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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학적 성질을 가지는 개선된 복합 구조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디스플레이 장치 분야에 사

용되는 내반사성을 가지는 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지난 몇년간, 내반사성 복합체들은 다양해진 여러 목적의 여러 적용분야에 사용되어 왔다. 내반사성 복합체들은 반사

성의 "번쩍임(glare)"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장 흔하게는 창문, 거울 및 텔레비젼 화면 및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을 포

함한 디스플레이 용도에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복합체의 가장 일반적인 설계형태는 특정 파장에서 4분의 1 파장의 광학두께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는

표면에서 가시광선 범위에서의 반사를 1%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반사성 복합체는 광투과 기재 및 하나 이상의 투명한 내반사성 최상층을 포함한다. 투명한 경질피막(ha

rd coat)층은 종종 기재와 내반사성 층 사이에 증착되어져 복합체에 기계적 내구성 및 물리적 강도를 부여한다. 각 층

에 사용되는 물질들과 각 층의 두께는 복합체를 투과하는 빛의 양이 최대이고, 반사되는 빛의 양은 최소가 되도록 결

정된다.

다양한 내반사성 복합체 설계형태들이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설계들은 높은 굴절율과 낮은 굴절율의 물질들이 한 

쌍을 이룬 것을 포함한다. 이 분야에서 초기에 나온 특허들 중 하나로, 유리 기재상에 중간/고/저 굴절율의 물질들로 

이루어진 삼층구조를 개시하고 있는 미국특허 제 2,478,385호가 있다.

내반사성 코팅을 다루고 있는 또다른 초기의 특허로는 미국특허 제 3,432,225호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두개의 다른 

물질, ZrO  2 및 MgF  2 를 사용한 사층의(four-layer) 내반사성 코팅시스템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근본적으로 MgF  2 고유의 유연성이 문제가 되어, 여러 응용분야에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다른 다층 내반사성 코팅이 미국특허 제 3,565,509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 발명에서는 삼층시스템을 제조의 간

편성을 위해 두층으로 축소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내반사성 코팅은 사층구조이다. 이러한 설계는 초기의 몇몇 특허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셋 또는 네

개의 다른 물질들보다는 두개의 내반사성 코팅물질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 각 층의 두께는 스펙트럼의 넓은 범위에 

걸쳐 최상의 성질을 얻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다.

대부분의 내반사성 복합체 설계들은 구조의 일부로서 높은 유전율의 내반사성층을 사용한다. 전자기 차폐 및 정전기 

방전(static discharge) 조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적용분야에서, 인듐산화물 또는 주석산화물과 같이 높은 전도율

의 산화물들이 이러한 설계구조에 포함된다. 미국특허 제 4,422,721호에서는 내반사성 설계구조들의 일부로서 전도

성 코팅을 사용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미국특허 제 5,170,291호는 사층의 내반사성 복합체를 개시하고 있으며, 이 발명에서는 DC 반응성 스퍼터링을 바람

직한 적층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 5,579,162호는 온도 감수성 기재에 대한 바람직한 증착방법으로서 D

C 반응성 스퍼터링이 사용되는 다층의 내반사성 복합체를 개시하고 있다.

내반사성 복합체가 지닌 몇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알려져 있다. 첫번째 문제점은 폴리머성 기재위에 내반사성 코팅을 

증착시키기 위해서는 특수한 처리공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내반사성 복합체의 다양한 층들을 증착시키기 위해 제시된 대부분의 생산기술들은 실시가능하지만,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연속 롤코팅 (웹) 시스템에서 내반사성 코팅제들을 증착시키는 상세히 기록된 방법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현재 알려진 내반사성 복합체가 지닌 세번째 문제점은 내반사성 복합체들의 제조상에 내재된 문제점인 제조 효율성

의 취약함 및 낮은 증착속도이다.

현재 알려진 내반사성 복합체의 네번째 문제점은 폴리머성 기재, 특히 경질피막으로 덮인 폴리머성 기재위에 내반사

성 코팅을 부착시키는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선행기술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개선된 내반사성 복합체가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요약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한 것이다. 본 발명은 400㎚~800㎚ 파장에서 가시광선 투과성이 매우 높고, 

굴절율은 작은 내반사성 복합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코팅은 낮은 광반사성이 요구되고 또한 전기적, 자기적 차폐가

요구되는 어떠한 표면에도 적합할 것이다. 제시된 내반사성 복합체들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응용분야에 사용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내반사성 복합체는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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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투과성 기재; (b) 상기 기재위에 증착된 경질피막; (c) 경질피막 위에 증착된 제 2의 투명 산화물층; 그리고 (d) 

제1의 투명 산화물층 위에 증착된 제 2의 투명 산화물층. 바람직하게는, 투명 산화물층들은 중간 주파수의 AC 스퍼터

링이나 대칭/비대칭 이극(bi-polar) DC 스퍼터링을 포함하는 펄스(pulsed)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증착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평균 두께가 약 2Å~약 100Å인 박막 탄소층이 경질피막과 기재 사이에 증

착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평균 두께가 약 2Å~100Å인 박막 탄소층은 최외측의 투명 산화물

층과 저 표면에너지층(low surface energy layer)의 사이에 증착된다.

본 발명의 보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복합체는 경질피막의 맨 위에 증착되어진 적어도 한 쌍의 산화물층을 포함한다.

각 쌍의 산화물층은 (i) 경질피막위에 증착된 굴절율이 약 1.65~약 2.65이고, 평균 두께가 약 100~3200Å인 제 1의 

투명 산화물층; 그리고 (ⅱ) 상기 제 1의 투명 산화물층 위에 증착된 굴절율이 약 1.2~1.85이고, 평균 두께가 약 100

~3200Å인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을 포함한다.

적어도 한쌍의 산화물 층을 가지는 상기 설명된 복합체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투명 산화물층 중에서 한 층은 삼원

소 산화물(tertiary oxide)층이다.

적어도 한쌍의 산화물층을 가지는 본 발명의 복합체의 또다른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두께가 약 400~1000Å인 알루

미늄 산화물층 또는 지르코늄 산화물층은 경질피막과 쌍을 이룬 산화물층의 사이에 증착된다. 굴절율이 약 1.50~약 

2.20인 다른 산화물들이 상기 언급된 물질을 대체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적어도 한쌍의 산화물층을 가지는 본 발명의 복합체의 또다른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최외측 쌍의 제 2의 투명 산화물

층은 굴절율이 약 1.2~약 1.85이며, 40다인/㎝ 이하의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진다.

또다른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상기 저 표면에너지층은 진공증착된 유기/무기 혼합물이다.

상기 투명층들은 진공 또는 비진공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방법에 의해 증착될 수 있다.

상기 경질피막층은 굴절율이 약 1.4~약 2이고, 평균 두께가 약 0.5~약 10미크론이며, 바람직하게는 습식의 화학공정

에 의해 증착된 "일반적인" 유기 경질피막층일 수 있다. 상기 경질피막층은 또한 굴절율이 약 1.5~2이고, 평균 두께가

약 0.5~10미크론이며, 바람직하게는 진공공정에 의해 증착되어진 무기물질 또는 유기/무기 물질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본 발명의 특징, 측면 및 장점들은 이하의 설명과 첨부된 청구범위, 그리고 다음의 그림들로써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A는 본 발명의 특징들을 가진 내반사성 복합체를 도시한 것이다;

도 1B는 도 1A에 나타낸 것과 같은 내반사성 복합체의 내반사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A는 본 발명의 특징들을 가진 제 2의 내반사성 복합체를 도시한 것이다;

도 2B는 도 2A에 나타낸 것과 같은 내반사성 복합체의 내반사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특징들을 가진 제 3의 내반사성 복합체를 도시한 것이다;

도 3B는 도 3A에 나타낸 것과 같은 내반사성 복합체의 내반사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4A는 본 발명의 특징들을 가진 제 2의 내반사성 복합체를 도시한 것이다;

도 4B는 도 4A에 나타낸 것과 같은 또다른 내반사성 복합체의 내반사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리고,

도 5는 본 발명에 사용할 수 있는 스퍼터 코팅기계의 그림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하의 설명은 본 발명의 한 구체예 및 그 구체예의 여러 변형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본

발명이 이러한 특정한 구체예들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당업자들은 다양한 다른 구체예들을 

또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개선된 내반사성 복합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모든 구체예들에서, 복합체는 기재와 그 기재상에 증착

된 하나 이상의 내반사성 층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기재는 광투과성이다. 상기 기재는 유리 또는 경질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은 경질물질일 수 있다. 바람직하

게는, 기재는 유연성(flexible) 폴리머성 물질과 같이 롤 형태(format)로 제조될 수 있는 유연성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 이러한 물질들은 유연성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및 우수한 광학적, 롤 구조(roll confo

rmation) 성질을 가진 다른 유연성 폴리머성 물질들이다.

기재가 유연성 물질일 때, 기재에 추가적인 물리적 강성 및 기계적 내구성을 부여하기 위해 투명 경질피막이 흔히 적

용된다. 상기 경질피막은 또한 내반사성 복합체 전체를 구조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정의 광학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경질피막은 두께가 약 0.5~약 10미크론이고, 굴절율이 약 1.2~약 2인 "매시브 경질피막(m

assive hard coat)"층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매시브 경질피막층은 진공증착될 때 감소된 배기성질에 맞추어 진공

상태가 되도록 선택되어진다. 이러한 매시브 경질피막층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적합한 물질들은 (i) 폴리우레탄, (ⅱ

) 중합가능한 장쇄의 아크릴 및 메톡실록산 및 (ⅲ) 실리케이트, 밀도높게 가교된 아크릴 폴리머, 솔벤트-캐스트 에폭

시 및 이들의 조합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매시브 경질피막은 굴절율이 약 1.5~약 2인 유기 경질피막이다. 이러한 경질피막

은 Al  2 O  3 , 및/또는 SiO  2 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매시브 경질피막은 바람직하게는 진공 증착공정에 의해

증착되어지고, 또한 굴절율이 약 1.5~약 2 사이인 유기/무기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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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반사성 층들이 경질피막위에 증착되어진다. 이러한 내반사성 층들은, 기재 및 경질피막과 함께

조합되어 내반사성층들이 내반사성 성질을 가지는 복합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두께와 굴절율을 가지도록 선택

되어진다.

바람직하게는, 탄소의 박막이 경질피막층과 내반사성층 사이에 증착되어진다. 탄소층은 약 2Å~약 100Å 사이의 두

께를 가진다. 상기 탄소층은 특히 내반사성 층들이 스퍼터링에 의해 증착되는 경우에 경질피막과 내반사성 층들 사이

의 부착을 촉진하는 층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탄소층은 또한 경질피막 처리된 기재로부터 가스가 표면 밖으로 배출되

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탄소층의 성질과 이를 증착시키는 방법들이 미국특허 제 4,802,967호, 4,865,7

11호 및 제 4,913,762호(모두 Wilfred Kittler의 특허임)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은 본 특허에 참고문헌으로 포

함된다.

이러한 탄소층 없이, 화학처리, 코로나 방전, 글로우 방전 또는 부-산화물(sub-oxide) (프라이머)층의 증착과 같이 

다른 기술들이 경질피막된 기재와 내반사성 층들의 사이에 적합한 부착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이들 선행기술의 방법들은 모두 부착성이 불충분하며, 과도하게 비싸 거나 관련된 다른 제조상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탄소 박막층은 바람직하게는 스퍼터링에 의해 경질피막위에 증착되어진다.

상기 탄소층은 경질피막을 사용하는데 있어 주요한 문제점중의 하나인 경질피막의 배기(outgassing)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또한 밝혀졌다. 배기를 최소화함으로써, 탄소 박막층을 사용한 본 발명의 복합체는 내반사성 코팅의 증착동안 

현저하게 보다 안정하고 균일하다.

상기 탄소막은 또한 기재와 경질피막층 사이 및 저 표면에너지층과 최외측의 투명 산화물층의 사이에 위치되는 부착

성 촉진층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로서, 내반사성 복합체는 유연성 기재 (일반적으로 PET), 유연성 기재위에 증착

된 매시브 경질피막층 및 경질피막층 위에 증착된 산화물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여기서 탄소 박막

층은 기재와 경질피막 사이, 경질피막과 산화물층들 사이 및/또는 산화물층들과 40다인/㎝ 이하의 저 표면에너지층의

사이에 놓여진다.

내반사성 층들은 본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진공증착기술에 의해 증착되어질 수 있다. 예로서, 증발, 스퍼터링, PEC

VD 등이 있다. 전형적인 구체예에서, 내반사성층들은 단일 또는 다중 음극 스퍼터링 공정에 의해 증착되어진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내반사성 층들은 이중(dual) 음극 스퍼터링 방법에 의해 증착된다. 이중음극 스퍼터링 방법

은 중간 주파수의 AC 사인파 파동의 전원을 사용한다. 이중음극 시스템들은 나란히 배치된 마그네트론 음극들을 사

용한다. 이중음극 시스템들은 조절 및 양극(anode) 고유의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기존의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이 

지닌 문제점들을 최소화한다.

양극 고유의 문제점들은 반응성 DC 스퍼터링에서 발생하며, 이는 임의적으로 성장된 절연층에 의해 가공 쳄버, 양극,

타겟의 대부분이 덮이게 되기 때문이다. 양극의 덮임 및 절연층의 차폐는 공정조건들을 다양하고 어렵게한다. 많은 "

마이크로-아크(micro-arcs)"들이 산화물의 스퍼터링 동안 생성되어 증착된 층에 흠집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아크현

상(arcing)을 피하기 위해 RF 스퍼터링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RF 스퍼터링은 증착률이 낮고, 네트워크 조건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 그 산업적 적용성이 매우 한정되었다.

이중음극 스퍼터링 시스템에서, 두개의 마그네트론 소스를 이극 펄스 발생기에 연결하여 각 음극선이 선택적으로 마

그네트론 방전의 음극 및 양극으로써 작용하도록 한다. DC 스퍼터링과 달리, 전력은 20~100㎑의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펄스 모드(pulsed mode)로 반응 방전내로 공급되어져, 절연 영역의 방전을 막고 타겟에서의 아크현상을 방지한

다. 이중음극 스퍼터링으로 코팅재의 독창적인 스퍼터 증착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방법인 DC 스퍼터링 기술

을 사용하여서는 대규모로 생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중음극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은 선행기술인 DC 스퍼터링 방법 및 DC 및 RF 방법과 같은 다른 선행기술의 코

팅 기술에 비해 다음의 장점을 가진다:

(1) 증착속도가 DC 및 RF-유형의 스퍼터링 방법에 의한 속도보다 높음;

(2) 장기간의 작동기간동안 증가된 공정 안정성;

(3) 아크현상으로 인한 층의 결함의 최소화;

(4) 크로스-웹(cross-web) 균일성을 2% 이하로 하는 것이 용이함.

이중음극 스퍼터링 방법들은 특히 다중 내반사성 코팅층을 포함하는 전도성 및 비전도성 내반사성 복합체의 제조에 

바람직하다.

이중음극 스퍼터링은 내반사성 층들이 높은 절연(예, 유전성)물질들인 경우에 특히 바람직하다. 높은 절연물질들의 

반응성 DC 스퍼터링 증착에서 아크현상은 마그네트론 음극상의 절연층의 전기적 절연파괴(breakdown)에 의해 개시

된다. 이는 증착설비가 타겟의 스퍼터 부식을 "레이스 트랙(race track)" 영역으로 한정하는 환상의(looping) 자기장

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영역내에서, 스퍼터 속도는 역-스퍼터링에 의한 성장보다 더 높다. 그러나, 레이스 트랙으

로부터 보다 떨어진 위치에서 성장속도는 타겟 부식속도를 초과하며, 그 결과 타겟의 이러한 부분들은 절연층으로 덮

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덮임은 다양한 유형의 아크현상을 유발할 것이다. 이들 아크들로 인하여, 코팅층에 결함이 발

생하게 되고, 공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된다.

DC 스퍼터링에 관한 상기 언급한 문제는 주로 RF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RF 스퍼터링은 증착

속도가 높지 못하다. RF 스퍼터링은 또한 일반적으로 고열의 기재 부하 및 높은 입자에너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RF 

스퍼터링은 넓은 영역의 기재 코팅 및 열에 민감한 유연성 필름 기재에는 부적합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구체예에서, 내반사성 층의 증착방법은 대칭/비대칭 이극성 펄스 DC 스퍼터링 방법이다. 비대칭 이

극성 펄스 DC 스퍼터링은 반응성 DC 스퍼터링 방법과 관련된 타겟의 오염(poisoning) 문제들을 최소화하므로, 단일 

음극 스 퍼터링에 바람직하다. 반응성 DC 스퍼터링 방법들에서는 타겟 표면에서 절연층이 쌓이는 경향("타겟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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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절연체가 타겟 표면에 쌓이면, 축전기(capacitor)가 형성된다. 타겟은 일종의 전도체로서의 역할을 하게되며

, 또다른 전도체와 절연필름으로서의 플라즈마는 유전성의 축전기를 형성시킨다. DC 전류는 축전기를 통해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 첫번째 문제점은 전류의 흐름없이는 타겟의 이 영역으로부터의 스퍼터링

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류 흐름은 이온의 흐름이며, 따라서 어떤 아르곤 이온도 상기 영역을 타격하지 않으면, 타

겟 원자들이 유리되어 나오지 않게 되고, 스퍼터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형성된 축전기는 연

속적으로 충전되어 적용된 전압까지의 충전될 수 있는 용량을 견디기에 충분한 유전성(dielectricity)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충분한 유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절연체의 절연파괴는 전하 운반체의 급작스러운 방출을 일으

켜 국소적으로 전류밀도를 증가시켜 방전영역으로 밀어내어 아크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크현상은 절

연필름에 결함을 유발시킨다.

한편, 비대칭 이극 펄스 DC 스퍼터링은 타겟에서의 절연체가 기재보다 먼저 더 높은 스퍼터 수율로 스퍼터되도록 하

는 가동조건을 만든다. 이러한 "우선(preferential) 스퍼터링"은 타겟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우선 스퍼터링은 

정상 DC 파동형에 역전압의 바이어스 펄스를 부가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일반 스퍼터링이 -400볼트에서 수행되

면, 극성은 약 +100볼트로 급속히 전환되어, 축전기는 플라즈마에 노출된 표면에서 반대로(-100볼트) 충전되게 된

다. 역 펄스가 끝나고 전압이 스퍼터 모드(-400볼트)로 돌아가자마자, 축전기의 플라즈마 쪽은 -100볼트로 충전된다

. 타겟이 -100볼트에 도달하면, 플라즈마에서 유효전압은 -500볼트가 된다. 따라서, 아르곤 이온들은 정전기적 인력

에 의해 절연체로 이끌려, 잉여의 에너지(-500볼트)로 타격을 가하게 되고, 이는 절연체가 타겟에서 먼저 떨어져나가

도록 스퍼터하여 타겟 오염 및 아크현상을 제거시킨다.

파괴전압을 초과하여 축전지에서 전하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펄스가 빈번하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비대칭 이극 펄스 DC 방법은 펄스의 주파수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공정 주파수는 약 80㎑~약 150㎑ 사이

이다. 역바이어스가 너무 높으면, 축전기를 충전하는 것으로부터 차폐막과 쳄버 벽을 스퍼터링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

이므로, 역바이어스가 너무 높아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압은 약 +75~약 +150볼트 사이이다.

이중음극 대칭/비대칭 이극 펄스 DC 방법은 주기적 방형파(square-wave) 펄스체인을 가진 이극 펄스 전원을 사용

한다. 이는 출력전압에 대해 양과 음의 펄스의 독립적인 조절을 제공하고, 최대 성능(performance)을 수행한다. 이극

펄스 DC의 자유로운 조정가능성 및 선택성으로 인해, dc+, dc-, 단극+ 및 단극- 조절작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도체,

반도체 및 부도체와 같은 물질의 플라즈마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증착속도의 증가와 아크현상의 제거, 그리고 저온에서 고품질의 필름을 얻기위하여, 절연층으로 펄스 D

C 스퍼터링을 사용할 수 있다. 정현파(sinusoidal) (AC) 스퍼터링과는 달리, 이극 펄스 DC(방형파)는 플라즈마 밀 도

와 아크현상의 회피간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온-앤-오프(on and off)" 시간의 독립적인 조절이 가능하다. 양과 음

의 펄스 폭들은 매우 짧은 마이크로초부터 약 2분의 1초까지의 상당한 범위에 걸쳐 조정이 가능하며, 펄스들 사이에

서 여러 오프 시간들이 가능하다. 주파수는 변화될 수 있다.

중간 주파수 AC 펄스 전원 및 대칭/비대칭의 이극 DC 스퍼터링 기술을 사용하는 이중음극 스퍼터링 방법들은 기재

의 연속된 길이에 걸쳐 내반사성층을 증착시킬 수 있는 광역 롤코팅 기계에 손쉽게 적용가능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내반사성 층들은 경질피막의 맨 위에 증착되는 적어도 한쌍의 산화물층들에 의해 제

공되어진다. 각 쌍의 산화물 층들은 (i) 경질피막위에 증착된, 굴절율이 약 1.65~약 2.65이고, 평균 두께가 약 100~3

200Å인 제 1의 투명 산화물층; (ⅱ) 상기 제 1의 투명 산화물층에 증착된, 굴절율이 약 1.2~1.85이고, 평균 두께가 

약 100~3200Å인 제 2의 투명 산화물 층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제 1의 투명 산화물 층은 전기적으로 전도성인 

코팅층이다.

가장 바람직한 한 구체예에서, 투명 산화물 층들 중 하나는 InZnSnOx, InZnGaOx 및 InZnMgOx와 같은 삼원소 합금

이다.

매우 바람직한 또다른 구체예에서, 약 400~약 1000Å의 두께를 가진 알루미늄 산화물 또는 지르코늄 산화물 층은 

경질피막과 산화물층 쌍들의 사이에 삽입된다. 삽입된 층은 약 1.50~약 2.20사이의 굴절율을 가지도록 선택되어진다

.

본 발명의 모든 구체예에서, 일반적으로 "내오염성(anti-smudge)" 층으로 알려져 있는 저 표면에너지층은 내반사성

층들의 맨 위에 증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오염성층은 약 40다인/㎝ 이하의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진다. 본

발명의 특정 구체예에서, 적어도 한쌍의 산화물층들, 최외측 쌍에 있는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은 약 1.2~약 1.85 사이

의 굴절율을 가지며, 40다인/㎝ 이하의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진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알루미늄 산화물층 또는 지르코늄 산화물층을 탄소로 코팅된 경질피막층과 한쌍의 

투명 산화물층들 사이에 위치시킴으로써, 본 발명의 두개의 내반사성 층을 가지는 복합체가 사층 이상의 내반사성 층

을 가진 선행기술의 복합체와 동등한 성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도 1A와 4A는 경질피막층에 증착된 4층의 내반사성 층을 포함하는 두개의 다른 내반사성 복합체를 도시한 것이다. 

도 2A는 두층의 내반사성 층들을 가진 내반사성 복합체를 도시한 것이고, 도 3A는 세개의 내반사성 층들을 가진 내

반사성 복합체를 도시한 것이다.

도 1B는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은 내반사성 복합체의 내반사성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기재는 PET이고, 굴절율은 

1.65였다. 경질피막은 기재에 증기로 증착된무기 Al  2 O  3 물질이었다. 경질피막은 굴절율이 1.70이고, 평균 두께가 

4미크론이었다. 탄소층은 평균 두께가 5Å이었다. 탄소층은 진공증착에 의해 증착되어졌다. 제 1의 투명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1.46인 SiO  2 이었다. 제 2의 투명 산화물 층은 굴절율이 1.70인 Al  2 O  3 이었다. 제 3의 투명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2.0인 ITO이고, 제 4의 반사성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1.46인 SiO  2 이었다. 각 투명 산화물층은 중간 주파수

AC 사인파 스퍼터링과 대칭/비대칭 이극 펄스 DC 스퍼터링을 포함하는 펄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증착되었

다. 저 표면에너지층은 제 4의 투명 산화물 층의 맨 위에 증착되었다. 저 표면에너지 층은 굴절율이 1.38이고, 평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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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가 20Å인 불소폴리머 물질이었다. 저 표면에너지 층은 약 40다인/㎝이하의 표면에너지를 가진다.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것과 같은 두층 설계의, 두개의 내반사성 복합체의 내반사성 성질을 나타낸다. 두 설계에서, 

기재 물질은 PET이며, 굴절율은 1.65이었다. 경질피막은 기재에 적용된 UV 처리된 아크릴성 경질피막이었다. 경질

피막은 굴절율이 1.63이며, 평균 두께는 6미크론이었다. 탄소층은 평균 두께가 5Å이었다. 탄소층은 진공증착에 의해

증착되었다. 제 1의 투명 산화물 층은 굴절율이 2.0인 ITO이었다.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1.46인 SiO  2 이

었다. 각 투명 산화물층은 중간 주파수 AC 사인파 스퍼터링과 대칭/비대칭 이극 펄스 DC 스퍼터링을 포함하는 펄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증착되어졌다. 저 표면에너지층은 제 2의 투명 산화물 층의 맨 위에 증착되었다. 저 표면

에너지 층은 굴절율이 1.38이고, 평균 두께가 20Å인 불소폴리머 물질이었다. 저 표면에너지 층은 약 40다인/㎝ 이하

의 표면에너지를 가졌다.

도 2A에 도시된 두개의 내반사성 복합체의 내반사 성질의 유일한 차이는 경질피막 굴절율과 코팅 두께였다.

도 3B는 두개의 내반사성 복합체의 내반사성 성질을 도시한 것으로, 하나는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삼층 설계이

며, 하나는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층 설계이다. 삼층 설계에서, 기재 물질은 PET이며, 굴절율은 1.65이었다. 

경질피막은 기재에 적용된 UV 처리된 아크릴성 경질피막이었다. 경질피막은 굴절율이 1.50이고, 평균 두께는 6미크

론이었다. 탄소층은 평균 두께가 5Å이며 진공증착에 의해 증착되었다. 제 1의 투명 산화물 층은 Al  2 O  3 으로, 굴절

율이 1.70이었다.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은 ITO로, 굴절율이 2.0이었다. 제 3의 투명 산화물 층은 SiO  2 로, 굴절율은 

1.46이었다. 저 표면에너지 층은 제 3의 투명 산화물층의 맨 위에 증착되었다. 저 표면에너지 층은 불소폴리머 물질

로, 굴절율은 1.38이고, 평균 두께는 20Å이었다. 저 표면에너지 층은 약 40다인/㎝ 이하의 표면에너지를 가졌다.

도 3B에 그 반사성 성질이 도시된 사층 설계는 굴절율이 1.65인 PET 기재였다. 경질피막은 기재위에 적용되는 UV 

처리된 아크릴성 경질피막 물질이었다. 경질피막은 굴절율이 1.50이고, 평균 두께는 6미크론이었다. 탄소층은 평균 

두께가 5Å이었다. 탄소층은 진공증착에 의해 증착되었다. 제 1의 투명 산화물층은 ITO로, 굴절율은 2.0이었다. 제 2

의 투명 산화물층은 SiO  2 로, 굴절율은 1.46이었다. 제 3의 투명 산화물층은 ITO로, 굴절율이 2.0이고, 제 4의 투명 

산화물층은 SiO  2 로, 굴절율이 1.46이었다. 각 투명 산화물층은 중간 주파수의 AC 사인파 스퍼터링과 대칭/비대칭 

이극 펄스 DC 스퍼터링을 포함하는 펄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증착되었다. 저 표면에너지층은 불소폴리머 물

질로, 굴절율이 1.38이고 평균 두께는 20Å이었다. 저 표면에너지층은 약 40다인/㎝ 이하의 표면에너지를 가졌다.

도 4B는 도 4A에 도시된 것과 같은 내반사성 복합체의 내반사성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 기재는 PET

이며, 굴절율은 1.65이었다. 경질피막은 기재에 적용된 UV 처리된 아크릴 경질피막 물질이었다. 경질피막은 굴절율

이 1.50이며, 평균 두께는 6미크론이었다. 탄소층은 평균 두께가 5Å이고, 증기증착에 의해 증착되었다. 제 1의 투명 

산화물층은 ITO으로, 굴절율이 2.0이었다. 제 2의 투명 산화물 층은 SiO  2 이고, 굴절율이 1.46이었다. 제 3의 투명 

산화물층은 ITO로, 굴절율이 2.0이고, 제 4의 투명 산화물층은 SiO  2 로, 굴절율이 1.46이었다. 각 투명 산화물층은 

중간 주파수 AC 사인파와 비대칭 이극 펄스 DC 스퍼터링을 포함하는 펄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증착되어졌

다. 저 표면에너지층은 불소폴리머 물질이며, 굴절율이 1.38이고, 평균 두께는 20Å이었다. 저 표면에너지층은 습식 

화학처리 및 스퍼터링에 의해 증착되었다. 저 표면에너지층은 약 40다인/㎝ 이하의 표면에너지를 가졌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특징을 지닌 내반사성 복합체의 제조를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단지 예시적인 목적일 뿐이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4층 내반사성 복합체를 실험실 규모 연구개발용 롤에서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롤 스퍼터링 코팅기로 제조하였다. 

음극크기는 15"×4.5"이고, 드럼크기는 16"이었다. 도 5는 실험실 규모 연구개발용 스퍼터링 코팅기의 그림을 나타낸

다.

진공코팅 공정의 설명

기재 : 175미크론 경질피막처리된 PET의 연성 롤. PET의 굴절율은 1.65이고, 경질피막의 두께는 6미크론이며, 굴절

율은 1.50이었다.

경로 1 :

글로우 방전(플라즈마 세척) 공정조건:

가스: 아르곤:산소 = 50:50

전력: 50와트

전압: 900볼트

전류: 0.06암페어

속도: 2.5피트/분

경로 2 :

탄소층 공정조건:

타겟: 탄소(99.9999%)

가스: 아르곤 100sccm

전력: 1.5kw

전압: 562볼트

전류: 2.68암페어

속도: 24피트/분

총 압력: 2.56미크론

증착기술: DC 스퍼터링

경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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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의 투명 산화물층 공정조건:

타겟: In/Sn 90/10

가스: 아르곤: 100sccm, 산소: 34sccm

전력: 2.5kw

전압: 369볼트

전류: 6.8암페어

속도: 4.5피트/분

총 압력: 2.54미크론

증착기술: 비대칭 이극 펄스 DC 스퍼터링

경로 4 :

제 2의 투명 산화물층 공정조건:

타겟: (붕소로 도포된)실리콘

가스: 아르곤: 68sccm, 산소: 25sccm

전력: 2.5kw

전압: 396볼트

전류: 6.3암페어

속도: 2.6피트/분

총 압력: 2.0미크론

증착기술: 비대칭 이극 펄스 DC 스퍼터링

경로 5 :

제 3의 투명 산화물층 공정조건:

타겟: 90:10 인듐/주석

가스: 아르곤: 100sccm, 산소: 34sccm

전력: 2.5kw

전압: 369볼트

전류: 6.8암페어

속도: 1.63피트/분

총 압력: 2.54미크론

증착기술: 비대칭 이극 펄스 DC 스퍼터링

경로 6 :

제 4의 투명 산화물층 공정조건:

타겟: (붕소로 도포된)실리콘

가스: 아르곤: 68sccm, 산소: 25sccm

전력: 2.5kw

전압: 396볼트

전류: 6.3암페어

속도: 0.68피트/분

총 압력: 2.0미크론

증착기술: 비대칭 이극 펄스 DC 스퍼터링

경질피막처리된 PET의 진공증착 후에, 매우 얇은 저 표면에너지층(불소폴리 머)을 습식 화학처리로 시편위에 증착시

켰다.

상기 내반사성 복합체의 성질:

총 투과도: >92%

450~650㎚ 사이에서의 굴절평균: 0.45%

부착성 테스트(1.5㎜로 100개의 칸을 크로스커트, 떼어내기 5번 실시): 통과

강성 테스트(ASTM D 3363): 통과(3H 연필)

강철 울 마찰(#0000 200gms 무게로 강철 울 60회 타격): 통과 (눈에띄는 변질 없음)

습도 테스트(50℃, 95% 상대습도, 48시간동안): 반사성, 부착성 및 에탄올 마찰 통과

전기 전도도: 250ohms/sq.이하

저 표면에너지층(내오염성): 40다인/㎝ 이하

제조된 시편들은 우수한 내반사성 성질을 가졌으며, 내구성이 매우 좋고, 반사가 매우 적고, 투과성이 좋았다. 이들 시

편들이 디스플레이 스크린(텔레비젼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적용되는 경우 스크린에서의 빛의 번쩍임을 감소시킴으로

써 밝기가 현저하게 개선된다.

상기와 같이 설명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범주와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도 많은 다양한 구조적 변형 및 적용이 가능하

다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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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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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0.
다음을 포함하는 내반사성 복합체:

(a) 광투과성 기재;

(b) 상기 기재 위에 증착된 경질피막;

(c) 평균 두께가 2Å~100Å 사이인 탄소 박막층;

(d) 상기 탄소 박막층 위에 증착된 제 1의 투명 산화물층;

(e) 상기 제 1의 투명 산화물층 위에 증착된 제 2의 투명 산화물층;

(f) 평균두께가 2Å~100Å 사이이고, 최외측의 산화물층 위에 증착된 제 2의 탄소 박막층; 그리고

(g) 상기 제 2의 탄소 박막층 위에 증착된 표면에너지가 40다인/㎝이하인 최외측의 투명한 저표면에너지층.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과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은 첫번째 쌍의 투명 산화물층을 이루고, 상기 복합체는 적어도 

다른 한 쌍의 제 1과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을 더 포함하며, 여기에서;

(ⅰ) 상기 제 1의 투명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1.65~2.65이고, 평균 두께가 100Å~3200Å이며,

(ⅱ) 상기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1.2~1.85이고, 평균 두께가 100Å~3200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반

사성 복합체.

청구항 32.
다음을 포함하는 내반사성 복합체:

(a) 광투과성 기재;

(b) 상기 기재 위에 증착된 경질피막;

(c) 평균 두께가 2Å~100Å 사이인 탄소 박막층;

(d) 상기 탄소 박막층 위에 증착된 제 1의 투명 산화물층; 그리고

(e) 상기 제 1의 투명 산화물층 위에 증착된 제 2의 투명 산화물층 :

여기에서 투명 산화물층 중 하나는 삼원소 합금 산화물층이다.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표면에너지가 40다인/㎝ 이하인 최외측의 투명한 저표면에너지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반사성 복합체.

청구항 34.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과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은 첫번째 쌍의 투명 산화물층을 이루고, 상기 복합체는 적어도 

다른 한 쌍의 제 1과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을 더 포함하며, 여기에서 ;

(ⅰ) 상기 제 1의 투명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1.65~2.65이고, 평균 두께가 100Å~3200Å이며,

(ⅱ) 상기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1.2~1.85이고, 평균 두께가 100Å~3200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반

사성 복합체.

청구항 35.
다음을 포함하는 내반사성 복합체:

(a) 광투과성 기재;

(b) 상기 기재 위에 증착된 경질피막;

(c) 평균 두께가 2Å~100Å 사이인 탄소 박막층;

(d) 중간 산화물층;

(e) 상기 중간 산화물층 위에 증착된 제 1의 투명 산화물층; 그리고

(f) 상기 제 1의 투명 산화물층 위에 증착된 제 2의 투명 산화물층;

여기에서 상기 중간 산화물층은 탄소 박막층과 제 1의 투명 산화물층의 사이에 증착되고, 상기 중간 산화물층은 두께

가 400Å~1000Å이며, 굴절율이 1.5~2.2이다.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표면에너지가 40다인/㎝ 이하인 최외측의 투명한 저표면에너지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반사성 복합체.

청구항 37.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과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은 첫번째 쌍의 투명 산화물층을 이루고, 상기 복합체는 적어도 

다른 한 쌍의 제 1과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을 더 포함하며, 여기에서;

(ⅰ) 상기 제 1의 투명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1.65~2.65이고, 평균 두께가 100Å~3200Å이며,

(ⅱ) 상기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1.2~1.85이고, 평균 두께가 100Å~3200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반

사성 복합체.

청구항 38.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산화물층은 알루미늄 산화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반사성 복합체.

청구항 39.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산화물층은 지르코늄 산화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반사성 복합체.

청구항 40.
다음을 포함하는 내반사성 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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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투과성 기재;

(b) 상기 기재 위에 증착된 경질피막;

(c) 평균 두께가 2Å~100Å 사이인 탄소 박막층;

(d) 상기 탄소 박막층 위에 증착된 제 1의 투명 산화물층;

(e) 상기 제 1의 투명 산화물층 위에 증착된 제 2의 투명 산화물층; 그리고

(f) 기재로부터 가장 말단에 증착된 최외측의 투명 산화물층을 포함하고, 상기 최외측의 투명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1.

2~1.85이고, 표면에너지가 40다인/㎝ 이하이다.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과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은 첫번째 쌍의 투명 산화물층을 이루고, 상기 복합체는 적어도 

다른 한 쌍의 제 1과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을 더 포함하며, 여기에서;

(ⅰ) 상기 제 1의 투명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1.65~2.65이고, 평균 두께가 100Å~3200Å이며,

(ⅱ) 상기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1.2~1.85사이이고, 평균 두께가 100Å~3200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반사성 복합체.

청구항 42.
다음을 포함하는 내반사성 복합체:

(a) 광투과성 기재;

(b) 상기 광투과성 기재 위에 증착된 경질피막;

(c) 경질피막 위에 증착된 중간 산화물층, 여기에서 상기 중간 산화물층은 알루미늄 산화물을 포함하고, 두께가 400

Å~1000Å이고, 굴절율이 1.5~2.2이며; 그리고

(d) 다음을 포함하는 적어도 한쌍의 투명 산화물층

(i) 굴절율이 1.65~2.65이고, 평균두께가 100Å~3200Å인 제 1의 투명 산화물층과

(ⅱ) 굴절율이 1.2~1.85이고, 평균두께가 100Å~3200Å인 제 2의 투명 산화물층.

요약

400㎚~800㎚ 파장에서 가시광선 투과성이 매우 높고, 반사는 아주 적은 내반사성 복합체가 본 발명에서 제공된다. 

본 발명의 복합체는 (a) 광투과성 기재; (b)상기 기재위에 증착된 경질피막; (c) 평균 두께가 약 2Å~100Å인 탄소 박

막층; (d) 상기 탄소 박막층위에 증착된 복수의 투명 산화물층쌍, 상기 각 투명 산화물층의 쌍은 (i) 굴절율이 약 1.65

~약 2.65이고, 평균 두께가 약 100Å~3200Å인 제 1의 투명 산화물과 (ⅱ) 굴절율이 약 1.2~약 1.85이고, 평균 두

께가 약 100Å~약 3200Å 사이인 제 2의 투명 산화물층을 포함한다. 상기 복합체는 상기 탄소 박막층과 제 1의 투명

산화물층의 사이에 증착되는 중간 산화물층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간 산화물층은 굴절율이 약 1.5~약 2.2

이고, 두께가 약 400Å~1000Å 사이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복합체는 표면에너지가 약 40다

인/㎝ 이하인 최외측의 투명한 저 표면 에너지층을 더 포함한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투명층들은 진공 

또는 비진공 공정 또는 이들을 조합한 공정에 의해 증착되어진다.

대표도

도 1A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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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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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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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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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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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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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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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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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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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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