

창유리 조립체를 통해 실내 또는 자동차 밖으로 감소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방사 누출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임으로써, 특히 겨울에 열적 안정감이 크게 향상된다.

  따라서, 덮여 있는 기판은 이중 창유리 조립체에 설치될 수 있고, 낮은 방사율 층은, 2개의 기판을 분리하는 기체가 채워

진 공동부로 향하는데, 예를 들면 제 3 면 (일반적으로 다중 창유리 조립체의 면들은 실내나 자동차 내부에 대해 최외곽 면

부터 시작해서 번호가 매겨진다)으로 놓여진다. 따라서 그 결과 형성된 이중 창유리 조립체는 낮은 열교환 계수(K)를 가지

고 열의 절연을 증진시켰고, 높은 태양인자 (즉,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에 대해 실내로 들어가는 전체 에너지의 비)를 가지

고 태양 에너지의 유입 이득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 독자는 특히, 특허 출원(EP-0,544,577 , FR-2,704,543

및 EP-0,500,445)을 참조할 수 있다.

  낮은 방사율 층들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전기 전도체로 되어있다. 이러한 점은 적합한 전류 도선을 공급해서 가열/제빙용

창유리 조립체를 만들기 위하여 자동차의 창유리 조립체가 설치되도록 하며, 창유리 조립체의 적용은, 예를 들면 특허

(EP-0,353,140)에 기술되어져 있다.

  선택성 층 또는 햇빛 차단 층으로도 불리고, 창유리 조립체에 설치된 기판에 증착된 얇은 필터링 층이 또한 존재하는데,

이러한 필터링 층은 흡수/반사에 의해서 창유리 조립체를 통하여 실내 또는 자동차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선으로부터

열 흐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얇은 필터링 층은, 예를 들면 기체 상의 열분해 기술을 사용하여 얻어지고, 특허 출원(EP-

0,638,527 및 EP-0,650,938)에 기술된 것과 같은 질화티타늄(TiN)(또는 티타늄 옥시질화물)의 층들일 수 있다. 얇은 필

터링 층은, 또한 쌩-고뱅 비트라쥐의 이름으로 1996년 3월 7일에 출원된 국제 특허 출원(PCT/FR-96/00362)에 기술된

CVD(Chemical Vapor Deposition;CVD), 즉 증착 기술을 사용하여, 특히 금속 증기의 응축에 의해 얻어지는 알루미늄의

얇은(30nm 이하의) 반사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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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여러 층들을 증착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열분해 반응을 포함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기술은 유기 금속 성질의 "선구물질(precursors)"을 스프레이 하는 것으로 구성되고, 선구물

질은 고온으로 가열되는 기판의 표면 위에서 기체 또는 분말 형태이거나, 또는 그 자체가 액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액체

의 용액 상태이다. 기판과 접촉하면, 상기 선구물질은 분해되고, 예를 들면 금속, 산화물, 옥시질화물 또는 질화물의 층으

로 남는다. 열분해의 장점은, 플로트 타입(float type)의 편평한 유리를 제조하기 위한 라인의 유리 리본(ribbon) 위에 층이

직접 증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과, 계속해서 또한 열분해된 층들은 (일반적으로) 기판에 매우 양호한 접착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상기 언급한 낮은 방사율 또는 필터링 층들은 흔히 층들의 적층의 일부를 형성하고, 적어도 상기 면들 중 하나에서, 일반

적으로 광학 및/또는 보호 기능이 있는 유전 물질인 다른 층과 접촉한다.

  따라서, 상기 언급한 특허 출원(EP-0,544,577 및 FR-2,704,543)에서, 예를 들면 F: SnO2로 제조된 낮은 방사율 층은

SiO2, SiOC 또는 금속 산화물 타입의 2개의 유전층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러한 층들은 기판의 광학적인 외관, 구체적으로

반사(예를 들어, 컬러)를 조절하기 위해 선택된 굴절률과 두께를 가진다.

  또한 상기 언급된 특허 출원(EP-0,500,445)에서, ITO의 낮은 방사율 층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어떤 조건하에

서, 환원 어닐링 작업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및/또는 기판이 일단 코팅되면, 기판의 성질에 나쁜 영향 없이 굽힘 또는

인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산화물의 층 밑에 있다.

  또한 상기 언급된 특허 출원(EP-0,650,938)에서, TiN 필터링 층을 덮고 있는 TiO2 층 또는 TiO2/SiOC 이중 층은 TiN

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적으로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얇은 층으로 된 적층의 완전한 상태가 확신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적층이 화학적 작용

(chemical attack)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단 투명한 기판이 층으로 코팅되면, 설치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창유리 조립체에 저장되는 일이 흔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투명한 기판이 밀폐 방식 및, 이에 따른 고가의 방식으로 주의해서 포장되지 않는다면, 이 후 비록 기판이

라미네이트 창유리 조립체 또는 이중 창유리 조립체에서 제 2 또는 제 3 면으로 증착된 얇은 층과 함께 결합되고 이에 따라

보호되더라도, 기판을 코팅한 층은 오염된 대기에 직접 노출되거나, 기판에서 먼지를 제거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세제를 통

해 세척될 수 있다. 또한, 저장 문제와는 별도로, 화학적 부식에 취약한 적층은 기판을 "모놀리식 창유리 조립체

(monopolithic glazing assemblies)"로 사용하거나 또는 다중 창유리 조립체, 즉 층이 1년 내내 주위의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배열의 경우에는, 층을 제 1면 또는 제 4면으로 배열하는 것을 억제한다. 즉, 이러한 적층은 기계적 손상을 견딜 수 있

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면, 층으로 코팅된 투명 기판은 스크래칭 타입의 손상에 쉽게 노출되는 구성에 사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편

기판은 부분적으로 긁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적당한" 미적 외관은 갖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적층과 기판 모두의 내구

성은 크게 감소되어, 경우에 따라 기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도입된다.

  따라서, 향상된 화학적 및/또는 기계적 내구성을 갖는 층들의 적층을 계속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향상이 기판과 얇은

층들의 적층에 의해 형성된 조립체의 광학적 성질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상기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유전 물질의 겹침층(overlay)들은 이미 존재하고, 겹침층들은 적층의 하부 층들의 보호를 어

느 정도 제공한다. 강렬하거나 오랜 화학적 부식에 노출되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유지하거나 가능하다면 "더 약한 "

하부 층들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출원 EP-0,712,815는 규소과, 예를 들면 불소(F) 타입의 할로겐족 원소 형

태인 제 3원소를 포함하는 산화물을 원료로 한 얇은 층을 기술하며, 이러한 얇은 층은 혼합된 규소/알루미늄 구조의 형성

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층은, 기능층이 창유리 조립체에서 필터링 타입 또는 낮은 방사율 타입인 적층의 최종 층으로 사용하기 적합한데,

이는 이 층이 광학적 기능, 특히 반사시 외관을 최적화 하는 기능을 충족시키고, 창유리 조립체가 드러나 있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불변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층은 경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긁힘과 같은 기계적 손상을 반드시 견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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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마모 및/또는 화학 반응에 대해 내구성이 있고 안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디자인된 한 가지 타입의 얇은 연질 층은,

경우에 따라, 산소와 탄소와 같은 불순물을 어느 정도 포함하는 질화 규소를 원료로 한 얇은 층이라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질화 규소를 원료로 한 얇은 층 중 한 가지 타입이 공지되어 있고, 이러한 타입은 두 개의 선구물질을 사용하여 기

체 상 열분해 기술에 의해 기판에 증착되고, 규소를 함유하는 선구물질은 실란(silane)이고, 질소를 함유하는 선구물질은

암모니아 타입의 무기물이거나 히드라진(hydrazine) 타입, 특히 메틸 치환된 히드라진 타입의 유기물 중 하나이다.

  증착이 암모니아 타입의 질소를 함유하는 선구물질을 사용하여 실행될 때, 예를 들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700℃ 이상)

플로트 배쓰(float bath)의 챔버에서 실리카-소오다-석회 유리 리본 위에 연속 증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는, 이러한

온도에서, 표준 유리들이 치수 안정성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히드라진 타입의 질소를 함유하는 선구물질들에 대하여, 이들은 산업상 적용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어느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

  상술된 것과 동일한 기술, 특히 2개의 선구물질이 아니라 1개의 선구물질만을 사용함으로써 질화 규소를 원료로 한 얇은

층을 증착하는 것이 또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층은 Si(NMe2)4-nHn 타입의 규소와 질소 모두를 포함한다. 달성될 수 있는

증착율은 너무 낮아서 증착 공정은 산업용으로 이용될 수 없다. 게다가, 상기 제품의 합성은 비교적 복잡하고 따라서 고가

이며, 질소를 함유하는 및 규소를 함유하는 선구물질 또는 선구물질들의 개개의 비율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또한, 질화 규소를 원료로 한 공지된 얇은 층들은 어느 정도의 결점을 갖고 있다. 즉,

  -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단일층 또는 단일층을 포함하는 얇은 층의 적층을 구비한 기판에 긁힘 방지 기능을 부여할 수 있

도록, 특히 얇은 층들이 진공 증착될 경우, 공지된 얇은 층들은 반드시 충분히 단단하고 내구성이 약할 필요는 없다.

  -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공지된 얇은 층들이 열분해에 의해 증착될 때, 공지된 얇은 층들은 가시 영역의 파장에서 흡

수성이 있고, 이러한 점은 광학적인 관점에서 유해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단점을 제거하고, 특히 얇은 층이 결합되어 있는 적층의 화학적 공격에 대해 보호용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흡수성은 훨씬 약하지만 경도는 더 크고, 얇은 층으로 이루어진 적층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는,

질화 규소 또는 옥시질화물을 원료로 한 새로운 얇은 층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특히 플로트 배쓰 챔버의 유리 리본에 대한 연속 증착에 적합하고, 높은 증착율이 달성되도록 허

용하는 기체 상 열분해 기술을 사용하는, 질화 규소 또는 옥시질화물을 원료로 한 얇은 층을 증착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주제는, 우선적으로 질화규소 또는 옥시질화물을 원료로 한 하나 이상의 얇은

층으로 덮여 있는 유리 기판 타입의 투명한 기판이다. 본 발명에 따라, 얇은 층은 원소들(Si, O, N, C)을 다음의 원자 백분

율로 포함한다. 즉,

  - Si : 30 내지 60%, 특히 40 내지 50%

  - N : 10 내지 56%, 특히 20 내지 56%

  - O : 1 내지 40%, 특히 5 내지 30%

  - C : 1 내지 40%, 특히 5 내지 30%

  놀랍게도, 상기 얇은 층은, 규소 잘화물을 원료로 한 다른 얇은 층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단단하고 매우 투명하다는 사실

이 판명되었으며, 따라서 가시 영역의 파장들에서 낮거나 제로의 흡수성을 가진다. 즉, 높은 Si 및 N의 함유량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질화규소로 구성된 물질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C, O 타입의 미소한 성분 사이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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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성질은 미세하게 조절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와 산소의 상대적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얇은 층에 대단히 유용하고 바

람직한 기계 경도 및 광학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얇은 층의 비중과 굴절률을 "미세 조정(fine tune)"하는 것

이 가능하다. 상기 언급된 상대적 비율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를 들면 광학적 이유 때문에, 이산화탄소(CO2) 형태의 완

만한 산화제를 사용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탄소와 질소는 굴절률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산소는 반대 효과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층의 굴절률은 1.6 보다 크고, 특히 1.8 내지 2.0이며, 바림직하게는 1.85이다.

  층은 불소, 인 또는 붕소와 같은 첨가물의 형태로, 바람직하게 0.1 내지 5%의 원자%로 다른 원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

한, 층은 균질일 수 있고, 또는 층의 두께를 통한 조성의 변화도를 가질 수 있다.

  유리하게, 얇은 층은 100nm(nanometres)의 기하 두께에 대해 2% 미만의 약한 흡수 계수(AL)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광

학적 성질은, 상기 층이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이 기체 상의 열분해 기술을 사용하여 증착될 경우에 특히 증명된다.

  얇은 층은 유리하게 얇은 층들의 적층의 일부를 형성하고, 이 중 하나 이상의 층은 열적, 특히 필터링, 햇빛 차단 또는 낮

은 방사율 특성 및/또는 전기적 성질 및/또는 광학적 성질 및/또는 광촉매 성질을 갖는 기능층으로, 예를 들면 불순물이 첨

가된 금속 산화물로 구성된 타입, 금속 질화물/옥시질화물 또는 알루미늄 또는 규소 금속 타입의 거울 기능을 갖는 층과 같

은 것이다. 얇은 층은 또한 반사 방지 층들의 적층의 일부를 형성하고, 높은 지수 또는 "중간의" 지수 층으로 작용한다.

  불순물이 첨가된 금속 산화물 또는 금속 질화물/옥시질화물로, 불소가 첨가된 주석 산화물(F : SnO2), 주석이 첨가된 인

듐 산화물(ITO), 인듐이 첨가된 아연산화물(In : ZnO), 불소가 첨가된 아연 산화물(F : ZnO), 알루미늄이 첨가된 아연 산화

물(Al : ZnO), 구석이 첨가된 아연 산화물(Sn : ZnO), 혼합된 산화물(Cd2SnO1), 질화티타늄(TiN) 또는 지르코늄 질화물

(ZrN)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다른 특징에 따라, 층은 기능층 아래에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층은 이온, 특히 알칼리 금속의 확산과 유리 타입의

기판으로부터 산소의 확산을 차단하는 층의 기능을 특히 충족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핵생성 층의 기능을 충족시키고/충

족시키거나 광학적 기능 {색깔, 빛의 간섭 방지(anti-iridescence) 효과, 반사 방지 효과의 조절}을 가지고 있다. 플라즈마

스크린 타입의 일부 적용시, 이것은 또한, 은 기초층(silver-based layer)에서 유리 타입의 기판으로 Ag+ 이온이 이동하

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층의 기능을 충족시킨다.

  또 다른 특징에 따라, 층은 기능층 위에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층을 특히 고온 산화 또는 화학적 부식으로부터 기능층

을 보호하기 위한 층, 긁힘을 방지하는 타입의 기계적 보호층으로 작용하고, 광학적 기능을 갖거나 층의 접착성을 향상시

킨다.

  또 다른 특징에 따라, 얇은 층은 기판을 덮고 있는 유일한 층이고, 유리하게 긁힘 방지 기능을 충족시킨다. 층의 기하 두께

는, 5nm 내지 5㎛, 특히 20 내지 1000㎛의 매우 넓은 범위에서 매우 자유롭게 조절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적어도 상기

층에 제공되는 기판의 긁힘 방지 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250nm 이상의 상당한 실질적 두께가 바람직하고, 더 작은 두께

의 층은 일반적으로 또 다른 기능 (핵생성, 접착성 등)에 요구된다.

  본 발명의 주제는, 또한 상기 한정된 기판을 얻기 위한 공정이며, 상기 공정은, 기체 상의 열분해 기술(또한 CVD라 함) 또

는 하나 이상의 규소 선구물질과 하나 이상의 질소 선구물질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선구물질을 사용하여 질화 규소을 원

료로 한 얇은 층을 증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공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질소 선구물질은 아민(amine)이다.

  상기 질소를 함유하는 선구물질의 선택은 특히 유리하다. 즉, 이러한 선구물질은, 표준 실리카-소오다-석회 기판 타입의

유리 기판이 특히 플로트 유리 생산 라인의 환경에서, 치수 안정성을 충분히 달성하는 온도에서의 증착 수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충분한 반응성이 있다.

  또한, 달성되는 증착율은 플로트 챔버에서 실질적 두께를 증착될 수 있기에 충분히 높다.

  규소를 함유하는 선택 선구물질은 규소 수소화물 및/또는 알킬 타입의 실란 이거나 실라진(silazane)일 수 있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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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민은 일차, 이차 또는 삼차 아민, 특히 각각 1개 내지 6개의 탄소 원자를 각각 갖는 알킬기(alkyl radicals)를 갖는 아민

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알킬기는 에틸아민(C2H5N22), 메틸아민(CH3NH2), 디메틸아민[(CH3)2NH], 부틸아민(C4H9NH2) 또는 프로필

아민(C3H7NH2)일 수 있다.

  일정한 기하 두께 및/또는 일정한 굴절률을 갖는 층에 적합한 아민의 선택은 입체 장애, 반응성 등과 같은 특정한 개수의

파라미터 사이에서 발견되는 절충안으로부터 얻어진다.

  몰(moles) 수에 의해, 규소를 함유하는 선구물질의 양에 대한 질소 선구물질의 양의 비는 5 내지 30, 유리하게 10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질소의 불충분한 결합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기체 상에서 핵생성의 위험을 회피하고, 따라서

분말을 형성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기 비를 제어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다. 따라서, 장치를 방해하는 위험과 생산

효율의 감소는 제한된다.

  또 다른 특징에 따라, 첨가제를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 규소를 함유하는 선구물질 및 아민 선구물질과 무관한 첨가

제의 선구물질이 선택된다. 예를 들면, 바람직한 첨가제가 불소(F)일 때, CF4 타입의 불소화된 기체이거나, 또는 바람직한

첨가제가 인(P) 또는 붕소(B)일 때, PO(OCH3)3 타입의 유기 인산염 캐리어 기체이거나 또는 트리에틸아인산염, 트리메틸

아인산염, 트리메틸보라이트, PF5, PCl3, PBr3 또는 PCl5 타입의 기체일 수 있다. 유리하게, 상기 첨가제는 일반적으로 증

착율를 증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증착 온도는 선구물질, 특히 아민의 선택에 적합하다. 증착 온도는 550 내지 760℃인 것이 바람직하다. 증착 온도는, 특

히 실리카-소오다-석회 유리와 같은 유리가 치수 안정하고 플로트 챔버를 나올 때 갖는 온도인 600 내지 700℃인 것이 바

람직하다.

  기판의 유리 조성물이 전자 제품에 적합한 변형에서, 증착 온도는 660 내지 760℃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변형에 따라, 유리한 조성물은 출원(WO 96/11887)에 기술된 조성물일 수 있다. 중량 백분율로 나타낸 상기 조성물

은 다음과 같은 타입이다. 즉,

  SiO2 45 - 68%

  Al2O3 0 - 20%

  ZrO2 0 - 20%

  B2O3 0 - 20%

  Na2O 2 - 12%

  K2O 3.5 - 9%

  CaO 1 - 13%

  MgO 0 - 8% 이고,

  - SiO2 + Al2O3 + ZrO2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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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2O3 + ZrO2 ≥ 2%

  - Na2O + K2O ≥ 8% 이며,

  선택적으로 다음의 비율을 갖는 BaO 및/또는 SrO은,

  11% ≤ MgO + CaO + BaO + SrO ≤ 30% 이고,

  적어도 530℃ 보다 더 낮은 어닐링 온도와 80 내지 95 × 10-7/℃의 α계수를 갖는 다.

  출원(FR 97/00498)에서 공지된 또 다른 유리한 조성물은, 여전히 중량% 단위인 다음 타입을 갖는다. 즉,

  SiO2 55 - 65%, 바람직하게 55 - 60%

  Al2O3 0 - 5%

  ZrO2 5 - 10%

  B2O3 0 - 3%

  Na2O 2 - 6%

  K2O 5 - 9%

  MgO 0 - 6%, 바람직하게 1 - 6%

  CaO 3 - 11%, 바람직하게 7 - 11%

  SrO 4 - 12%

  BaO 0 - 2% 이고,

  - Na2O + K2O ≥ 10%

  - MgO + CaO + SrO + BaO 〉11%, 양호하게 〉15% 이며,

  적어도 600℃ 보다 더 낮은 어닐링 온도이다 (다른 변형은 5 내지 10%의 Al2O3 함유량과 0 내지 5%의 ZrO2 함유량을

선택하고, 변하지 않은 나머지 성분의 비율을 유지하는데 있다).

  소위 더 낮은 어닐링("변형점") 온도는 유리가 1014.5 포이즈(poise)와 같은 점도(η)에 도달할 때, 유리가 가지는 온도임

을 상기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게는 약간 더 낮은 온도에서, 층을 플로트 라인의 더 아래로 증착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불활성 또는

환원 조건, 예를 들면 산소가 전혀 또는 거의 포함되지 않는 N2/H2 혼합물에서, 산소가 없는 불활성 조건의 제어를 위한 플

로트 챔버 및/또는 박스의 플로트 유리 리본에, 계속해서 층을 증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음 타입의 적층들을 갖는 필터링 햇빛 제어 창유리 조립체의 제조를 허용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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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TiN 및/또는 ZrN/본 발명에 따른 층/SiOC 및/또는 SiO2,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층은, 한편으로는, TiN 층 및/또는

ZrN 층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SiOC 층 및/또는 SiO2 층 사이의 훨씬 더 강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층

은 또한 SiOC 및/또는 SiO2 층을 증착한 후 산업 라인 상에서 또는, 예를 들어 층의 적층을 구비하는 기판이, 일단 절단될

경우 굽힘/인성 또는 어닐링 타입의 열처리를 거치는 산업 라인 밖에서, 표면 산화의 위험으로부터 TiN 및/또는 ZrN을 효

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유리하게, 층은 10 내지 50nm의 기하 두께를 가지며, 본 발명에 따른 얇은 층은 5 내지

20nm의 기하 두께를 가지며, SiOC 및/또는 SiO2 겹침층은 30 내지 100nm의 기하 두께를 가진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타입을 가진다 즉,

  - 유리/Al/본 발명에 따른 얇은 층,

  알루미늄 반사층은 작은 두께(30nm 이하)를 가지거나, 상기 언급한 국제 특허 출원(PCT/FR-96/00362)에 기술된 것과

같이 거울 기능이 요구될 때, 더 큰 두께를 가지며, 본 발명에 따른 얇은 층은 산화 방지제로의 역할 및 긁힘 방지 기능 모두

를 갖는다.

  본 발명은 또한 필수적 기능이 긁힘 방지인 창유리 조립체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데, 즉 유리 기판은 Si3N4을 원료로 한 본

발명에 따른 얇은 층으로만 덮여 있고, 선택적으로 빛 간섭 방지 층과 결합된 마루판과 유리 가구와 같은 창유리 조립체이

다.

  유리하게, 유리는 어떤 분해로부터 보호된다. 본 발명에 따른 얇은 층은 또한 다음 타입의 적층들을 사용하여 낮은 방사

율 층들과 결합될 수 있다. 즉,

  - 유리/SiOC/F:SnO2 또는 ITO/본 발명에 따른 얇은 층.

  상기 적층들에서, SiOC 하부층은 특허 출원(EP-0,677,493)에 기술된 것과 같은 다른 금속 산화들로 명백히 대체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에 따른 얇은 층은 얇은 층의 적층을 구비하는 임의 타입의 기능적 창유리 조립체의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얇은 층은 사용되는 기판이 유리 기판일 경우, 높은 내구성을 갖고 끈질긴 및/또는 굽어질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은, 다음의 타입의 적층들을 사용하여, 오염 방지 기능이 요구되는 창유리 조립체를 생산하는 것을 가능

하게 만든다. 즉,

  - 유리/본 발명에 따른 얇은 총/TiO2

  상기 적층들에서, 본 발명에 따른 얇은 층은, 필수적으로 유리로부터 이산화티타늄(TiO2)을 원료로 한 층으로 이동하는

알칼리 금속의 차단층으로 작용하는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후자의 광촉매 효과는 증진된다. 또한, 만약 본 발명에 따른

층의 두께가 간섭의 상호작용을 하기에 적합하다면, 이것은 또한 빛 간섭 방지 층으로 작용한다.

  이산화 티타늄(TiO2)은, 특허 출원(WO 97/10188)에 기술된 것과 같이, 대부분 예추석(anatase) 타입의 결정화된 입자

의 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이산화 티타늄은 또한 특허 출원(WO 97/10186)에 기술된 것과 같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정화된 필름의 형태

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본 발명은 플라즈마 스크린과 같은, 평판 스크린 타입의 방출 스크린의 제조를 허용한다. 본 발명에 따른 얇

은 층은, 얇은 층이 증착되는 기판의 화학적 조성의 특성, 및/또는 스크린의 상기 같은 기판의 위치(전방 또는 후방) 및, 이

에 따른 스크린의 작동에 필수적인 성분인 전극과 발광 물질(광물질)과 같은, 얇은 층 상부에 있는 기능층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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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유리 기판이 "블록화 알칼리(blocked alkali)" 타입, 즉 알칼리 타입의 종(species)을 실질적으로 확산시키지 않

는 조성을 갖는 경우에, 본 발명에 따른 얇은 층은 상부 코딩으로부터 상기 기판으로, 특히 은 기초 전극으로부터 확산하는

종의 이동을 차단하는 층의 필수적 역할을 매우 효과적으로 충족시킨다.

  마찬가지로, 유리 기판의 조성물이 알칼리 금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얇은 층은 또한 종의 이동을 차단하는 층의 역할을

충족시킨다.

  본 발명은 또한 유리병 타입의 용기 또는 플라스크의 표면 처리에 적용되고, 본 발명에 따른 경질층은, 예를 들면 용기를

손상시키기 쉬운 작업을 다루는데 대해, 상기 층의 관찰된 상대 두께 불균질성이 무엇이든, 상기 용기를 강화시킨다. 본 발

명에 따른 경질층의 증착은, 경질층을 기계적으로 강화시켜, 특히 경질층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용기의 외벽에 실

행될 수 있지만, 또한 예를 들면, 성분이 기판으로부터 깨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의 내벽에도 실행될 수 있

다.

  다른 세부 사항과 유리한 특징은 첨부된 제 1도 및 제 2도의 도움으로 제한하지 않는 도시예의 기술로부터 아래에 나올

것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도면들은 다양한 금속의 상대 두께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의 모든 예에서는, 모든 얇은 층의 증착은 플로트 챔버에서 실행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예 1

  도 1은 3mm 두께의 투명한 실리카-소오다-석회 유리 기판(1)을 도시하고, 이것은 예를 들면 쌩-고뱅 비트라쥐 회사의

플라니럭스(PLANILUX)라는 상표명으로 판매되고, 본 발명에 따라 개발된 질화 규소를 원료로 한 얇은 층(2)으로 덮여 있

다.

  질화 규소를 원료로 한 얇은 층(2)은 규소를 함유하는 선구물질인 실란(SiH4)과 질소를 함유하는 선구물질인 에틸아민

(C2H5NH2)을 사용하여 기체 상의 열분해 기술에 의해 얻어진다.

  선구물질의 유속은, 실란의 양에 대한 에틸아민의 양의 체적비가 약 10이 되도록 선택된다. 상기 파라미터는, 체적비가

층의 각 성분의 증착을 최적화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이것은 체적비가 다음과 같아야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

다. 즉,

  - 너무 높지 않아야 한다. 너무 높을 경우, 기체 상에서 핵생성의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분말을 형성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또는,

  - 너무 낮지 않아야 한다. 너무 낮을 경우, 질소가 층으로 불충분하게 결합될 수 있다.

  실란과 에틸아민을 사용하여 50 내지 300nm의 두께를 갖는 층을 증착하고자 할 경우, 5 내지 30 범위의 비가 매우 만족

스러운 것으로 입증된다.

  증착은 대기압에서, 600 내지 650℃의 온도로 가열되어, 기판(1)에서 실행되었다.

  상기 조건하에서, 본 발명에 따른 층(2)의 성장 속도는 분당 60nm에 달했다.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이 얻어진 층(2)은 두께가 거의 350nm 이고, 굴절률은 약 1.85이다.

  마이크로프로브 분석은, 층(2)은 원자 백분율로, 32.7%의 규소, 30.6%의 질소, 21.1%의 탄소 및 15.6%의 산소를 포함

하는 것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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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른 증착 기술은, 증착이 실행되는 온도, 에틸아민 이외의 아민, 또는 질소 혼합물 또는 질소 선구물질로서 에

틸아민에 첨가된 암모니아의 혼합물의 사용과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결합된 다양한 성분, 특히 탄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적합한 반응성을 갖는 다양한 아민은 다음과 같다. 즉, 메틸아민(CH3NH2), 디메틸아민[(CH3)2NH], 부틸아민

(C4H9NH2) 및 프로필아민(C3H7NH2). 본 발명에 따라 층(2)을 종착시키기 위한 만족스러운 온도는 550 내지 700℃ 범위

내에 있다.

  상기 층의 분광 광도계 특징은 아래 테이블에 주어져 있는데, TL, RL 및 AL은 각각 광 투과값, 빛 반사값 및 빛 흡수값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즉,

  

  상기 값은 거의 수직 입사에서, D65 광원을 사용하여 측정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층은 매우 낮은 빛 흡수를 가지며, 빛 흡수는 거의 안개가 없는 것이 관찰된다.(안개는 550nm의 파장에서

광 투과에 대한 확산 전달의 비임을 상기될 것이다).

  테스트는 본 발명에 따른 단일 층(2)으로 덮여 있는 기판(1)에서 실행되었고, 상기 테스트는 상기 층의 기계적 강도가 결

정되도록 했다. 상기 테스트는 탄성 중합체에 묻여 있는 연마제 분말로 만들어진 연삭기를 사용하여 실행된다. 기계은 타

버 인스트루먼트 코포레이션(Taber Instrument Corporation) 회사에서 제조된다. 기계는 표준 어브레션 테스터 모델

174 이고, 연삭기는 CSIOF 타입으로 500g이 적재된다. 덮여진 기판(1)은 국부적으로 50회를 회전하고, 이에 따라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한 변이 1인치, 즉 2.54cm인 네 개의 정사각형 위에 긁힌 자국의 수를 샌다. 긁힌 자국의 수를 샌 후,

하나의 정사각형 당 긁힌 자국의 수의 평균(R)이 계산된다. 최종적으로, 타버 스코어(Ts)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부터 계

산된다. 즉,

  Ts = -0.18R + 10

  기하 두께가 300nm인 본 발명에 따른 층(2)에 대해, 스코어는 9.3이다. 상기 값은 매우 적은 손상을 표시하며,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층의 매우 양호한 긁힘 방지를 표시한다.

  비교예를 통해, 기하 두께가 340nm이며, 기체 상의 열분해 기술을 사용하여 증착된 "가장 단단한" 층으로 알려진 불소가

첨가된 주석 산화물(F : SnO2)의 층은, 테스트 결과에서, 타버 스코어(Ts)가 9.1인 것이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질화 규소를 원료로 한 본 발명에 따른 층은, 본질적으로 기계적 마모에 매우 양호하게 저항하고, 광학적 관점에

서, 상당히 투명하고, 가시 영역의 파장에서 내우 낮은 흡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운 층임을 분명히 알 수 있

다.

  예 2

  도 2는 얇은 층들의 적층을 갖는 햇빛 차단 타입의 창유리 조립체를 도시하며, 본 발명에 따른 층(2)은 결합되어 있다.

  두께가 6mm인 투명한 실리카-소오다-석회 유리 기판(1)은,

  - 특허 출원(EP-0,638,527)에 기술된 것과 같이, 티타늄 사염화물(TiCl4) 및 메틸아민(CH3NH2)을 사용하여 기체 상의

열분해에 의해 얻어지는, 두께가 23nm인 TiN의 제 1층(3)과,

  - 두께가 거의 10nm이고, 굴절률은 1.85이며, 예 1과 동일한 조건에서 증착된 본 발명에 따른 제 2층(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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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께가 65nm이고, 굴절률은 1.65이며, 또한 특허 출원(EP-0,518,755)에 기술된 것과 같이 실란 및 에틸렌을 사용하

여 기체 상 열분해에 의해 얻어지는 규소옥시카바이드(SiOC)의 제 3층(4)으로, 플로트를 빠져나가면서 산화되고, 보다 구

체적으로는 용해로에서 산화되는 필수적으로 규소 함유 형태인 층과 같은,

  세 개의 연속 층으로 덮여있다.

  따라서, 적층은 다음 타입이다. 즉,

  - 유리/TiN/Si3N4/SiOC

  예 3

  상기 비교예는 다음으로 구성된 적층을 사용하여 생성되었다. 즉,

  - 유리/TiN/SiOC

  TiN 및 SiOC의 2개의 층은 상기 한정된 것과 같은 특징을 가지며, 같은 증착 조건 하에서 얻어진다.

  본 발명에 따른 층(2)은, 비록 얇은 두께를 갖지만, TiN의 제 1층(3)과 SiOC의 겹침층(4) 사이에 매우 강한 접면을 만든

다는 것이 관찰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층(2)은 SiOC의 겹침층(4)의 증착 후, 산업 라인 상에서 표면 산화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TiN의 효

과적 보호를 제공한다. 적절한 곳에서 기판이 일단 절단되고, 굽힘/인성 또는 어닐링 타입의 연속적 열처리를 거칠 경우,

상기 층은 TiN를 분리시킨다.

  마찬가지로, 분광 광도값, 특히 태양 인자(FS) 뿐만 아니라, 예 2 및 3의 두개의 적층 각각에 대한 광 투과(TL)를 측정한

후, 차이(TL - FS)에 해당하는 선택도 는 2개의 TiN과 SiOC 층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층(2)을 구비한 예 2

의 세 개 층으로 된 적층의 경우 훨씬 나은데, 그 이유는 분광 광도값이 10%이기 때문이다. 예 3의 두 개 층으로 된 적층인

경우, 선택도는 7% 미만이다.

  최종적으로, 상기 2개의 배열에서, 만약 질화 규소를 원료로 한 본 발명에 따른 층이 두께에 대해 균일하다면, 특히, 굴절

률을 변화시키고, 예를 들면, 예 2 와 동일한 층들을 사용하여 햇빛 차단 창유리 조립체의 SiOC 측면에는 SiON이 풍부하

고, TiN 측면에는 Si3N4이 풍부한 층과 같이, 위 및/또는 아래에 있는 층과 최적의 광학적 및/또는 화학적 적합성을 허용하

기 위하여, 두께에 대해 특정 조성의 불균질성을 제공하는 것이 또한 분명히 가능하다. 상기 "변화도(gradient)" 층은 같은

기체 상 열분해 증착 기술에 의해 얻어질 수 있지만, 특허 출원(FR-2,736,632)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화학적 변화도를 만

들 수 있는 노즐을 사용하여 얻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결론적으로, 본 발명은 질화 규소를 원료로 한 새로운 층을 발생시켰으며, 새로운 층은, 매우 낮은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계적 마모에 견딜 수 있고, 광학적 관점에서, 대단히 만족스럽다. 공지된 Si3N4를 원료로 한 층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단히 유리하게, 본 발명에 따른 층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초래함이 없이 산업적 규모로 사용될 수 있는 질소를 함유하

는 선구물질을 사용하여 높은 증착율로, 기체 상의 열분해에 의해 증착될 수 있다.

  또한, 사용되는 질소를 함유하는 선구물질은 적합한 반응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TiN 기능층 및 최종 SiOC 층

을 갖는 햇빛 방지 창유리 조립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큰 어려움 없이, 플로트 유리의 리본 상의 라인에서 3개 층의 적층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증착 온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고, 본 발명에 따른 층은, 접촉면을 더욱 강하게 하고,

SiOC 겹침층을 증착한 후 산업 라인 상에서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또는 산업 라인 밖의 기판에서 열처리를 하는 동안에,

기능층이 산화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리하게는 종래의 두 개 적층의 층에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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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질화 규소 또는 옥시질화물을 원료로 한 적어도 하나의 얇은 층(2)과 유리 기판을 포함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1)으로서,

  상기 얇은 층(2)은,

  - Si : 30 내지 60 원자%,

  - N : 10 내지 56 원자%,

  - O : 1 내지 40 원자%,

  - C : 1 내지 40 원자%의

  원소들 (Si, O, N, C)을 포함하고, 550℃ 내지 760℃의 온도에서 기체상 열분해를 통해 상기 기판에 증착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원소 Si의 원자 퍼센트는 40 내지 50%이고, 상기 원소 N의 원자%는 20 내지 56%이며, 상기 원소

0의 원자%는 5 내지 30%이고, 상기 원소 C의 원자%는 5 내지 3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은, 할로겐, 인(P), 붕소(B) 및 이들 혼합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첨가

제를 0.1 내지 5 원자%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은 불소(fluorin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은 균질하거나, 상기 얇은 층의 두께를 통해 조성의 변화도(composition

gradient)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6.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은 100nm의 기하 두께에 대해 2% 미만의 흡광 계수(AL)를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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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은 5nm 내지 5㎛의 기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은 20nm 내지 1000nm의 기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9.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의 굴절률은 1.6을 초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의 굴절률은 1.8 내지 2.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의 굴절률은 1.8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12.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기능층(functional layer)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시, 상기 기능층은 상기 얇은 층과 상기 유리 기판 사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은 상기 유리 기판과 상기 기능층 사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층은 불소가 첨가된 주석 산화물(F:SnO2), 주석이 첨가된 인듐 산화물(ITO), 인듐이 첨가된

아연 산화물(In:ZnO), 불소가 첨가된 아연 산화물(F:ZnO), 알루미늄이 첨가된 아연 산화물(Al:ZnO) 또는 주석이 첨가된

아연 산화물(Sn:ZnO), 혼합된 산화물(Cd2SnO4), 질화티타늄(TiN) 또는 티타늄 옥시 질화물, 또는 지르코늄 질화물(ZrN)

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기판.

청구항 16.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2)은 상기 기판을 덮는 유일한 층이고, 긁힘 방지 기능을 이행하는, 코팅된 유

리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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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2)은 적어도 250nm의 기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18.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은, 유리/TiN과 ZrN/얇은층(2)/SiOC와 SiO2 타입의 적층(stack), 유리/TiN/

얇은층(2)/SiOC 타입의 적층, 유리/ZrN/얇은층(2)/SiO2 타입의 적층, 유리/TiN/얇은층(2)/SiO2 타입의 적층, 유리/ZrN/

얇은층(2)/SiOC 타입의 적층 중 일부를 형성하고, TiN, ZrN 또는 TiN 및 ZrN와, SiOC, SiO2 또는 SiOC 및 SiO2 사이의

계면을 강하게 하는 기능을 충족시키고, 산업 라인 내부, 외부 또는 산업 라인 내부와 외부에서 SiOC, SiO2 또는 SiOC 및

SiO2의 겸침층(overlayer)을 증착한 후, 산화 방지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코팅된 유리 기판.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TiN 층은 10 내지 50nm의 기하 두께를 갖고, 상기 얇은 층(2)은 5 내지 20nm의 기하 두께를 갖

고, 상기 SiOC, SiO2 또는 SiOC 및 SiO2의 겹침층은 30 내지 100nm의 기하 두께를 갖고, 상기 적층은 적어도 7%의 선택

도 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기판 타입의 투명한 기판.

청구항 20.

  적어도 하나의 규소 선구물질(precursor)과 적어도 하나의 질소 선구물질을 포함하는 적어도 두 개의 선구물질을 이용하

는 기체 상 열분해 기술을 통해, 질화규소 또는 옥시질화물을 원료로 한 얇은 층(2)의 증착(deposition)을 포함하는, 제 1

항 내지 제 2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코팅된 유리 기판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질소 선구물질은 아민(amine) 형태이고, 상기 증착 온도는 550 내지 760℃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코팅된 유리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규소 선구물질은 규소 수소화물(silicon hydride), 알칼 또는 규소 수소화물과 알킬 타입의 실란

(silane), 또는 실라잔(silazan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아민은 일차, 이차 또는 삼차 아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아민은 탄소 원자가 1개 내지 6개인 알킬기(alkyl radicals)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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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아민은 에틸아민(C2H5NH2), 메틸아민(CH3NH2), 디메틸아민{(CH3)2NH}, 부틸아민

(C4H9NH2) 또는 프로필아민(C3H7NH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 20항에 있어서, 규소 선구물질(들)의 양에 대한 질소 선구물질(들)의 양의 비는, 몰수로 5 내지 30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코팅된 유리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규소 선구물질(들)의 양에 대한 질소 선구물질(들)의 양의 비는, 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

리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7.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첨가제의 상기 선구물질은 상기 규소 및 질소 선구물질과 무관하고, 상기 첨가제가 불소(F)일 경

우 CF4 타입의 불소화 기체이고, 상기 첨가제가 인(P) 또는 붕소(B)일 경우에는 PO(OCH3)3 타입의 유기 인산염 운반 기

체이거나, 트리에틸아인산염(triethylphosphite), 트리메틸아인산염(trimethylphosphite), 트리메틸보라이트

(trimethylborite), PCl3 또는 PF5, PBr3 또는 PCl5 타입의 기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8.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 온도는 660℃ 내지 76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 20에 있어서, 상기 얇은 층의 증착은,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기본적으로 불활성 또는 수소 함유 조건에서, 상기 불활성

또는 환원 조건을 조절하기 위해 플로트 챔버(float chamber) 또는 박스 또는 플로트 챔버와 박스에서, 플로트 유리(float

glass)의 리본(ribbon) 위에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된 유리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 1항 내지 제 2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코팅 유리 기판을 이용한,

  평판 스크린 타입의 방출 스크린의 "전방 또는 후방" 면에, 필터링 타입 또는 낮은 방사율 타입의 햇빛 차단성과 긁힘 방

지성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갖는 얇은 층과,

  거울 또는 반사 방지 기능과 오염 방지 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는 얇은 층을 구비한 창유리 조립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평판 스크린 타입의 상기 방출 스크린은 플라즈마 스크린인, 창유리 조립체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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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30항에 있어서, 인성/굽힘 또는 상당한 내구성 또는 인성/굽힘 및 상당한 내구성이 있는 얇은 층들을 구비한 창유리 조

립체를 제조하기 위한, 창유리 조립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들)이 투명하거나 한결같이 엷은 빛깔을 띠는 모놀리식(momolithic), 라미네이트

(laminated) 또는 다중 창유리 조립체에 대한, 창유리 조립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4.

  제 1항 내지 제 2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코팅 유리 기판을 이용한,

  유리병 타입의 용기 또는 플라스크의 내부 표면 또는 외부 표면 또른 내부 표면과 외부 표면의 처리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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