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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세라믹,  금속,  유리  등을  포함하는  무기  구조물의  표면  피복,  전자  회로  판과  같은 광택
이 있는 세라믹 기판, 또는 내열성 표지에 사용되는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에 관한 것이다.

표면  평활도(smoothness),  내마모성,  내부식성,  표면  경도  등의  특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또는  외관 
장식용으로 각종 표면 피복이 행해져 왔다.

표면  피복법으로는  진공  증착법,  스퍼터링(sputtering)법  등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그  장치가 비
싸고, 두꺼운 피복층을 형성하기 어럽다는 점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다른  방법은,  주성분으로서  무기  분말  및  수지  결합체를  포함하는  페이스트를  피복시키고 소성시키
는  스크린  인쇄법이다.  그러나,  스크린  인쇄법의  사용으로  인하여  동시에  형성된  필름의  두께가 제
한되며, 작업성이 불량하고 곡면에 대한 프린팅이 매우 어렵다는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광택이  있는  세라믹  기판은  균일한  용융유리로  얇게  피복된  세라믹  기판이며,  하이브리드 집
적회로(hybrid  IC),  열적  인쇄기  헤드(head)  등에  사용된다.  얇은  필름  회로는  진공  증착법, 스퍼터
링법 등에 의해 광택이 있는 세라믹 기질 위에 얇은 필름을 형성하고, 사진석판술
(photolithography)에 의해 패터닝(patterning)시킴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표면의 평활도
(smoothness)는 회로의 패턴 정밀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

세라믹  기질  위에  유리를  피복시킬  경우,  스크린  인쇄법에  의해  유리  분말  및  비이클(vehicle)로 이
루어진 페이스트를 피복시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동시에  요구되는  피복  두께를  형성하기  어렵고,  작업성이  불량하고,  피복  두께의 
정밀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인쇄  횟수가  많아야  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쇄시  기포가 포
획되기 때문에 표면 결함이 생기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JP-A-61-22682(여기에서,  JP-A는  미심사  공개된  일본국  특허원을  의미한다)에 기
술된  바와  같이  유리  분말과  결합제를  주성분으로서  포함하는  미처리  시이트(green  sheet)를  세라믹 
기질에  압착-결합하는  방법이  두께  정밀도가  우수한  광택  있는  세라믹  기질을  용이하게  제조하는 방
법이라고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미처리  시이트와  세라믹  기질간의  결합강도가  약하다는 문
제점이  있다.  결합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결합체의  첩가량을  증가시키거나  결합체의  Tg(유리 전
이  온도)를  낮추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자는  유리  분말의  패킹(packing)  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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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에  기인하는  소성시  핀홀(pinhole)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후자는  미처리  시이트의  강도를 
낮춤으로써 시이트를 취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미처리  시이트는  결합체와  함께  세라믹  기질에  압착결합되기  때문에,  후  속의  소성단계에서 
온도를  상승시킬  경우,  결합제가  소실되기  전에  결합강도가  감소하고  광택부분의  가장자리가 수축하
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제조  시스템을  다품목의  소량  제조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내열성,  내약품성  등과  같은  필요한 
내성을  갖는  식별  표지(label)가  제품,  반제품,  부품  등을  조절하기  위해  요구된다.  이들  내성은 특
히 유리 제품, 금속 제품, 소결된 세라믹 제품 등을 조절하기 위한 식별 표지용으로 요구된다.

점착될  제품에  직접  점착되며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등을  갖는  식별  표지로서,  소결된  세라믹, 
스테인레스  스틸,  법랑  제품(enameled  ware)  등과  같은  기질을  포함하는  식별  표지가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식별  표지들은  나사를  돌림으로써  접착(곡면에  대한  접착은  유연성의  결여로 
어렵다)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업현장에서  매우  우수한  내열성을  갖는  패턴의  생성이 어렵
다는  여러  단점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작업현장  등에서  편리하게  패턴을  형성하여  식별  표지를 만
드는 것을 어렵다.

상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한  결과,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를  제조함으로써 종래
의 기술 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는  유리  분말,  수지  결합제  및  경우에  따라서,  무기  분말 
및/또는  금속  분말을  포함하며,  열분해  개시  온도가  수지  결합제의  열분해  개시  온도보다  높은 점착
층이 표면에 제공되어 있는 유리 분말 성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무기  구조물을  상기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유리분말  점착성  시이트로  피복할  경우,  유리  분말, 수
지 결합제 및,  경우에 따라서,  무기 분말 및/또는 금속 분말의 조성물을 미리 시트 형태로 성형시킨
다.  따라서,  피복  층의  두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피복층의  두꺼운  필름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으며,  피복층의  두께는  정확히  규정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종래의  진공  증착법  및 스퍼터링
법에  필요한  장치가  불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불필요성으로  인한  스크린  인쇄법에  의한  단점도 
없다.

또한,  점착성  시이트의  적층화는  점착층을  통해  처리되므로  매우  용이하고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점착제의  열분해  개시  온도는  분말  성형물을  구성하는  결합제의  열분해 개시온도
보다  높으며,  심지어  분말  성형물중의  수지  결합제가  소성  단계에서  분해될  경우에도,  분말 성형물
은 여전히 피복된 제품에 점착되어 있고 점착제가 존재함으로써 그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피복층이 제조할 수 있다.

또한,  광택이  있는  세라믹  기질을  제조할  경우,  사전에  시이트  형태로  제조된  유리  분말이  세라믹 
기질위에  유리  분말을  생성하기  위해  적층되기  때문에,  종래의  인쇄법에서와는  달리,  피복  두께를 
정확히,  그리고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시이트 형성 전에 소포화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기  않으며  유리  분말  성형물은  유리  분말  성형물과  세라믹  기질을  적층시키고 
이어서  적층물을  회전롤에  유도함으로써  간단히  적층시키며,  적층공정은  종래의  인쇄공정과 비교하
여  성능면에서  훨씬  우수하며  자동적으로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광택이  있는  세라믹 기
질의  자동  제조라인은  적층단계를  후속의  소성단계와  결합함으로써  확립시킬  수  있다.  또한,  유리 
분말  성형물을  세라믹  기질  위에  적층시킬  경우,  열분해온도가  유리  분말  성형물을  구성하는  수지 
결합제의  열분해온도보다  높은  점착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온에서  점착  특성은  물론  적층화를 용
이하게  수행하고  또한  심지어  후속의  소성  공정에도  우수하며,  유리  분말  성형물을  구성하는  수지 
결합제를  분해시킨  후에도  여전히  우수한  점착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광택이  있는  테두리의  수축이 
발생하지 않는 매우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분말 점착성 시이트를 식별 표지로서 사용할 경우,  식별 표지는 원하는 표지 형태로 처리
된  시이트  또는  조각을  자체-지지  특성을  갖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및  크라프트지와  같은  기재 물질
의  표면을  실리콘계  수지와  같은  저점착성  화합물로  피복시킨  후  표지의  기본  색상과  상이한  소성용 
잉크로  시이트위에  문자,  숫자  또는  바아-코드(bar-code)를  형성함으로써  제조된  저점착성 기재물질
의  표면에  일시적으로  점착시킴으로써  수득한다[참조:일본국  특허원  제58-43486호].  이  경우에, 열
분해  개시  온도가  수지  결합제의  열분해  개시  온도보다  높은  점착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지어 수
지  결합제가  식별  표지를  점착될  제품에  접착시킨  후  후속의  소성공정에서  분해되더라도  우수한 점
착 특성이 여전히 유지되며 위치 이탈 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효능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를  식별  표지로서  사용할  경우,  예를들면,  소성용  잉크를  사용한 
패턴의  생성은  표지를  점착될  제품에  점착시킨  후  수행하거나  소성용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표지 형
태의 차이,  표지에서 홀  또는 불균일 표면을 형성하거나 표지 색상 또는 점착될 제품의 색상의 차이
를 이용하여 식별하는 것도 본 발명에 포함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유리  분말은  연화점이  300°내지  1400℃이고  입자  크기가  0.1내지  100㎛, 바람
직하게는  0.5  내지  30㎛인,  통산적인 PbO-B2O3-SiO2 계,  Pb-부재 Na2O-B2O3-SiO2 계  및 BaO-CaO-SiO2 계 

무색 유리 등 및 PbO-SiO2-B2O3-Al2O3-SnO2 착색 유리이다.

수지  결합제의  예로는  탄화수소  수지,  비닐  수지,  아세탈  수지,  아크릴  수지,  스티렌  수지, 폴리에
스테르수지,  폴리우레탄  수지  등과  같은  합성  중합체  또는  셀룰로오즈  수지  등과  같은  반합성 중합
체가 포함된다.

이들 중에서,  탄화수소 수지,  아크릴 수지,  아세탈 수지 및  셀룰로오즈 수지는 용이한 열  분해의 기
준점(standpoint) 때문에 바람직하며 아크릴성 수지가 특히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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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개시  온도가  100°내지  350℃이고  열분해  종결  온도가  250°내지  700℃인  수지  결합체를 선
택하며,  가해지는 양은 유리 분말 및 임의로 가해지는 분말 및/또는 금속 분말의 비중 및 입자 크기
에 따라 다양하나 유리 분말 100중량부당 5 내지 100중량부가 바람직하다.

양이  많을  경우,  탈기가  불충분하며,  그  결과  기포를  생성하고,  양이  적을  경우,  분말  성형물의 강
도가 감소하고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표면 피복물 또는 광택이 있는 세라믹 기질의 경우 표면 특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기 분말 및/또는 
금속  분말을  주로  사용하나,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를  식별  표지로서  사용할  경우,  표면  특성을 
증진시키는  것  이외에도  이는  소성용  잉크의  색상  또는  착색될  제품의  색상과  대조되게  하는 착색제
로서도 또한 작용한다.  분말의 입자 크기는 통상적으로 약  0.05  내지  50㎛,  바람직하게는 약  0.5 내
지 20㎛이다. 사용량은 유리 분말 100중량부당 약 1 내지 50중량부이다.

무기  분말의  예로는  SiC, SiN4 ,  BN, Al2O3 , ZnO2 , SiO2 , TiO2 , BaTiO3 , MnO2 , Cr2O3 , NiO2 ,  CoO, Fe2O3 , 

Fe3O4 등이 있으며, 이는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금속  분말의  예로는  철,  크롬,  구리,  은,  금  등이  있으며,  이는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리  분말,  무기  분말  및/또는  금속  분말과  수지  결합제와의  균일한  혼합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분
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분산제의  예로는  각종의  통상적인  계면활상제  및  기타  지방산,  지방산 에
스테르,  생선유,  아크릴성  올리고머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된  분산제의  양은  유리  분말 
및  무기 분말 및/또는 금속 분말 총  100중량부당 0.01  내지  1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2중량
부이다.

분말  성형물을  제조할  경우,  용매,  소포제  등과  같은  적합한  첨가제를  가해  통상적인  닥터 블레이드
(doctor  blade)법에  의해  시이트형  성형물을  제조할  수  있다.  즉,  볼  분쇄기중에서  유리  분말,  수지 
결합제,  용매 및  경우에 따라서,  무기 분말 및/또는 금속 분말,  분산제,  이형제를 혼합시킨 다음 혼
합물을  닥터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주조(casting)시킴으로써  두께  정밀도가  우수한  분말  성형물을 수
득할  수  있다.  또한,  주조시키기  전에  슬러리를  효율적으로  배기시킴으로써  시이트형  성형물  중의 
기포를  제거할  수  있다.  분말  성형물을  제조할  경우,  슬러리가  그  위에  주조되도록  적절한  지재 필
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된  기재필름은  분말  성형물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후속의 
소성단계에서 소실된다. 그러한 기재 필름으로서 각종 합성 수지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점착층은  시이트형  유리  분말  성형물(성형물을  기재  필름상에서,  필름  형성이  없는  표면상에서, 주
조시킴으로써  제조하는  경우)의  표면  상에  분무,  브러싱  또는  저점착성  기질성에서  미리  형성되어 
있는 점착층을 이동시킴으로써, 또는 직접 점착물을 피복시킴으로써 생성된다.

점착층을  구성하는  물질은  실온에서  점착  특성을  갖는  특정  물질일  수  있거나  또는  물질이 100°내
지  350℃의  열분해  개시  온도  및  250°내지  750℃의  열분해  종결  온도를  가질  경우,  열,  물,  용매 
등과 같은 외부요인을 부가함으로써 점착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일 수 있다.

이러한  물질들의  예로는  폴리에틸렌,  에틸렌  공중합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폴리이소부틸렌, 탄
화수소  수지(예:석유  수지,  테르펜  수지  등),  아크릴  수지(예:폴리아크릴산  에스테르, 폴리메타크릴
산  에스테르,  폴리아크릴  아미드  등),  디엔  수지(예:폴리부타디엔,  폴리이소프렌  등),  비닐 아세테
이트,  폴리비닐  아세탈  수지,  폴리에테르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폴리우레탄  수지,  셀룰로오즈 
수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수한  작업성  면에서  실온에서  감압(pressure-sensitive)  점착 특
성을  갖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를들면,  에스테르와  공중합할  수  있는  작용성 그룹
을  갖는  (메타)아크릴산  에스테르와  비닐단량체의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아크릴  감압  점착제,  수지 
감압  점착제(예:폴리비닐  에테르  감압  점착제  등)또는  고무  감압  점착제(예:네오프렌  고무  감압 점
착제,  이소프렌  감압  점착제  등)가  있으며,  단독으로  또는  점착  특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열-용융 수
지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점착제와  상술된  수지  결합제의  배합에  있어서,  점착제의  열분해  개시  온도가  치수  안정성  및 소성
단계시  유리  분말  성형물의  위치  이탈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보아  결합제의  열분해  개시  온도보다  더 
높아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합시켜야  한다.  열분해  개시  온도가  적어도  10℃,  바람직하게는  15℃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디.

이렇게  제조된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를  내열성이고  물체가  표면  피복될  때  소성단계에서  열에 의
해  저하되지  않은  기질(예:세라믹,  유리,  금속  등)  위에  점착시키며,  광택  있는  세라믹  기질을 제조
하고자  할  경우  시이트는  점착층을  통해  세라믹  기질(예:알루미나,  베릴리아,  스테아타이트, 프로스
테라이트,  지르코니아  등)에  점착된다.  표지형으로  가공되고  소성용  잉크로  인쇄되는  유리  분말 점
착성 시이트는 물체가 식별 표지일 때 점착층을 통해 제품에 점착된다.

내열성  물질,  세라믹  기질  또는  물체  위에  점착된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를  유리  분말의 연화점
(통상적으로  350  내지  1400℃)  이상의  온도로  5내지  30℃/min의  온도  증가속도에서  가열함으로써, 
수지 결합제가 먼저 분해된 다음, 점착층이 분해되어 소성이 완료된다.

본  발명의  유리  분말  점착성이  시이트는  표면  피복물로서  사용할  때  표면  평활성,  내마모성, 내부식
성,  표면경화성  등의  이들의  특성을  개질시키기  위해  세라믹,  유리,  금속  등으로  제조된  구조물일 
수 있으며 전기 및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등의 각종 부품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광택이  있는  세라믹  기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미리  시이트형을  제조하므로  두께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고,  시이트형이  제조되기  전에  미리  용이하게  소포시킬  수  있다.  또한,  시이트가  점착층과  기질에 
압착  접착되므로  점착성은  우수하다.  더우기,  점착층의  열분해  개시  온도가  유리  분말  성형품용으로 
사용되는  수지  결합제의  열분해  개시  온도보다  높으므로,  후속의  소성  단계에서  하기의  장점이 
있다.  첫째로,  유리  분말  성형품에서의  수지  결합제는  점착제가  열에  의해  분해되기  시작하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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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느 정도 이미 분해되고,  유리 분말 성형품은 기체 투과성을 가진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점착
제의 열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분해 기체는 유리 분말 성형품을 통해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어서, 소
성  단계에서의  유리  분말  성형품에  기포가  야기되지  않으며,  우수한  평활성  및  우수한  외관을 소성
단계 후에도 수득할 수 있다.

둘째로,  점착제의  분해가  진행되어  점착강도를  상실하는  온도에서,  유리  분말  성형품은  분말상으로 
되고  결과적으로,  수지  결합제가  그  안에  남아있을  때  발생하는  유리  분말  성형품  층에서의  뒤틀림, 
수축 등의 변화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 분말과 기질간의 우수한 점성 때문에,  광택이 있는 
층의 수축을 예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를 식별 표지용으로 사용할 때,  이  시이트가 비소성 상태에서 제
품에  점착되기  때문에,  시이트는  곡면에도  용이하게  점착될  수  있고,  내구성,  내열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한  제품을  수득할  수  있다.  더욱이,  점착층의  열분해  개시  온도가  유기  수지  결합제의  열분해 
개시 온도보다 높으므로, 소성단계에서의 위치 이탈 및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는 또한 전기부품(예:회로 패턴 등)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실시예  및  비교실시예를  참조로써  상세히  설명하지만,  본  발명을  이에  한정지으려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만 한다. 본 실시예에서, 모든 부는 중량에 의한 것이다.

[실시예 1]

평균 입자 크기가 11㎛인 SiO2-CaO-BaO계 유리 분말을 제조한다.

유리  분말  100부,  부틸  아크릴레이트,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및  메타크릴아미드의  공중합체(60:35:5, 
열분해  개시  온도:160℃,  열분해  종결  온도:560℃)15부,  분산제로서  올레산  1부,  톨루엔  24부  및 메
틸  에틸  케톤  16부를  실온하에  볼  분쇄기내에서  혼합하고,  혼합물을  닥터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폴리
에스테르  필름(두께:75㎛)위에  주조하여,  두께가  100㎛인  분말  시이트를  수득한다.  주로  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  구성된  두께  10㎛의  감압  점착제를  분말  시이트  위에  적층한다.  감압 점착
제의  조성물은  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아크릴산의  혼합물(100:5)이고,  열분해  개시  온도가  250℃이면 
열분해 종결 온도가 590℃이다.

점착제로  피복된  상기의  분말  시이트를  질화  규소를  포함하는  세라믹  성형품  위에  점착시키고, 400
℃에서  30분  동안  결합제를  제거한  후,  세라믹  성형품의  온도를  20℃/min의  속도로  증가시킨다. 온
도를  1000℃에서  10분  동안  유지시켜  소성시킨다.  이렇게  수득한  성형품의  표면  피복층의  두께를 측
정한 바, 층은 두께 정확성이 65±2㎛로 우수하고, 표면 평활성이 매우 우수함이 밝혀졌다.

[실시예 2]

유리  분말로서 80중량%의  PbO를  함유하고 평균 입자 크기가 25㎛인 PbO-B2O3 계  유리  90부,  평균  입자 

크기가  25㎛인  알루미나  분말  10부,  수지  결합제로서  열분해  개시  온도가  140℃이고  열분해 종결온
도가  340℃인  이소부틸  메타크릴레이트  10부,  분산제로서  라우르산  1부  및  가소제로서  톨루엔 35부
를  실온하에  볼  분쇄기내에서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폴리에스테르  필름(두께:75㎛)위에  적용기를 
사용하여  주조하여,  두께가  80㎛인  분말  시이트를  수득한다.  주로  이소프렌  고무로  구성된  두께 10
㎛의  감압  점착제를  분말  시이트  위에  적층하여  분말  테이프  시이트를  수득한다.  감압  점착제는 열
분해 개시 온도가 200℃이고 열분해 종결온도가 520℃이다.

상기의  분말  테이프  시이트를 LiO2-Al2O3-SiO3 계  내열성  유리  성형품  위에  점착시키고,  유리  성형품의 

온도를  10℃/min의  속도를  증가시켜  이를  500℃에서  100분  동안  소성시킨다.  이렇게  수득한  표면 피
복층의 두께 정확성은 우수하며 발포, 기포 등의 외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시예 3]

광택이  있는  세라믹  기질을  하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지  결합제  및  감압  점착물을  사용하여 
하기 방법으로 제조한다.

연화점이 850℃이고 평균 입자 크기가 11㎛인 Ca-BaO-SiO2계 유리를 유리 분말로서 사용한다.

유리  분말  100부,  수지  결합제  12부,  분산제로서  올레산  1부,  톨루엔  24부  및  메틸  에틸  케톤 16부
를  실온하에  볼  분쇄기내에서  혼합하고,  혼합물을  폴리에스테르  필름  위에서  닥터  블레이트를 사용
하여  주조하여,  두께가  130㎛인  유리  분말  시이트를  수득한다.  두께가  20㎛인  감압  점착제를  상기한 
유리 분말 시이트 위에 적층한다.

순도가  96.0%인  알루미나  기질을  세라믹  기질로서  사용한다.  점착제로  적층된  유리  분말  시이트를 
알루미나  기질위에  압착-결합시킨다.  400℃에서  60분  동안  적층된  시이트의  결합제를  제거한  후에, 
알루미나  기질의  온도를  10℃/min의  속도를  증가시켜  1270℃에서  120분  동안  소성시킴으로써 광택물
을 수득한다.

이렇게  수득한  기질의  외관  및  가장자리  수축율  가시적으로  측정한다.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낸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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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1)아크릴형 A : 부틸 아크릴레이트/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열분해 종결 
온도:560℃)

2)아크릴형  B  :  부틸  아크릴레이트/아크릴산  공중합체  및  테르펜  페놀  수지의  혼합물  (열분해  종결 
온도 : 635℃)

3)아크릴형  C  :  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아크릴산/메틸크릴산/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열분해 종결 온도:470℃)

4)아크릴형 E : 부틸아크릴레이트/아크릴산 공중합체 및 페놀 수지의 혼합물               (열분해 
종결 온도 : 650℃)

[비교실시예 1 내지 2]

상기의 표 1내 나타낸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3을 따른다.  결과를 또한 표 1에 나타
낸다.

상기의  표  1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외관이  우수하고  표면  평활성이  우수하며  어떠한  가장자리 수축
도  없는  광택  세라믹  기질은  열분해  개시  온도가  유리  분말  시이트를  구성하는  수지  결합제의 열분
해 개시 온도보다 높은 감압 점착제를 사용하여 적층화를 수행할 때에만 수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실시예 4]

평균  입자  크기가  11㎛인  PbO-BO-SiO계  유리  분말  85부  ZrO  분말  15부에,  열분해  개시온도가 140℃
이고  열분해  종결  온도가  340℃인  이소부틸  아크릴레이트  20부,  라우르산  1부  및  분산제로서  톨루엔 
42부를  첨가하고,  혼합물을  실온하에  볼  분쇄기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이  혼합물을  닥터 블레이트
를 사용하여 폴리에스테르 필름(두께:75㎛)위에 피복시켜 두께가 60㎛인 분말 시이트를 수득한다.

부틸  아클리레이트/아크릴산  공중합체(열분해  개시온도:250℃,  열분해  종결  온도:590℃)를  분말 시
이트 필름의 반대 표면에 20㎛의 두께로 적충한다.

한편,  상기한 유리 분말 30부,  크롬 조성 흑색 안료 20부,  부틸 아크릴레이트 50부  및 톨루엔 100부
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소성용  잉크를  제조한다.  소성용  잉크를  사용하여  스크린  인쇄기를  사용하여 
상기한 유리분말 점착성 시이트를 공정함으로써 제조된 표지물질 위에 바아-코드를 인쇄한다.

이렇게  인쇄된  식별  표지를  유리  분말  성형품  위에  점착시키고,  성형품의  온도를  10℃/min의  속도로 
증가시켜  이것을  540℃에서  30분  동안  소성시킨다.  이  생성품은  백색  바탕  위에서  선명한  흑색 바아
-코트를 나타내고, 또한 어떠한 기포화, 위치 이탈 또는 잔금도 나타내지 않는다.

본  발명은  이의  특정한  양태를  참조로  상세히  기술하였지만,  본  기술분야의  숙련가는  각종  변화  및 
변형을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행할 수 있음이 명백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리  분말과  수지  결합체를  주성분으로서  함유하는  유리  분말  성형물  및  열분해  개시  온도가  수지 
결합제의  열분해  개시  온도보다  더  높고  유리  분말  성형물의  표면에  제공되는  점착층을  포함하는 유
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유리 분말의 연화점이 300°내지 1400℃인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수지 결합제의 열분해 개시온도가 100°내지 350℃인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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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점착층의 열분해 개시 온도가 100°내지 350℃인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점착층과  수지  결합제의  열분해  개시  온도차가  10℃  이상인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
트.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점착층이  외적인  요소를  가함으로써  점착  특성을  나타내는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
트.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자체-지지  특성을  갖는  저점착기질이  점착층의  표면  위에  임시로  제공되는  유리 분
말 점착성 시이트.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유리 분말 성형물이 무기 분말 및/또는 금속 분말을 추가로 포함하는 유리 분말 점
착성 시이트.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유리 분말의 연화점이 300°내지 1400℃인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수지 결합제의 열분해 개시온도가 100°내지 350℃인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점착층의 열분해 개시 온도가 100°내지 350℃인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점착층의  수지  결합제의  열분해  개시  온도차가  10℃  이상인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
트.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점착층이  외적인  요소를  가함으로써  점착  특성을  나탸내는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
트.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자체-지지 특성을 갖는 저  점착 기질이 점착 층의 표면 위에 임시로 제공되는 유리 
분말 점착성 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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