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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최적화된 파손 성능을 위한 유리 적층 구조

(57) 요 약
유리 적층체는 2.0 mm을 초과하지 않는 두께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 및 상기
시트 사이에 중합체 중간층을 포함한다. 흠은 상기 적층체의 제1 면상에 충격시 유리 적층체를 약화시키기
상기 유리 시트 중 하나의 표면에 생성되고, 반면에 상기 적층체의 반대 제2 면상에 충격시 상기 적층체의
를 유지한다. 흠을 갖는 유리 시트의 반대 면 또는 상기 다른 유리 시트의 표면은 상기 적층체의 반대 제2
에 충격시 적층체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산 에칭 처리로 강화될 수 있다.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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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제1 외측 표면 및 제2 내측 표면을 갖는 외측 유리 시트, 제3 외측 표면 및 제4 내측 표면을 갖는 내측 유리 시
트, 및 상기 외측 유리 시트 및 상기 내측 유리 시트 사이의 중합체 중간층을 포함하는 유리 적층체로서:
상기 중합체 중간층은 상기 외측 유리 시트의 제2의 내측 표면 및 상기 내측 유리 시트의 제3의 외측 표면에 결
합되며,
상기 내측 유리 시트 및 외측 유리 시트 중 적어도 하나는 2 mm를 초과하지 않는 두께를 갖고;
상기 내측 유리 시트의 외측 제3 표면은, 내측 제4 표면인 제4 표면상에 내부 충격시 적층된 유리를 약화시키도
록, 그 내부에 형성된 30 ㎛ 내지 80 ㎛의 깊이를 갖는 흠을 가지며,
상기 내측 유리 시트는 화학적으로 강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적층체.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외측 유리 시트 및 내측 유리 시트 모두는 2 mm을 초과하지 않는, 1.5 mm를 초과하지 않는, 1.0 mm를 초과
하지 않는, 또는 0.7 mm을 초과하지 않는 두께를 가지며,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 적층체.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내측 유리 시트는 2 mm을 초과하지 않는, 1.5 mm를 초과하지 않는, 1.0 mm를 초과하지 않는, 또는 0.7 mm
을 초과하지 않는 두께를 가지며, 화학적으로 강화되고; 및
상기 외측 유리는 적어도 1.5 mm의 두께를 갖고, 화학적으로 강화되지 않고, 소다 라임 유리로 형성된, 유리 적
층체.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외측 유리 시트는 2 mm을 초과하지 않는, 1.5 mm를 초과하지 않는, 1.0 mm를 초과하지 않는, 또는 0.7 mm
을 초과하지 않는 두께를 가지며, 화학적으로 강화되고; 및
상기 내측 유리는 적어도 1.5 mm의 두께를 갖고, 화학적으로 강화되지 않고, 소다 라임 유리로 형성된, 유리 적
층체.
청구항 5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표면에 형성된 흠은
(a) 층의 깊이 (DOL)의 80% 내지 90%의 깊이; 또는
(b) 45 ㎛의 깊이; 또는
(c) 75 ㎛의 깊이를 갖는, 유리 적층체.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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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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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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3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출원은 2012년 6월 1일자에 출원된 미국 가 특허출원 제61/654326호에 우선권을 주장하고, 이의 전체적인 내
용은 참조로서 여기에 혼입된다.

[0002]

본 출원은 일반적으로 유리 적층체에 관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저 중량, 고강도 및 특정한 충격 파손 성
능 (specific impact breakage performance)을 갖는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적층체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3]

유리 적층체는 자동차, 철도차량, 기관차 및 비행기를 포함하는, 차량 또는 수송 적용들 및 건축물에서 창 및
글레이징 (glazing)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리 적층체는 또한 난간과 계단에서 유리 패널로, 및 벽, 기둥, 승

강기 차체 (elevator cabs), 주방 가전 및 기타 적용을 위한 커버 또는 장식 패널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글레이징 또는 적층 유리 구조체는 창, 패널, 벽, 인클로저 (enclosure), 커버, 표지판 또는
다른 구조물의 투명, 반-투명, 반투명 (translucent) 또는 불투명 (opaque) 부분이다.

가전 제품, 건축 및 자

동차 적용에 사용된 글레이징의 일반적 타입은 맑고, 채색된 적층 유리 구조물을 포함한다.
[0004]

종래의 자동차 글레이징 구조체는 폴리비닐 부티랄 PVB 중간층을 갖는 (가열 처리 또는 어닐링된) 두 겹의 2 mm
소다 라입 유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 적층 구조체는 저가, 및 자동차 및 다른 적용을 위한 충분한 내충격

성을 포함하는 어떤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의 제한된 내충격성 때문에, 이들 적층체는 일반적으로 길가

의 돌, 공공기물 파손자 (vandals) 및 다른 충격에 의해 부딪친 경우 더 높은 파손의 가능성 및 열악한 거동을
갖는다.
[0005]

많은 차량 적용에 있어서, 연비 (fuel economy)는 차량 중량의 함수이다.

따라서, 이들의 강도 및 소음-약화

특성의 절충 없이 이러한 적용을 위한 글레이징 중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된 관점에 있어서,

더 두껍고, 더 무거운 글레이징과 연관된 내구성, 소음-감쇠 (sound-damping) 및 파손 성능 특성을 보유하거나
또는 초과하는, 더 박형이고, 경제적인 글레이징 또는 유리 적층체는 바람직하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어떤 적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 유리 적층체의 내부 면에 대해 더 낮은 내충격성 (내부 충격)을 제공하면서,
돌, 우박 또는 공공기물 파손자의 충격에 저항하기 위하여, 상기 적층체의 외부 면에 충격 (외부 충격)에 대한
높은 또는 최대 내충격성을 갖는 유리 적층체는 바람직하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본 개시의 하나의 관점에 따르면, 2.0을 초과하지 않는 두께를 갖는 두 개의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는 유
리/PVB/유리 적층체를 형성하기 위해 두 개의 유리 시트 사이의 중합체 중간층과 함께 적층된다.

이것의 몇몇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유리 시트 각각은 약 2.0 mm 미만, 약 1.5 mm 미만, 약 1 mm 미만, 약 0.7 mm 미만,
약 0.5 mm 내지 약 1 mm의 범위, 약 5.0 mm 내지 약 0.7 mm의 범위의 두께, 및 압축 응력 (CS) 상태 하에서 근
-표면 영역을 갖는다.

상기 두 개의 유리 시트의 표면에서 CS는 300 MPa를 초과할 수 있고, 상기 근 표면 영역

은 상기 유리 시트의 표면으로부터 값 40 ㎛ 초과의 층의 깊이 (DOL)로 확장될 수 있다.

상기 두 개의 유리

시트는 각각 같거나 다른 CS 및 DOL을 가질 수 있고, 같거나 또는 다른 두께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

나의 유리 시트는 1 mm의 두께 및 약 800 MPa의 CS를 가질 수 있고, 다른 하나의 유리 시트는 0.7 mm의 두께 및
약 300 MPa의 CS를 가질 수 있다.
[0008]

이것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유리 적층체는 2 mm 미만의 두께, 외측 제1 표면 및 내측 제2 표면을 갖는 외측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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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트, 2 mm 미만의 두께, 제4 표면상에 내부 충격시 적층된 유리를 약화시키는 그 내부에 형성된 흠 (flaw)
을 갖는 외측 제3 표면, 및 내측 제4 표면을 갖는 내측 유리 시트; 상기 외측 유리 시트 및 상기 내측 유리 시
트 사이의 중합체 중간층을 포함한다.

상기 외측 유리 시트 및 상기 내측 유리 시트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모두

는 화학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0009]

이것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제2 표면 및 상기 제4 표면 중 하나 또는 모두는 상기 제1 표면상에 외부
충격시 적층된 유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산 에칭된다.

[0010]

이것의 다른 관점에 있어서, 상기 흠은 상기 제3 표면의 전체 영역에 선택적으로 형성된다.

상기 흠은 상기 제

3 표면의 외측 주변부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상기 제3 표면의 전체 영역에 선택적으로 형성된다.

또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흠은 상기 제3 표면의 적어도 하나의 선택 영역에 형성된다.
[0011]

상기 내측 유리 시트 및 외측 유리 시트는 1.5 mm를 초과하지 않는, 1.0 mm을 초과하지 않는, 또는 0.7 mm을 초
과하지 않는 두께를 각각 가질 수 있다.

[0012]

상기 내측 유리 시트 및 외측 유리 시트는 약 40 ㎛의 층의 깊이 (DOL)로 각각 화학적으로 경화될 수 있다.

[0013]

상기 내측 유리 시트 및 외측 유리 시트는 적어도 300 MPa, 적어도 500 MPa, 적어도 700 MPa의 표면 압축 응력
(CS)으로 각각 화학적으로 경화될 수 있다.

[0014]

상기 흠은 약 45 ㎛의 깊이로 상기 제3 표면 (즉, 상기 내부 유리 시트의 외부 표면)에 형성될 수 있다.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흠의 깊이는 DOL을 통한 다수의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다.
DOL의 80% 내지 90% 깊이로 확장될 수 있다.

몇몇

예를 들어, 상기 흠은 상기

선택적으로, 상기 흠은 상기 제3 표면 아래 및 약 75 ㎛의 깊이에

서 형성될 수 있다.
[0015]

본 개시의 또 다른 관점에 있어서, 상기 흠은 이온 교환 이전에 상기 유리의 표면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상기 흠은 전술된 바와 같은 깊이로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상기 DOL의 두 배 내지 세 배인 깊
이로 형성될 수 있다.
[0016]

본 발명의 부가적인 특색 및 장점은 하기 상세한 설명에서 더욱 서술될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하기 상세한
설명, 청구항, 뿐만 아니라 첨부된 도면을 포함하는, 여기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을 실행하여 인지되거나
또는 설명으로부터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쉽게 명백해 질 것이다.

전술한 배경기술 및 하기 상세한 설명 모두

는 본 발명의 구현 예들을 제공하며, 청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본질 및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개요 또는 틀
거리를 제공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포함되고, 본 명세서에 혼입되며, 일부를 구성한다.

첨부하는 도면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도면은 본 발명의 다양한 구현 예를 예시하고, 상세한 설

명과 함께 본 발명의 원리 및 작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7]

도 1은 이것의 구현 예에 따른 적층된 유리 구조의 일부의 개략적인 단면도의 예시이다.
도 2는 도 1에서 예시된 바와 같은 유리 적층체의 내측 유리 시트의 외측 표면에 형성된 조절된 흠의 구현 예의
개략적인 단면도의 예시이다.
도 3은 내측 유리 시트의 외측 표면의 선택 영역에 형성된 도 2에서 예시된 바와 같은 조절된 결합을 갖는 이것
의 구현 예에 따른 내측 유리 시트의 개략적인 평면도의 예시이다.
도 4는 유리 시트의 표면에 형성된 조절된 흠의 평면도의 사진이다.
도 5는 유리 시트의 표면에 형성된 조절된 흠의 단면도의 사진이다.
도 6은 화학적으로 강화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 시트, 화학적으로 강화되고 산 에칭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 시트, 및 열적으로 템퍼링된 소다 라임 유리 시트에 대한 볼 낙하 높이 파손 데이터를 예시하는 와이불
(Weibull) 그래프이다.
도 7은 내측 유리 시트의 외측 표면에 형성된 조절된 흠을 갖는 및 흠을 갖지 않는 두 개의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 시트로 형성된 유리 적층체에 대한 볼 낙하 높이 파손 데이터를 예시하는 와이불 그래프이다.
도 8은 내부 충격 및 외부 충격시 내측 유리 시트의 외측 표면에 형성된 조절된 흠을 갖는 두 개의 화학적으로
강화된, 산 에칭 유리 시트로 형성된 유리 적층체의 볼 낙하 파손 높이 성능의 간격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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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이것의 구현 예에 따른 화학적으로 강화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를 갖는 화학적으로 강화된 소다 라
임 유리의 표면 압축 응력 및 층의 깊이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8]

도 1에서 개략적으로 예시된 바와 같이, 여기에 개시된 구현 예들에 따른 유리 적층체 (10)는 하나 이상의 박형
이지만 고강도 유리 시트 (11 및 13) 및 폴리비닐 부티랄 (PVB) 중간층과 같은, 중합체 중간-층 (15)을 포함한
다.

하나의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외측 유리 시트 (11) 및 상기 내측 유리 시트 (13) 모두는 이하 더욱 상세

하게 기재되는 바와 같이 이온 교환 공정을 통해 강화되는, 1.5 mm 미만 또는 1.0 mm 미만, 예를 들어, 0.55
mm, 0.5 mm 또는 0.7 mm의 두께를 갖는 화학적으로 강화된 박형 유리 시트이다.
13)은

모두 코팅사의 Corning

®

Gorilla

®

유리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리 시트 (11 및

미국특허 제7666511호, 제4483700호 및 제

5674790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Corning Gorilla 유리는 유리 시트를 융합 인발시키고, 그 다음 상기 유리 시트
를 화학적으로 강화시켜 만들어진다.

이하 더욱 상세하게 기재된 바와 같이, Corning Gorilla 유리는 압축 응

력의 상대적으로 깊은 층의 깊이 (DOL)를 갖고, 상대적으로 높은 휨강도 (flexural strength), 내스크래치성,
및 내충격성을 갖는 표면을 나타낸다.

상기 외측 유리 시트 (11)의 외부 표면으로부터 내측 유리 시트 (13)로

적절하게 이동하면, 여기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유리 적층체는 표면 (1) (상기 적층체 (10) 및 외측 유리 시트
(11)의 외면 (exterior) 또는 외측 표면), 표면 (2) (상기 외측 유리 시트 (11)의 내측 표면), 표면 (3) (상기
내측 유리 시트 (13)의 외측 대향 표면), 및 표면 (4) (상기 내측 유리 시트 (13)의 내측 대향 표면)를 나타낸
다.
[0019]

"외측", "외부", "내부" 및 "내측"과 같은 배향의 용어는 차량, 장치 또는 건물의 내면 및 외면에 대하여 여기
서 기재된 어떤 구현 예들에서 사용되지만, 적층체의 내측 및 외측 표면이 반대인 어떤 적용에서 상기 적층체가
반대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개시 및 첨부된 청구항에서 사용된 이들 용어는, 특

별한 언급이 없는 한, 차량, 장치 또는 구조물의 내면 또는 외면에 관련되기보다, 서로 연관된 층들의 표면 및
상기 적층체에서 층들의 배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0020]

이것의 어떤 구현 예에 따르면, 상기 외측 유리 시트 (11)의 내측 표면 (2)은 상기 외측 유리 시트 (11)의 표면
(2)에 흠 (도시되지 않음)의 수, 크기, 및 심각도 (severity)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하 좀더 상세하게 기재된
바와 같이, 산 에칭될 수 있다.

유사하게, 이것의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내측 유리 시트 (13)의 내측

표면 (4)은 또한 표면 흠의 수, 크기, 및 심각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산 에칭될 수 있다.
에서 파단 부위로 작용한다.

표면 흠은 유리 시트

이러한 표면에서 흠의 수, 크기, 및 심각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이들 표면에서 잠

재적 파단 초기 부위의 크기를 제거 및 최소화시키고, 이에 의해 상기 유리 시트의 표면을 강화시킨다.

이것의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표면 (4)은 표면 흠을 제거시키기 위해 산 에칭되고 표면 (2)이 산 에칭되지 않거나,
또는 표면 (2)은 산 에칭되고, 표면 (4)이 산 에칭되지 않는다.
[0021]

도 2-5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조절된 흠 (17)은 내측 유리 시트 (13)의 외측 표면 (3)에 형성될 수 있다.

조

절된 흠 또는 결함 (defect) (17) (약화 근원/부위)은 파단 초기점을 제공하여 내측 유리 시트 (13)의 표면
(3)의 내성을 약화시킨다.

상기 조절된 흠 (17)은 내측 유리 시트 (13)의 실질적으로 전체 표면 (3)에 걸쳐 균

일하게 분포될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음).

상기 내측 유리 시트의 외측 주변은 원하는 장치 (도시되지 않음)에

서 유리 적층체의 장착을 위해 상대적으로 강한 영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절된 흠이 선택적으로 없을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조절된 흠 (17)은 상기 내측 유리 시트의 외측 표면 (3)에 하나 이상의 선택 영역에만 분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3은 두 개의 선택 영역 (17 및 19)에 균일하게 분포된 조절 흠 (17)을 나타내는 개략

적 예시이고, 이러한 영역은 자동차와 같은 차량에서 운전자 및 승객의 전면의 영역에 상응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유리 적층체 (10)는 외부 충격시 매우 강력하고, 내부 충격시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원하는 파단
거동을 갖도록 제공될 수 있다.

상기 PVB 중간층은 함께 파단된 유리를 유지시키고, 이에 의해 파단된 유리의

분산으로부터 탑승자들을 보호하고 상기 파단된 유리를 통해 차량으로부터 탈출할 탑승자를 보호한다.

이것의

몇몇 구현 예에 있어서, 표면 (1 및 3)은 산 에칭되지 않고, 표면 (3)은 조절된 흠 (17)을 포함한다.

이것의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표면 (3)은 조절된 흠 (17)을 포함하고, 표면 (4)은 표면 흠을 제거하기 위해 산 에칭
되며, 표면 (2)은 산 에칭되지 않고; 표면 (2)은 산 에칭되고, 표면 (4)은 산 에칭되지 않으며; 또는 표면 (2
및 4) 모두 산 에칭된다.
[0022]

적층체 (10)의 외측 표면 (1)이 돌, 우박, 도로 유해 이 물체와 같은 외부 물체, 또는 잠재적 자동차 도둑 또는
공공기물 파손자에 의해 사용된 뭉툭한 물체에 의한 충격이 있는 경우, 상기 적층체의 표면 (2 및 4)은 장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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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된다.

따라서, 차량으로 충격 물체의 관통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파단에 대한 내성 및

강한 표면 (2 및 4)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기재된 바와 같은 두 개의 화학적으로 강화된 박형 유

리 시트 (11 및 13)의 표면 (2 및 4)을 산 에칭시켜, 이들 표면은 화학적 강화 및 산 에칭의 조합된 효과에 의
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

만약 적층 바로 전에 에칭된다면, 중간-층에 결합된 표면 (2)에 대한 산 에칭에 기

인한 강화 이점은, 이러한 표면이 적층 후 상기 중합체 중간층 및 다른 유리 시트에 의해 표면 흠의 접촉 및 생
성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다.
면 (1 및 3)은 장력상태로 간다.

다른 한편으로, 적층체의 내측 표면 (4)에 내부 충격 동안, 표

상기 내측 유리 시트 (13)의 외측 표면 (3)에 조절된 흠 (17)의 존재는 내측

유리 시트에 파단의 초기 동안 응력 집중 부위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상기 조절된 흠 (17)은 원하는 수준의

충격 힘 또는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흡수 및 분열시켜 차량의 내부로부터 충격시, 상기 적층체가 적절하게 반응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0023]

이것의 어떤 구현 예에 따르면, 상기 내측 유리 시트 (13)의 외측 표면 (3)에 형성된 조절된 흠 (17)은 (도 2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적층체의 표면 (3)에 생성된 마이크론-수준의 흠이 있다.

다수의 적용이 우수한 광

학 특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들 흠들은 이로울 수 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

는 조절된 흠 (17)은, 예를 들어, 피코 초 레이저 (pico second laser) 또는 펨토 초 레이저 (femto second
laser)를 사용하여 내측 유리 시트의 표면 (3)에 생성될 수 있다.

피코 초 레이저는 피코초 (1 ps = 10-12 s)

의 영역에서 이의 광학 펄스 지속시간 (optical pulse duration)을 갖는 레이저이다.

펨토 초 레이저는 1 ps

이하, 즉, 펨토초 (1 fs = 10-15 s)의 영역에서 지속시간으로 광학 펄스를 방출하는 레이저이다.

조절된 흠

(또는 단순한 흠) (17)은 샌드블라스팅 (sandblasting) 또는 휠 마모와 같은, 다른 기계적 수단을 사용하여 표
면 (3)에 형성될 수 있지만, 이들 방법들은 상기 적층체 (10)의 광학 특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적용에서 원하는 장식성 특색을 제공하거나 또는 허용할 수 있는, 시각적 손상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

적 손상은 내측 유리 시트의 굴절률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굴절률을 갖는 PVB 중간층 (15)을 사용하거나, 또는
내측 유리 시트의 굴절률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굴절률을 갖는 내측 유리 시트의 외측 표면 (3)에 코팅 또는
필름을 적용시켜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다.
[0024]

이것의 어떤 구현 예에 따르면, 오직 예로서, 상기 내측 유리 시트 (13)는 약 700MPa 내지 약 750 MPa의 CS 및
40 ㎛의 DOL을 갖도록 화학적으로 강화되고, 상기 조절된 흠은 상기 내측 유리 시트의 외측 표면 (예를 들어,
상기 적층체의 제3 표면)에 형성된다.

상기 흠은 20 ㎛의 직경 또는 폭, 45±4 ㎛의 깊이를 가질 수 있고, 약

2mm 내지 약 10 mm 이상의 거리 만큼 서로 이격될 수 있다.

이것의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흠 (17)은 약

30 ㎛ 내지 약 80 ㎛의 깊이, 및 약 10 ㎛ 내지 약 40 ㎛의 폭으로 제2 유리 시트의 외측 표면에 형성될 수 있
다.
[0025]

화학적 강화 공정에서 형성된 압축 응력 층의 DOL를 완전히 관통하는 조절된 흠은 불리할 수 있는데, 이는 허용
가능하지 않은 정도로 상기 유리 시트 및 최종 적층체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압축 응력 층의 큰 부분 또는 대부분의 DOL을 통해 유리하게 확장될 수 있다.

상기 조절된 흠은 상기

예를 들어, 상기 조절된 흠은

DOL을 통해, DOL의 깊이의 약 20% 이상, 약 30% 이상, 약 40% 이상, 약 50% 이상, 약 60% 이상, 또는 약 70%
이상, 약 80% 이상, 약 90% 이상, 또는 약 80% 내지 약 90%의 범위이지만, 상기 유리 시트에서 상기 DOL을 통해
100% 미만으로 확장될 수 있다.

도 5 및 6은 특별한 엣지 광을 사용하여 상기 흠을 보이도록 비추어 형성된 조

절된 흠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각의 현미경 사진이다.

흠 (17)의 빈도 (간격), 크기, 모양은 적층 구조체 및

원하는 상기 적층체의 성능에 의존하여 변할 것이다.

예를 들어, 더 두꺼운 유리 시트는 원하는 파손 성능을

얻기 위해 더 얇은 유리 시트보다 좀더 (좀더 가까이 이격된) 깊은 흠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흠의 깊이 및 폭은 상기 흠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작아야 한다.
은 파단 초기 부위를 약화시킴에 따라 상기 흠의 성능을 위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상기 흠의 깊이 및 흠 팁의 기하학

상기 폭 및 길이는, 상기 흠이 얼마나

생성되는지, 상기 흠이 투과 및 반사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기하학에 의존하여 변하는 가시성 맞춰 중
요하다.
[0026]

본 개시의 선택적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흠은 이온 교환 전에 유리의 표면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상기 흠은 전술된 바와 같은 깊이로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상기 DOL의 두 배 내지 세 배의 깊이까지
형성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기 흠의 깊이는 상기 DOL의 약 150%, 약 200%, 약 250% 또는 약 300%일 수 있
다.
[0027]

도 6은 상기 적층체의 외부 표면 (1)에 충격시 적층체의 3가지 타입에 대한 볼 낙하 높이 파손 데이터를 요약한
와이불 그래프이다.

시험된 유리 타입은 타입 A (가열 처리된 2.0 mm 두께 소다 라임 유리의 두 개의 시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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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동차 앞유리 적층체), 타입 B (1 mm 두께 Corning
의 적층체), 및 타입 C (0.7 mm 두께 산 에칭된 Corning
다.

®

®

Gorilla™의 두 개의 시트

Gorilla™ 유리의 두 개의 시트의 적층체)를 포함한

데이터는 표준 0.5 lb. 스틸 볼 충격 낙하 시험 설정 및 ANSIZ26 및 ECE R43에 명시된 바와 같은 절차를

사용하여 얻어진다.

시험에서 표준으로부터 차이점은 더 낮은 높이에서 출발하여, 상기 적층체가 파단될 때까

지 1 foot 증가분 만큼 증가시킨 것이다.
Corning

®

이러한 데이터는 타입 A 소다 라임 유리 적층체가 타입 B 1mm

Gorilla™ 유리 적층체 및 타입 C 0.7mm 산 에칭된 Corning

씬 더 낮은 볼 낙하 파손 높이를 갖는다.

®

Gorilla™ 유리 적층 체와 비교하여 훨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타입 B 1mm 이온 교환된 Corning

®

Gorilla™ 유리 적층체는 타입 A 2mm 열처리된 소다 라임 유리 적층체 (약 3.8 feet의 입증된 20 백분위수)보다
훨씬 더 높은 볼 낙하 파손 높이 내충격성 (약 12.3 feet의 입증된 20 백분위수)을 갖는다.
처리에 관하여, 타입 C 0.7mm 이온 교환되고 산 에칭된 Corning
낙하 파손 높이의 20 백분위수를 입증하였다.

Corning

®

®

산 에칭으로 추가

Gorilla™ 유리 적층체는 약 15.3 feet의 볼

Gorilla™ 유리 적층체는 외부 충격에 대한 우수한 내

성을 입증하였다.
[0028]

작은 조절된 흠 (17)은 피코 레이저를 사용하여 내측 유리 시트 (13)의 외측 표면 (3)에 부가된다.

피코 레이

저는 확대 없이 볼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작은 흠을 형성하도록 조절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부 충격에 대해
적층체 (10)의 내충격성을 충분히 감소시키는데에는 충분히 크다.
없다.

정상 주변 광 하에서, 상기 흠은 볼 수

사람의 눈으로 조절된 흠의 비가시성은 최종 적층 생산물에서 이들 흠 (약화 원인)의 가치있는 위치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어떤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흠은 탑승자가 충돌시 적층체의 내측 표면을 충격할 가능

성이 있는 곳에 유리하게 위치된다.

레이저 파워, 레이저 펄스 지속기간 및 전력, 및 레이저 스캐닝 통과의 속

도 (또는 펄스 수)의 적절한 조정에 따라, 조절된 흠 (17)은 요구되거나 또는 원하는 내충격성 또는 성능을 생
산하는 표면 (3)상에 크기 및 농도로 발생될 수 있다.

예로서, 피코 레이저는 100 펄스에 대한 80khz 반복률을

갖는, 532 nm 파장, ~ 2.5W 전력에서 작동될 수 있다.
[0029]

도 7은 1mm 두께 시트인 Corning

®

Gorilla™ 유리의 두 개의 시트로 형성된 적층체의 내측 표면 (4) 상에 충격

을 위한 볼 낙하 파단 높이를 예시하는 와이불 그래프이다.

표면 (3)에 레이저 형성 조절된 흠이 없는 적층체

T 및 내측 유리 시트 (13)의 표면 (3)에 레이저 형성 조절된 흠을 갖는 적층체 S 모두는 시험된다.
은 표준 0.5lb. 스틸 볼 충격 설정 및 절차를 사용하여 다시 수행된다.

상기 시험

데이터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상

에 레이저가공 결함을 갖는 적층체 타입 S에 대하여, 20번째 백분위수 와이불 값은, 두 개의 2.0 mm 열-강화된
소다 라임 유리로 형성된 임컴번트 (incumbent laminate) 적층체에 대한 3.8 feet 20% 와이불 값과 매우
가까운, 약 2.8 feet 볼 낙하 파단 높이이다.

표면 (3)에 형성된 레이저 형성 조절된 흠이 없는 적층체 타입 T

는 약 13.0 feet 낙하 파단 높이 20% 와이불 값을 입증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재된 바와 같은 적층체가 (도

6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외부 충격에 대해 우수한 내성을 갖고, 자동차 적용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
는 (도 7에 예시된 바와 같이) 내부 충격시 허용가능하게 조절되거나 또는 원하는-대로 충격/파괴 거동을 갖는
것을 확인한다.
[0030]

전술된 두 개의 시트와 같이, 1mm Corning

®

Gorilla™ 유리 시트는 일 표면상에 에칭되고, 산 에칭된 표면 (2

및 4) 및 0.76 mm PVB 중간층을 갖는 여기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적층체를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조절된 흠 (1

7)은 상기 유리 시트 중 하나의 한 표면에 형성되고, 상기 적층체 (10)의 표면 (3) 상에 위치된다.
부 충격 I 및 외부 충격 E에 따라 이러한 적층체의 볼 낙하 파손 높이 성능의 간격 그래프이다.

도 8은 내

산 에칭의 부

가로서, 이러한 적층체는, 오직 화학적으로 강화된 적층체에 한 것보다 상기 적층체의 내측 표면 (4)에 충격을
받은 경우 훨씬 더 낮은 낙하 파괴 높이를 입증하고, 상기 적층체의 외측 표면 (1) 상에 충격을 받은 경우 훨씬
더 높은 낙하 파괴 높이를 입증한다.
[0031]

산성 유리 에칭 매체와 유리 시트의 일 표면을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산 에칭 표면 처리의 사용은 상대적
으로 다목적이고, 대부분 유리에 쉽게 조정될 수 있으며, 평면 및 복합 커버 유리 시트 기하학 모두에 쉽게 적
용될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은 후-제작 공정 동안 또는 제작 동안 도입된 표면 흠이 크게 없는 것으로 전통적

으로 생각되는 업-인발 또는 다운-인발 (예를 들어, 융합-인발) 유리 시트를 포함하는, 표면 흠의 낮은 발생률
을 갖는 유리에서 조차도 강도 가변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이 확인되었다.

상기 산 처리 단계는 표면

흠의 크기 및/또는 기하학을 변경 및/또는 표면 흠의 크기 및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표면의 화학적 연마를 제
공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크기, 수 및 모양 변화는 상기 유리 시트의 강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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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지만, 처리된 표면의 일반적 토포그래피 상에 최소 영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표면 유리의 많아야

약 4 ㎛, 또는 몇몇 구현 예에 있어서, 많아야 2 ㎛, 또는 많아야 1 ㎛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산 에칭 처리는,
원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산 에칭 처리는, 상기 내측 표면 (#2)이 어떤 새로운 흠의 생성으로

부터 보호받도록, 가능한 한 적층 바로 전에 유리하게 수행될 수 있다.
[0032]

화학적으로 템퍼링된 유리 시트로부터 표면 유리의 미리기술된 두께보다 좀더 많은 산 제거는 적어도 두 개의
이유로 피해야 한다.
모두를 감소시킨다.

첫째, 과잉 제거는 표면 압축 층의 두께 및 그 층에 의해 제공된 표면 압축 응력의 수준
모든 영향은 상기 시트의 충격 및 휨 내손상성에 불리하다.

에칭은 못마땅한 수준으로 상기 유리에서 표면 헤이즈의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상기 유리 표면의 과잉
창, 자동차 글레이징 및 가

전제품 디스플레이 적용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상기 디스플레이에 대한 유리 커버 시트에서 없거나 또는 매우
제한된 가시적 검출가능한 표면 헤이즈가 허용된다.
[0033]

다양한 에칭 화학제, 농도, 및 처리 시간은 표면 처리 및 강도의 선택된 수준을 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활성 유리 에칭 화합물을 함유하는 불소-함유 수성 처리 매체를 포함하는 산 처리 단계를 수행하
는데 유용한 화학제의 예로는 HF, HF와 HCL, HNO3 및 H2SO4 중 하나 이상의 조합, 중불화 암모늄 (ammonium
bifluoride), 중불화나트륨 (sodium bifluoride) 및 기타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하나의 특정 실시

예로서, 물에 5 vol.% HF (48%) 및 5 vol.% H2SO4 (98%)로 이루어진 수성 산 용액은 지속기간에서 1분 만큼 짧
은 처리 시간을 사용하여 0.5-1.5 mm 범위의 두께를 갖는 이온-교환-강화된 알칼리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의
볼 낙하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킬 것이다.

HF/H2SO4 조성의 산성 에칭 매체로 최상의 결과는 화학적 (이온-교환)

템퍼링 처리를 사용하여 사전 강화된 인발 시트 유리로 얻어진다.

산 에칭 전 또는 후이든 간에, 이온-교환 강

화 또는 열 템퍼링에 적용되지 않는 유리는 볼 낙하 시험 결과에서 큰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에칭 매체의 다른
조합을 요구할 수 있다.
[0034]

HF-함유 용액에서 에칭에 의해 제거된 유리 층의 두께에 대해 적절한 조절의 유지는 만약 상기 용액에서 용해된
유리 구성분 및 HF의 농도가 주의하여 조절된다면 용이하게 된다.

허용가능한 에칭률을 회복하기 위해 전체 에

칭 욕조의 주기적 교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이지만, 욕조 교체는 비싸고, 고갈된 에칭 용액의 효과적인
처리 및 폐기 비용은 많다.

본 개시에 따르면, 과량의 용해된 유리 또는 불충분한 농도의 HF를 함유하는 HF 에

칭 욕조를 연속적으로 다시 채우는 방법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발명에 따르면, 알려진 농도의 용해된 유리

구성성분 및 HF를 함유하는 욕조의 부피는 상기 욕조로부터 제거되고, 여기서 상기 HF 농도는 미리결정된 최소
값 이하이고 및/또는 용해된 유리의 질량은 미리결정된 최대값 이상이다.

상기 제거된 부피는 그 다음 적어도

미리결정된 최소값 HF 농도로 상기 욕조의 HF 농도를 복구하기 위해 충분한 농도에서 HF를 함유하는 HF-함유 용
액의 등가 부피로 대체된다.

통상적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교체 용액은 또한 용해된 유리 구성분이 실질적으

로 없을 것이다.
[0035]

상기 개시된 욕조 교체는 사용될 특정 유리 시트 마감 계획에 의해 지시된 대로, 단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연속적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단계식 방식으로 실행된다면, 제거 및 교체의 단계들은 미리결

정된 최대값 또는 그 이하에서 용해된 유리 구성분의 질량 및 미리결정된 최소값 또는 그 이상에서 상기 HF 농
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빈도로 수행된다.

최소값 HF 및 최대값 용해된 유리 수준은 상기 욕조에 의해 표면 유

리 용해 속도를 허용가능하지 않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이들 수준으로부터 미리결정된다.

어떤 선택된

시간에서 상기 욕조에 용해된 유리 및 HF의 농도는 측정될 수 있거나, 또는 이들은 상기 에칭 조건, 용해된 유
리 조성, 및 처리될 유리 시트의 표면적의 지식을 고려하여 계산될 수 있다.
[0036]

박형 템퍼링되고, 산-에칭된 유리 시트의 휨 강도는 처리하기 이전에 시트 상에 존재하는 어떤 표면 흠의 크기
및 공간적 분포를 특히 포함하는, 전부로서 출발 유리 시트의 표면 품질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시트

파손의 이러한 근원은 볼 낙하 충격 하에 응력된 시트 표면적이 이-축성 또는 4-점 굽힘 시험 동안 응력된 것보
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볼 낙하 충격 시험으로부터 쉽게 명백해지지 않는다.

현재 개시된 방법에 따라 화학적

템퍼링 및 산 에칭에 적용된 박형 유리 시트 유리에서 지속적으로 고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처리하기 전에 2
㎛를 초과하는 깊이의 표면 흠이 실질적으로 없는 처리용 시트를 선택하는 예비 단계는 유리할 수 있다.

이러

한 시트는 상기 템퍼링된 시트로부터 오직 최소 표면 두께를 제거하도록 디자인된 에칭 처리가 요구되는 곳에서
높은 휨 강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0037]

그러나, 2 ㎛ 이상의 깊이의 표면 흠이 없는 유리 시트 표면이 제공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강도

스크리닝, (그라인딩 및 연마를 통해) 기계적 예비-마감의 사용, 또는 제조-후 취급 손상으로부터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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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융합-형성된 표면을 갖는 시트의 사용은 큰 표면 흠으로부터 벗어난 유리를 각각 제공할 수 있다.

그러

나, 더 높은 수준의 강도 향상은 일반적으로, 현재 개시된 방법이 융합 인발 표면을 갖는 유리 시트 유리에 적
용된 경우에, 제공된다.
[0038]

이들 적용들을 위해 상기 기재된 조성물 및 두께의 만족스럽게 강화된 유리 커버 시트는 적어도 500 MPa, 또는
650 MPa의 피크 압축 응력 수준을 제공하는 표면층으로, 표면 에칭 후, 적어도 30 ㎛ 또는 40 ㎛의 DOL를 갖는
압축 표면층을 보유한다.

이러한 특성의 조합을 제공하는 박형 알칼리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 시트를 제공하

기 위하여, 제한된 기간의 시트 표면 에칭 처리는 필요하다.

특히, 상기 유리 시트의 표면과 에칭 매체를 접촉

시키는 단계는 2 ㎛의 표면 유리를 제거하기 위한 효과를 위해 요구된 것을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몇몇 구현
예에 있어서, 1 ㎛의 표면 유리를 제거하기 위한 효과를 초과하지 않는 시간 동안 수행된다.

어떤 특별한 경우

에 있어서 유리 제거를 제한하는데 요구된 사실상 에칭 시간은 용액의 조성물 및 처리될 유리뿐만 아니라 에칭
매체의 조성 및 온도에 의존할 것이지만, 선택된 유리 시트의 표면으로부터 많아야 유리의 1 ㎛ 또는 2 ㎛를 제
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처리는 일상적인 실험에 의해 쉽게 결정될 수 있다.
[0039]

유리 시트 강도 및 표면 압축 층 깊이를 적당히 보장하기 위한 선택적 방법은 에칭 공정으로 표면 압축 응력 수
준에서 트래킹 감소를 포함한다.

에칭 시간은 그 다음 상기 에칭 처리에 의해 필수적으로 유발된 표면 압축 응

력에서 감소를 제한하기 위해 제한된다.

따라서, 몇몇 구현 예에 있어서, 강화된 알칼리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 시트의 표면과 에칭 매체를 접촉시키는 단계는 3% 만큼 또는 다른 허용가능한 양 만큼 유리 시트 표면에서
압축 응력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 동안 수행된다.

다시, 그 결과를 달성

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은 상기 유리 시트의 조성뿐만 아니라 에칭 매체의 조성 및 온도에 의존할 것이지만, 일
상적인 실험에 의해 쉽게 결정될 수 있다.
[0040]

전술된 바와 같이, 템퍼링된 유리 시트의 표면을 처리하는데 사용된 특정 에칭 절차는 중요하지 않지만, 상기
커버 유리 적용의 특정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사용된 특정 에칭 매체에 의존할 것이다.

이러한 유리 표면 산 또

는 에칭 처리의 좀더 상세한 설명은 2011년 1월 7일자에 출원된, 발명의 명칭 Impact-Resistant Glass
Sheet인, 공동소유한 미국 공개특허 제2011/0165393A1호에서 확인될 수 있고, 이의 전체적인 내용은 참조로서
여기에 혼입된다.
[0041]

이것의 어떤 구현 예에 따르면, 상기 적층체의 원하는 강도/파손 성능은 상기 흠이 얼마나 깊게 상기 유리에 형
성되는지를 조절하여 달성될 수 있거나 또는 조절될 수 있다.

상기 흠은 상기 유리 시트의 표면에/표면상에 또

는 상기 유리 시트에 내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데, 즉, 레이저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 시트의 유리 표면을 남긴
다.

예를 들어, 상기 적층체의 강도는 표면 (3)에 또는 아래에 조절된 흠의 깊이를 조절하여 선택될 수 있다.

휨 강도 데이터는 다른 위치 (표면 (3)으로부터 거리)에서 조절된 흠을 갖는 0.5 mm Corning Eagle XG™(어닐링
된) 단일층 샘플을 사용하여 발생된다.

시험에 있어서, 약 80 ㎛ 깊이 흠은 상기 유리 시트의 표면 아래 0㎛,

25㎛, 75㎛, 150 ㎛의 깊이에서, Corning Eagle XG™(어닐링된) 단일층 샘플의 표면에 부가된다.

이러한 결과

는 상기 유리 시트의 표면 아래에 흠의 깊이에 대한 휨강도의 관찰가능한 의존도를 입증한다.
[0042]

전술된 바와 같이, 적절한 유리 시트는 이온 교환 공정에 의해 화학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에 있

어서, 통상적으로 미리결정된 시간동안 용융염 욕조에 상기 유리 시트의 침지에 의해, 상기 유리 시트의 표면
근처 또는 표면에 유리 시트 내에 이온은, 예를 들어, 상기 염 욕조로부터의 더 큰 금속 이온에 대해 교환된다.
일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용융염 욕조의 온도는 약 430℃이고, 미리결정된 시간은 약 8 시간이다.
로 더 큰 이온의 혼입은 근 표면 영역에 압축 응력을 생성시켜 시트를 강화시킨다.

상기 유리

상응하는 인장 응력은 압축

응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유리 시트의 중심 영역 내에서 유도된다.
[0043]

유리 적층체를 형성하기 위한 적절한 대표 이온-교환가능한 유리는, 비록 다른 유리 조성물들이 고려될지라도,
알칼리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 또는 알칼리 알루미노보로실리케이트 유리이다.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은, "

이온 교환가능한"은 유리가 크기에서 더 큰 또는 더 작은 동일한 원자가의 양이온과 유리의 표면에서 또는 표면
근처에 위치된 양이온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0044]

하나의 대표 유리 조성물은 SiO2, B2O3 및 Na2O를 포함하고, 여기서 (SiO2 + B2O3) ≥ 66 mol.%, 및 Na2O ≥ 9
mol.%이다.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유리 시트는 적어도 6 wt.%의 산화 알루미늄을 포함한다.

또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유리 시트는 알칼리 토 산화물의 함량이 적어도 5 wt.%이도록, 하나 이상의 알칼리 토 산화물을
포함한다.

몇몇 구현 예에 있어서, 적절한 유리 조성물은 K2O, MgO, 및 CaO 중 적어도 하나를 더욱 포함한다.

특정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유리는 61-75 mol.% SiO2; 7-15 mol.% Al2O3; 0-12 mol.% B2O3; 9-21 mol.% Na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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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mol.% K2O; 0-7 mol.% MgO; 및 0-3 mol.% CaO를 포함할 수 있다.
[0045]

유리 적층체를 형성하는데 적절한 또 다른 대표 유리 조성물은 60-70 mol.% SiO2; 6-14 mol.% Al2O3; 0-15
mol.% B2O3; 0-15 mol.% Li2O; 0-20 mol.% Na2O; 0-10 mol.% K2O; 0-8 mol.% MgO; 0-10 mol.% CaO; 0-5 mol.%
ZrO2; 0-1 mol.% SnO2; 0-1 mol.% CeO2; 50 ppm 미만의 As2O3; 및 50 ppm 미만의 Sb2O3를 포함하고; 여기서 12
mol.% ≤ (Li2O + Na2O + K2O) ≤ 20 mol.% 및 0 mol.% ≤ (MgO + CaO) ≤ 10 mol.%이다.

[0046]

또 다른 대표 유리 조성물은 63.5-66.5 mol.% SiO2; 8-12 mol.% Al2O3; 0-3 mol.% B2O3; 0-5 mol.% Li2O; 8-18
mol.% Na2O; 0-5 mol.% K2O; 1-7 mol.% MgO; 0-2.5 mol.% CaO; 0-3 mol.% ZrO2; 0.05-0.25 mol.% SnO2; 0.050.5 mol.% CeO2; 50 ppm 미만의 As2O3; 및 50 ppm 미만의 Sb2O3를 포함하고; 여기서 14 mol.% ≤ (Li2O + Na2O +
K2O) ≤ 18 mol.% 및 2 mol.% ≤ (MgO + CaO) ≤ 7 mol.%이다.

[0047]

특정 구현 예에 있어서, 알칼리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는 알루미나, 적어도 하나의 알칼리 금속, 및, 몇몇 구
현 예에 있어서, 50 mol.% 초과의 SiO2,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적어도 58 mol.%의 SiO2, 및 또 다른 구현 예

에 있어서, 적어도 60 mol.%의 SiO2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비는

이고, 여기서 상기

성분 비는 mol.%로 표현되고, 상기 개질제는 알칼리 금속 산화물로부터 선택된다.

특정 구현 예에 있어서, 이

러한 유리는 58-72 mol.% SiO2; 9-17 mol.% Al2O3; 2-12 mol.% B2O3; 8-16 mol.% Na2O; 및 0-4 mol.% K2O를 포함

하거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루어지며, 여기서 상기 비는
[0048]

이다.

또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알칼리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는 61-75 mol.% SiO2; 7-15 mol.% Al2O3; 0-12
mol.% B2O3; 9-21 mol.% Na2O; 0-4 mol.% K2O; 0-7 mol.% MgO; 및 0-3 mol.% CaO를 포함하거나, 필수적으로 이
루어지거나 또는 이루어진다.

[0049]

또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알칼리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 기판은 60-70 mol.% SiO2; 6-14 mol.% Al2O3; 0-15
mol.% B2O3; 0-15 mol.% Li2O; 0-20 mol.% Na2O; 0-10 mol.% K2O; 0-8 mol.% MgO; 0-10 mol.% CaO; 0-5 mol.%
ZrO2; 0-1 mol.% SnO2; 0-1 mol.% CeO2; 50 ppm 미만의 As2O3; 및 50 ppm 미만의 Sb2O3를 포함하거나, 필수적으
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루어지며, 여기서 12 mol.% ≤ Li2O + Na2O + K2O ≤ 20 mol.% 및 0 mol.% ≤ MgO +
CaO ≤ 10 mol.%이다.

[0050]

또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알칼리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는 64-68 mol.% SiO2; 12-16 mol.% Na2O; 8-12
mol.% Al2O3; 0-3 mol.% B2O3; 2-5 mol.% K2O; 4-6 mol.% MgO; 및 0-5 mol.% CaO를 포함하거나, 필수적으로 이루
어지거나 또는 이루어지며, 여기서: 66 mol.% ≤ SiO2 + B2O3 + CaO ≤ 69 mol.%; Na2O + K2O + B2O3 + MgO +
CaO + SrO > 10 mol.%; 5 mol.% ≤ MgO + CaO + SrO ≤ 8 mol.%; (Na2O + B2O3) - Al2O3 ≤ 2 mol.%; 2 mol.%
≤ Na2O - Al2O3 ≤ 6 mol.%; 및 4 mol.% ≤ (Na2O + K2O) - Al2O3 ≤ 10 mol.%이다.

[0051]

몇몇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유리는 Na2SO4, NaCl, NaF, NaBr, K2SO4, KCl, KF, KBr, 및 SnO2를 포함하는 군으
로부터 선택된 0-2 mol.%의 적어도 하나의 청징제와 함께 배치된다.

[0052]

하나의 대표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유리에서 나트륨 이온은, 루비듐 또는 세슘과 같은, 더 큰 원자 반경을 갖
는 다른 알칼리 금속 이온이 상기 유리에서 더 작은 알칼리 금속 이온을 대체할 수 있을지라도, 상기 용융 욕조
로부터 칼륨 이온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

Ag 이온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특정 구현 예에 따르면, 상기 유리에서 더 작은 알칼리 금속 이온은

유사하게, 황산염, 할라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와 같은, 그러나 이에 제한

하지 않는, 다른 알칼리 금속염은 이온 교환 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
[0053]

상기 유리 네트워크가 이완될 수 있는 온도 이하에서 더 큰 이온에 의해 더 작은 이온의 대체는 응력 프로파일
을 결과하는 상기 유리의 표면을 가로질러 이온의 분포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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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압축 응력 (CS) 및 중심 영역에서 장력 (중심 장력, 또는 CT)을 생산한다.

상기 압축 응력은 하기 수학 식

에 의한 중심 장력과 관련되고:

[0054]
[0055]

여기서 t는 상기 유리 시트의 총 두께이며, DOL은 또한 층의 깊이라 언급되는, 교환의 깊이이다.

[0056]

다양한 구현 예에 따르면, 이온-교환 유리의 하나 이상의 시트를 포함하고 명시된 층의 깊이 대 압축 응력 프로
파일을 갖는 박형 유리 적층체는 저 중량, 고 내충격성, 및 개선된 소음 감쇠를 포함하는 다수의 원하는 특성을
보유한다.

[0057]

하나의 구현 예에 있어서,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는 적어도 300 MPa, 예를 들어, 적어도 400MPa, 적어도
500MPa, 적어도 600MPa, 또는 적어도 700 MPa의 표면 압축 응력, 적어도 약 20 ㎛ (예를 들어, 적어도 약 20,
25, 30, 35, 40, 45, 또는 50 ㎛)의 깊이 및/또는 40 MPa 초과 (예를 들어, 40, 45, 또는 50 MPa 초과) 및 100
MPa 미만 (예를 들어, 100, 95, 90, 85, 80, 75, 70, 65, 60, 또는 55 MPa 미만)의 중심 장력을 가질 수 있다.

[0058]

대표 구현 예는 다양한 유리 시트에 대한 층의 깊이 대 압축 응력 그래프를 나타내는 도 9에서 예시된다.

비교

소다 라임 유리로부터의 데이터는 다이아몬드 "SL"로 표시되는 반면, 화학적으로 강화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
리로부터의 데이터는 삼각형 "GG"로 표시된다.

예시된 구현 예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적으로-강화된 시트

에 대한 층의 깊이 대 표면 압축 응력 데이터는 약 600 MPa 초과의 압축 응력 및 약 20 마이크로미터 초과 층의
깊이로 한정될 수 있다.

영역 (200)은 약 600 MPa 초과의 표면 압축 응력, 약 4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층의 깊

이, 및 약 40 및 65 MPa 사이의 인장 응력 (tensile stress)에 의해 한정된다.
[0059]

전술된 관계와 독립적으로, 또는 연관하여, 상기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는 상응하는 표면 압축 응력의 관점에
서 표현된 층의 깊이를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실시 예에 있어서, 근 표면 영역은 제1 유리 시트의 표면으로부

터 적어도 65-0.06(CS)의 층의 깊이 (마이크로미터)로 확장되고, 여기서 CS는 표면 압축 응력이며, 적어도 300
MPa의 값을 갖는다.

이러한 선형 관계는 도 9에 나타내었고, 만족스러운 CS 및 DOL 수준이 y-축 상에 DOL 및

x-축 상에 CS의 그래프 상에 직선 65-0.06 (CS) 이상 위치되는 것으로 예시된다.
[0060]

또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근 표면 영역은 적어도 B-M (CS)의 값을 갖는 제1 유리 시트의 표면으로부터
층의 깊이 (마이크로미터)로 확장되고, 여기서 CS는 표면 압축 응력이고, 적어도 300 MPa이다.

전술된 표현에

있어서, B는 약 50 내지 180 (예를 들어,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5)의 범위일
수 있고, M은 약 -0.2 내지 -0.02 (예를 들어, -0.18, -0.16, -0.14, -0.12, -0.10, -0.08, -0.06, -0.04 ±
-0.01)와 독립적인 범위일 수 있다.
[0061]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의 탄성률 (modulus of elasticity)은 약 60 GPa 내지 85 GPa (예를 들어, 60,
65, 70, 75, 80 또는 85 GPa)의 범위일 수 있다.

상기 유리 및 중합체 중간층의 탄성률은 최종 유리 적층체의

기계적 특성 (예를 들어, 편향 (deflection) 및 강도) 및 차음 성능 (acoustic performance) (예를 들어, 투과
손실 (transmission loss))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0062]

대표 유리 시트 형성 방법은 플로우트 공정뿐만 아니라, 다운-인발 공정의 각각 예인, 융합 인발 및 슬롯 인발
공정을 포함한다.
한다.

상기 융합 인발 공정은 용융 유리 원료 물질을 수용하기 위한 채널을 갖는 인발 탱크를 사용

상기 채널은 채널의 양 측면 상에 채널의 길이에 따라 상부에 개방된 웨어 (weir)를 구비한다.

널이 용융 물질로 채워진 경우, 상기 용융 유리는 상기 웨어를 넘친다.
기 인발 탱크의 외부 표면 아래로 흐른다.
쪽으로 확장된다.
결합한다.

상기 채

중력에 기인하여, 상기 용융 유리는 상

이들 외부 표면은 인발 탱크 아래의 엣지에서 결합하도록, 하부 안

두 개의 유동 유리 표면은 단일 유동 시트를 융합 및 형성하기 위해 이들 엣지에서

상기 융합 인발 방법은, 채널을 넘쳐 흐르는 두 개 유리 필름이 서로 융합하기 때문에, 최종 유리

시트의 외부 표면이 장치의 어떤 부분과 접촉하는 장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상기 융합 인발된 유리 시트의 표

면 특성은 이러한 접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0063]

상기 슬롯 인발 방법은 융합 인발 방법과 구별된다.

여기 용융 원료 물질 유리는 인발 탱크에 제공된다.

인발 탱크의 버텀은 슬롯의 길이를 확장하는 노즐을 갖는 개방 슬롯을 갖는다.
통해 흐르고, 연속 시트로서 어닐링 영역으로 하향으로 인발된다.

상기

상기 용융 유리는 슬롯/노즐을

상기 슬롯 인발 공정은, 두 개의 시트가 서

로 융합되지 않고 슬롯을 통해 오직 단일 시트가 인발되기 때문에, 융합 인발 공정보다 더 박형의 시트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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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0064]

다운-인발 공정은 상대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표면을 보유한 균일한 두께를 갖는 유리 시트를 생산한다.

상기

유리 표면의 강도가 표면 결함의 양 및 크기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최소 접촉을 한 오염되지 않은 표면은 더
높은 초기 강도를 갖는다.

이러한 고강도 유리가 그 다음 화학적으로 강화된 경우, 최종 강도는 랩핑되고 연마

된 표면의 강도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다운-인발 유리는 약 2 mm 미만의 두께로 인발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다운 인발 유리는 고가의 그라인딩 및 연마 없이 최종 적용에 사용될 수 있는, 매우 평평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갖는다.
[0065]

상기 플로우트 유리 방법에 있어서, 매끄러운 표면 및 균일한 두께를 특징으로 할 수 있는 유리 시트는 통상적
으로 주석인, 용융 금속의 층 상에 용융 유리를 플로우팅시켜 만들어진다.
의 표면상으로 주입된 용융 유리는 플로우팅 리본을 형성한다.

대표 공정에 있어서, 용융 주석 층

상기 유리 리본이 주석 욕조를 따라

흐름으로써, 상기 온도는 고체 유리 시트가 주석으로부터 롤러 상으로 이송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감소된다.

상

기 욕조를 벗어날 때, 상기 유리 시트는 내부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냉각되고 어닐링될 수 있다.
[0066]

자동차 글레이징 및 다른 적용을 위한 유리 적층체는 다양한 공정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대표 공정에 있

어서,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 중 하나 이상의 유리 시트들은 중합체 중간층과 사전-가압되어 조립되고,
사전-적층으로 고정되며, 및 광학적으로 깨끗한 유리 적층체로 마감된다.

두 개의 유리 시트를 포함하는 대표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조립체는 제1 유리 시트를 내려놓는 단계, PVB 시트와 같은 중합체 중간층을 중첩시키
는 단계, 제2 유리 시트를 내려놓는 단계, 및 그 다음 상기 유리 시트의 엣지에 과잉 PVB를 트리밍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고정 단계는 계면으로부터 대부분의 공기를 방출하는 단계 및 상기 유리 시트에 상기 PVB를 부

분적으로 결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승된 온도 및 압력에서 수행된, 마감 단계는 상기

중합체 중간층으로 각각의 유리 시트를 일치시켜 완성한다.
[0067]

PVB와 같은 열가소성 물질은 미리 형성된 중합체 중간층으로 적용될 수 있다.

상기 열가소성 층은, 어떤 구현

예에 있어서, 적어도 0.125 mm (예를 들어, 0.125, 0.25, 0.375, 0.5, 0.75, 0.76 또는 1 mm)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열가소성 층은 상기 유리의 두 개의 대립 주요 접면의 대부분, 또는 바람직하게는 실질적으로

모두를 커버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상기 유리의 엣지 면을 커버할 수 있다.

상기 열가소성 층과 접촉하는

유리 시트는 상기 유리와 열가소성 물질의 결합을 증진하기 위해, 예를 들어, 연화점의 적어도 5℃ 또는 10℃
이상과 같은, 열가소성 층의 연화점 이상에서 가열될 수 있다.

상기 가열은 압력 하에 열가소성 층과 접촉하는

유리 겹으로 수행될 수 있다.
[0068]

선택된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중합체 중간층 물질은 하기 표 1에 요약되었고, 이것은 또한 각각의 제품 샘플에
대한 유리 전이 온도 및 모듈러스를 제공한다.

유리 전이 온도 및 모듈러스 데이터는 제조사로부터 이용가능한

기술 데이터 시트로부터 또는 유리 전이 및 모듈러스 데이터에 대한 ASTM D638 방법에 의해 또는 DSC 200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Seiko Instruments Corp., Japan)을 사용하여 각각 결정된다.

ISD 수지

에서 사용된 아크릴/실리콘 수지 물질의 또 다른 설명은 미국특허 제5,624,763호에 개시되며, 차음 개질된 PVB
수지의 설명은 일본 특허 제05138840호에 개시되고, 이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참조로서 여기에 혼입된다.

표 1
[0069]

대표 중합체 중간층 물질
중간층 물질

Tg (℃)

모듈러스, psi (MPa)

EVA (STR Corp., Enfield, CT)
EMA (Exxon Chemical Co., Baytown, TX)
EMAC (Chevron Corp., Orange, TX)
가소화된 PVC (Geon Company, Avon Lake, OH)
가소화된 PVB (Solutia, St. Louis, MO)
폴리에틸렌, 메탈로센-촉매 (Exxon Chemical Co., Baytown, TX)
폴리우레탄 경화 (97 Shore A)
폴리우레탄 반-경화 (78 Shore A)
ISD 수지 (3M Corp., Minneapolis, MN)
차음 개질된 PVB (Sekisui KKK, Osaka, Japan)
Uvekol A (액체 경화성 수지) (Cytec, Woodland Park, NJ)

-20
-55
-57
-45
0
-60
31
-49
-20

750-900 (5.2-6.2)
<4,500 (27.6)
<5,000 (34.5)
<1500 (10.3)
<5000 (34.5)
<11,000 (75.9)
400
54

- 13 -

140

등록특허 10-2043438

[0070]

상기 중합체 중간층의 탄성률은 약 1 MPa 내지 75 MPa (예를 들어, 약 1, 2, 5, 10, 15, 20, 25, 50 또는 75
MPa)의 범위일 수 있다.

1 Hz의 하중 속도에서, 표준 PVB 중간층의 탄성률은 약 15 MPa일 수 있고, 차음 등급

PVB 중간층의 탄성률은 약 2 MPa일 수 있다.
[0071]

하나 이상의 중합체 중간층은 유리 적층체로 혼입될 수 있다.

복수의 중간층은 접착 증진, 차음 조절, UV 투과

조절, 및/또는 IR 투과 조절을 포함하는, 보완적이거나 또는 개별적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0072]

적층 공정 동안, 상기 중간층은 통상적으로 상기 중간층을 연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온도로 가열되고, 이것은
상기 유리 시트의 각각의 표면들에 중간층의 구조적 일치를 증진시킨다.
일 수 있다.
킨다.

[0073]

PVB에 대하여, 적층 온도는 약 140℃

상기 중간층 물질 내에 이동성 중합체 사슬은 상기 유리 표면과 결합을 발전시켜, 접착을 증진시

상승된 온도는 또한 상기 유리-중합체 계면으로부터 잔여 공기 및/또는 습기의 확산을 가속화시킨다.

압력의 선택적 적용은 중간층 물질의 흐름을 증진시키고, 계면에서 포획된 물 및 공기의 조합된 증기압에 의해
유도될 수 있는 버블 형성을 억제한다.

버블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가열 및 압력은 오토클레이브 (autoclav

e)에서 조립체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0074]

유리 적층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리 시트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고, 또는 선택적 구현 예에 있어서, 조성
물, 이온 교환 프로파일 및/또는 두께와 같은 개별적 유리 시트의 특징은 대칭 유리 적층체를 형성하기 위해 독
립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0075]

유리 적층체는 소음의 감쇠, UV 및/또는 IR 광 투과의 감소, 및/또는 창 개방의 심미적 매력의 향상을
포함하는, 유리한 효과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개시된 유리 적층체 뿐만 아니라, 형성된 적층체를

포함하는 개별적 유리 시트는, 기계적, 광학적, 및 소리-감쇠 특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특성뿐만 아니라,
조성물, 밀도, 두께, 표면 계측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속성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개시된 유리 적층

체의 다양한 관점은 여기에 기재된다.
[0076]

더 얇은 유리 시트의 사용과 연관된 중량 감축은, 1.069 g/㎤의 밀도를 갖는 PVB의 0.76 mm 두께 시트를 포함하
는 중합체 중간층 및 110 cm x 50 cm의 실제 치수를 갖는 대표적인 유리 적층체에 대한 유리 중량, 중간층
중량, 및 유리 적층 중량을 나타내는 하기 표 2를 참조하여 알 수 있다.

표 2
[0077]

유리 시트/PVB/유리 시트 적층체의 물리적 특성
두께 (mm)
4
3
2
1.4
1
0.7
0.5

[0078]

PVB 중량 (g)
445
445
445
445
445
445
445

적층 중량 (g)
11404
8664
5925
4281
3185
2363
1815

표 2를 참조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별적 유리 시트의 두께를 감소시켜, 상기 적층체의 총 중량이 극적으
로 감소될 수 있다.

[0079]

유리 중량 (g)
5479
4110
2740
1918
1370
959
685

몇몇 적용에 있어서, 더 낮은 총 중량은 더 큰 연비로 직접적으로 바뀐다.

상기 유리 적층체는, 예를 들어, 창 또는 글레이징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고, 어떤 적절한 크기 및 치
수로 구성될 수 있다.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유리 적층체는 10 cm 내지 1 m 이상 (예를 들어, 0.1, 0.2,

0.5, 1, 2, 또는 5 m) 개별적으로 변화하는 길이 및 폭을 갖는다.

독립적으로, 상기 유리 적층체는 0.1 ㎡ 초

과, 예를 들어, 0.1, 0.2, 0.5, 1, 2, 5, 10, 또는 25 ㎡의 면적을 가질 수 있다.
[0080]

상기 유리 적층체는 어떤 적용을 위해 실질적으로 평평하거나 형상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유리 적층체

는 앞유리 또는 커버 플레이트로서 사용하기 위해 굽히거나 또는 성형 부분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
유리 적층체의 구조는 간단하거나 또는 복잡할 수 있다.

형상화된

어떤 구현 예에 있어서, 형상화된 유리 적층체는 상기

유리 시트가 두 개의 독립적 방향에서 개별 반경의 곡률을 갖는 복합 곡률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형상화된

유리 시트는 따라서 상기 유리가 제공된 치수에 평형인 축을 따라 굽어지고, 동일한 치수에 수직인 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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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굽어지는 "크로스 곡률"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자동차 선루프는,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약

0.5 m x 1.0 m의 치수를 가지며, 마이너 축을 따라 2 내지 2.5 m의 곡률 반경, 주축을 따라 4 내지 5 m의 곡률
반경을 갖는다.
[0081]

어떤 구현 예에 따른 형상화된 유리 적층체는 굽힘 인자에 의해 한정될 수 있고, 여기서 제공된 부분에 대한 굽
힘 인자는 축의 길이에 의해 분할된 제공된 축을 따른 곡률의 반경과 동일하다.

따라서, 0.5 m 및 1.0 m의 개

별 축을 따라 2 m 및 4 m의 곡률의 반경을 갖는 대표적인 자동차 선루프에 대하여, 각 축을 따른 굽힘 인자
(bend factor)는 4이다.

형상화된 유리 적층체는 2 내지 8 (예를 들어, 2, 3, 4, 5, 6, 7, 또는 8) 범위의 굽

힘 인자를 가질 수 있다.
[0082]

유리 적층체를 굽힘 및/또는 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중력 굽힘, 압력 굽힘, 및 이의 혼합 방법들을 포함할
수 있다.

자동차 앞유리와 같은 곡면의 형상으로 박형의, 평평한 시트를 중력 굽히는 전통적인 방법에 있어서,

냉각, 프리-컷 단일 또는 다중 유리 시트는 굽힘 고정체 (bending fixture)의 단단한, 사전-형상의, 주변 지지
표면상에 배치된다.

상기 굽힘 고정체는 금속 또는 내화성 물질을 사용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있어서, 건축용 굽힘 고정체는 사용될 수 있다.
지지된다.

대표 방법에

굽힘 이전에, 상기 유리는 통상적으로 몇몇 접촉점에서 오직

상기 유리는 유리 융해로 (lehr)에서 상승된 온도에 노출시켜 일반적으로 가열되고, 이것은 유리를

연화시켜 주변 지지 표면에 적응한 상기 유리를 중력으로 처지게 하거나 또는 유동 변형시킨다.

실질적으로 전

체 지지 표면은 그 다음 일반적으로 상기 유리의 주변과 접촉될 것이다.
[0083]

관련 기술은 평평한 유리 시트가 상기 유리의 연화점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온도로 가열되는 곳을 가압 굽히는
것이다.

가열된 시트는 그 다음 상호보완적인 형상 표면을 갖는 암수 주형 부재 사이에서 원하는 곡률로 가압

되거나 또는 형상화된다.
[0084]

구현 예에 있어서, 중력 굽힘 및 가압 굽힘 기술의 조합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유리 적층체의 총 두께는 약 2 mm 내지 4 mm의 범위 일 수 있고, 여기서 상기 개별적 유리 시트 (예를 들
어, 하나 이상의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는 0.5 내지 2 mm (예를 들어, 0.1, 0.2, 0.3, 0.5, 0.7, 1,
1.4, 1.7, 또는 2 mm)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또는 1.0 mm 미만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구현 예에 있어서,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는 1.4 mm 미만

또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의 두께는

제2 유리 시트의 두께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두께는 5% 미만, 예를 들어, 5, 4, 3, 2,
또는 1% 미만까지 변한다.

구현 예에 따르면, 제2 (예를 들어, 내측) 유리 시트는 2.0 mm 미만 (예를 들어,

1.4 mm 미만)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이론에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출원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두

께를 갖는 대립 유리 시트를 포함하는 유리 적층체가 일치 딥 (coincidence dip)에 음향 투과 손실 (acoustic
transmission loss)에 상응하는 최대값 및 최대 일치 주파수 (coincidence frequency)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
로 믿는다.

이러한 디자인은, 예를 들어, 자동차 적용에서 상기 유리 적층체에 대한 유리한 차음 성능을 제공

할 수 있다.
[0085]

대표 유리 적층 구조물은 표 3에 예시되고, 여기서 약어 GG는 화학적으로-강화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 시트
를 의미하고, 용어 "소다 라임"은 비-화학적으로-강화된 소다 라임 유리 시트를 의미한다.
같이, 약어 "SP", "S-PVB" 또는 단순히 "PVB"는 표준 등급 PVB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바와
약어 "AP"

PVB"는 차음 등급 PVB에 대해 사용된다.

표 3
[0086]

대표 유리 적층 구조물
샘플
1
2
3
4
5
6
7
8
9
10

구조
2 mm 소다 라임 / 0.76 mm PVB / 2 mm 소다 라임 (비교예)
2 mm GG / 0.76 mm PVB / 2 mm GG
1.4 mm GG / 0.76 mm PVB / 1.4 mm GG
1 mm GG / 0.76 mm PVB / 1 mm GG
1 mm GG / 0.81 mm 차음 PVB / 1 mm GG
0.7 mm GG / 0.76 mm PVB / 0.7 mm GG
0.7 mm GG / 0.38 mm PVB / 0.7 mm GG
0.7 mm GG / 1.143 mm PVB / 0.7 mm GG
1 mm GG / 0.76 mm PVB / 0.7 mm GG / 0.76 mm PVB / 1 mm GG
1 mm GG / 0.76 mm PVB / 0.7 mm 소다 라임 / 0.76 mm PVB / 1 mm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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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7]

출원인은 여기에 개시된 유리 적층 구조물이 우수한 내구성, 내충격성, 인성 (toughness), 및 내스크래치성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리 시트 또는 적층체의 강도 및 기계적

충격 성능은 표면 및 내부 흠 모두를 포함하는, 상기 유리에서 결함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유리 적층체가

충격을 받은 경우, 상기 충격점은 압축에 놓이는 반면, 충격받은 시트의 반대 면뿐만 아니라, 상기 충격점 주변
의 고리 또는 "후프 (hoop)"는 장력에 놓인다.

통상적으로, 파괴의 기원은 가장 높은 장력 점에 또는

근처에서, 상기 유리 표면상에 일반적으로 흠에서 있을 것이다.
고리 내에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유리에서 흠이 충격 동안 장력 안에 놓인다면, 상기 흠은 전파될

것이고, 상기 유리는 통상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직하다.

이것은 반대 면 상에 발생할 수 있지만, 상기

따라서, 압축 응력의 깊이 (층의 깊이) 및 높은 정도는 바람

표면 (3)에 조절된 흠의 부가 및 표면 (2 및 4)의 산 에칭 처리는 내부 및 외부 충격시 원하는 파손

성능을 갖는 이러한 적층체를 제공한다.
[0088]

화학적 강화에 기인하여, 여기에 개시된 유리 적층체의 외부 표면 중 하나 또는 모두는 압력 하에 있다.

흠이

전파 및 파단을 일으키기 위하여, 충격으로부터 인장 응력은 상기 흠의 팁에 표면 압축 응력을 초과해야만
한다.

구현 예에 있어서,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의 높은 압축 응력 및 높은 층의 깊이는 비-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의 경우보다 더 얇은 유리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0089]

이것의 구현 예에 있어서, 유리 적층체는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와 같은 내측 및 외측 유리 시트를 포함
할 수 있고, 여기서 상기 외측-대향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는 적어도 300 MPa, 예를 들어, 적어도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또는 800 MPa의 표면 압축 응력, 적어도 약 20 ㎛ (예를 들어, 적어도 약
20, 25, 30, 35, 40, 45, 또는 50 ㎛)의 깊이 및/또는 40 MPa 초과 (예를 들어, 40, 45, 또는 50 MPa 초과) 및
100 MPa 미만 (예를 들어, 100, 95, 90, 85, 80, 75, 70, 65, 60, 또는 55 MPa 미만)의 중심 장력을 갖고, 상
기 내측-대향 유리 시트 (예를 들어, 내측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는 외측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시트
의 표면 압축 응력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또는 외측 유리 시트와 동일한 표면 압축 응력을 갖는다.

흠은 내

측 유리 시트의 외측 표면 (3)에 선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0090]

이것의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외측 유리 시트 (11)는 약 1.5 mm 이상, 약 2 mm 이상 또는 약 2.5 mm 이
상의 두께를 갖는, 소다 라임 유리 시트와 같이, 비-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 시트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내측
유리 시트 (13)는, 여기에 전술된 바와 같이, 이의 외부 제3 표면에 형성된 두께, CS, DOL 및 흠을 갖는 박형의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 시트일 수 있다.

이들 구현 예에서 내측 유리 시트의 CS는 약 700 MPa 이상일 수

있다.

상기 비-화학적으로 강화된 외부 유리 시트는 선택적으로 가열 강화되거나 또는 열적으로 템퍼링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이들 구현 예에서 내측 유리 시트의 외측 제3 표면은 흠이 없을 수 있고, 상기 CS는 약 300

MPa 이상일 수 있다.
[0091]

여기의 또 다른 구현 예에 있어서, 상기 내측 시트 (13)는 약 1.5 mm 초과, 약 2 mm 초과, 또는 약 2.5 mm 초과
의 두께를 갖는, 소다 라임 유리 시트와 같은, 비-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 시트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외측
유리 시트 (11)는 여기에 전술된 바와 같이, 두께, CS, 및 DOL을 갖는 박형의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 시트일
수 있다.

이들 구현 예에서 상기 내측 유리 시트의 CS는 약 550 MPa일 수 있다.

상기 비-화학적으로 강화된

내부 유리 시트는 선택적으로 가열 강화되거나 또는 열적으로 템퍼링될 수 있고, 이것의 외측 제3 표면에 형성
된 여기에 전술된 바와 같은 결함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다.
[0092]

이들의 기계적 특징에 부가하여, 개시된 유리 적층체의 음향 감쇠 특성은 또한 평가된다.

기술분야의 당업자에

게 인식된 바와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차음 PVB 중간층과 같은, 차음 중간층을 갖는 적층된 구조체는,
음향 파를 감쇠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개시된 화학적으로-강화된 유리 적층체는 많은 글레이징 적용

을 위한 필수적인 기계적 특성을 또한 보유하는 더 얇은 (및 더 가벼운) 구조물을 사용하면서, 음향 전달을 극
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0093]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들의 "단수" 또는 "복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적어도 하나 또는 하나 이상
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금속"에 대한 기준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둘 이상의 이러한 "금속들"을

갖는 예들을 포함한다.
[0094]

범위는 "약" 하나의 특정 값으로부터, 및/또는 "약" 다른 특정 값으로 여기에서 표현될 수 있다.
로 표현된 경우, 예들은 하나의 특정 값으로부터 및/또는 다른 특정 값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위

유사하게, 선행하는

"약"의 사용에 의해, 값이 대략으로 표현된 경우, 특정 값이 또 다른 관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상기 범위의 각 말단 점은 다른 말단 점과 관련하여, 그리고 상기 다른 말단 점에 독립적으로 모두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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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더욱 이해될 것이다.
[0095]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여기에 서술된 어떤 방법의 단계들은 이의 단계들이 특정한 순서로 수행되는 것을 요구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법 청구항은 이의 단계를 수반하는 순서를 사실상 열

거하지 않거나, 또는 상기 단계가 특정한 순서로 제한되는 청구항 또는 상세한 설명에서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
는 경우, 어떤 특정 순서로 추정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0096]

이것은 또한 여기에서의 인용이 특정 방법의 기능에 "적용되거나" 또는 "구성되는" 본 발명의 구성요소를 의미
하는 것에 주목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는 특정 방식의 기능, 또는 특정한 특성을 구체화하도록

"구성되고" 또는 "적용되며", 여기서 이러한 인용은 의도된 용도의 인용과 대립하는 구조적 인용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상기 방식에 대한 여기에서의 기준에서 상기 구성요소는 상기 구성요소의 존재하는 물리적 조건
을 나타내도록 "구성되거나" 또는 "적용되고", 이로써, 상기 구성요소의 구조적 특징의 명확한 인용으로 받아들
여야 한다.
[0097]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이 본 발명에 대해 만들어질 수 있음은 당업자들
에게 자명할 것이다.

본 발명의 사상 및 물질을 혼입하는 개시된 구현 예들의 변형 조합, 준-조합 및 변경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 및 이들의 균등물의 범주 내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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