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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원통형 캐리어 튜브와 원통형 캐리어 튜브의 외부 표면 상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타겟 튜브를 가지는 관형

타겟으로서, 연결 층이 타겟 튜브와 캐리어 튜브 사이에 배치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연결 층이 전기적으로 전도

성을 띠고 습윤도가 90%를 초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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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통형 캐리어 튜브 및 상기 원통형 캐리어 튜브의 외부 표면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타겟 튜브를 포함하는 관형 타겟

으로서, 연결 층이 상기 타겟 튜브와 상기 캐리어 튜브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연결 층은 전기적으로 전도성을 띠며 습윤도

가 90%를 초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관형 타겟.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습윤도가 95%를 초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형 타겟.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습윤도는 상기 캐리어 튜브의 외부 표면과 상기 타겟 튜브의 내부 표면 상에 모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형 타겟.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연결 부품, 베어링 수용부 또는 플랜지가 상기 캐리어 튜브 및/또는 상기

타겟 튜브의 적어도 하나의 단부면 상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형 타겟.

청구항 5.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타겟 튜브는 적어도 하나의 단부 상에서 확대된 직경

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형 타겟.

청구항 6.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5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튜브의 재료는 Cu, Al, Zr, Mo, W, Ti, Cr, Ni, Ta, Nb, Ag, Zn,

Bi, Sn, Si, 또는 이러한 요소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한 합금 또는 세라믹 재료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형 타겟.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타겟 튜브는 희토류 원소, 바람직하게는 Nd를 포함하는 Al 합금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관형 타겟.

청구항 8.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7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튜브는 콤팩트 재료 블록으로부터 제조되거나 중공 실린더의

직접 주조, 압출, 충격 압출, 소결, 또는 열간 정수압 프레스에 의해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형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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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8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층은 전도성 접착제 또는 납땜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형 타겟.

청구항 10.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9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납땜 재료가 상기 캐리어 튜브 및/또는 타겟 튜브 상에 직접 가해지거나,

접착제 또는 습윤제로 이루어진 적어도 하나의 층이 납땜 재료를 그 위에 구비한 상태로 캐리어 튜브 및/또는 타겟 튜브 상

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형 타겟.

청구항 11.

청구항 9 또는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납땜 재료는 In, Sn, InSn, SnBi, 또는 300℃ 미만의 액상 온도를 가지는 다른 저

융점 납땜 합금을 포함하거나 In, Sn, InSn, SnBi, 또는 300℃ 미만의 액상 온도를 가지는 다른 저융점 납땜 합금으로 형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형 타겟.

청구항 12.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튜브 및/또는 상기 타겟 튜브는 구체적으로 니켈-알루미늄 또는 니켈-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진 니켈계 접착 층으로 코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형 타겟.

청구항 13.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12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관형 타겟의 디스플레이 코팅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원통형 캐리어 튜브 및 원통형 캐리어 튜브의 외부 표면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타겟 튜브를 가지는 관형 타

겟으로서, 연결 층이 타겟 튜브와 캐리어 튜브 사이에 배치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예를 들어, 건설/건축 분야용, 자동차 유리용, 및 평판형 화상 스크린 패널용 유리와 같은 큰 면적의 기판을 스퍼터링

(sputtering)하기 위해, 큰 면적의 평판형 또는 평면형 타겟이 이용된다. 이러한 타겟은 스퍼터링 공정에 있어서 약 30 내

지 40%의 상대적으로 낮은 재료 수율에 특징이 있다. 대조적으로, 관형 타겟의 이용은 타겟에서의 재료 수율을 90%까지

증대시키고 소위 재증착(redeposit) 구역(재증착 구역은 스퍼터링 공정 중에 입자를 방출하는 경향이 있다)의 성장을 최소

화시킨다. 관형 타겟을 제조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예를 들어 플라즈마 용사(plasma spraying)와 아크 용사(ark

spraying)와 같은 건 용사(thermal gun spraying)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러한 방법에서 각각의 타겟 재료는

용사 기술에 의해 직접 캐리어 튜브 상에 코팅된다. 이러한 방법의 단점으로 일반적으로 높은 산소 레벨, 마무리 공정 중의

많은 재료 손실, 및 많은 에너지와 가스 소비를 수반하는 긴 처리 기간을 들 수 있다. 더 새로운 방법은 캐리어 튜브 상에 타

겟 재료를 직접 성형할 수 있게 한다(DE 100 43 748, DE 100 63 383). 이러한 기술은 특히 Sn 및 Zn과 같은 저융점 재료

에서 유용하고, 타겟 재료에 용융 특성 구조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고융점을 가지고 캐리어 튜브와 비교하여 열 팽창 계수

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관형 스퍼터링 재료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될 수 없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g, Zn, SiAl 같은

이러한 재료의 일부는 짧은 관형 세그먼트로 용융 및 주조 기술에 의해 사전 제작되고 그 후 함께 밀어 넣어져 캐리어 튜브

상에 장착된다(DE 102 53 319). 여기서, 캐리어 튜브는 타겟 구조에 기계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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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튜브 상의 세그먼트의 고정은 평판형 타겟의 제조를 연기함으로써 주로 납땜(solder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

나, 이러한 고정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를 야기하는 부분적으로 상호 연결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상이한 타겟 재료에 대한 표준 납땜의 열악한 습윤 거동(wetting behavior), 타겟 재료와 캐리어 튜브에 대한 납

땜의 상이한 습윤 거동, 타겟 재료와 캐리어 튜브 간의 매우 다른 열 팽창 계수, 캐리어 재료와 납땜 재료 간의 합금을 형성

하고자 하는 경향, 타겟 재료의 열악한 열 전도율 및 납땜 공정을 제어하는데 있어서의 결과적인 어려움, 납땜 중에 긴 거

리에 걸친 온도 제어의 어려움, 제어할 수 없는 납땜 공급, 납땜 공정 중의 납땜 뿐만 아니라 캐리어 재료와 캐리어 튜브 표

면의 산화를 포함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선행 기술을 개선하고 신뢰성있게 작동하는 관형 타겟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은 독립항의 특징에 의한 발명에 따라 성취된다. 본 발명의 유용한 실시예가 종속항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세그먼트로 설계된 관형 타겟은 캐리어 튜브와 하나 이상의 타겟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연결 층이 전기 전도성을 띠

고 습윤도(degree of wetting)가 90%, 바람직하게는 95%를 초과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습윤도는 캐리어 튜브의 외부 표면과 타겟 튜브의 내부 표면 상에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연결 부품,

베어링 수용부, 또는 플랜지가 캐리어 튜브 및/또는 타겟 튜브의 적어도 하나의 단부면 상에 배치되는 것이 유익하다. 또

한, 적어도 하나의 관형 타겟에 적어도 하나의 단부에서 확대된 직경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 타겟 튜브의 재료는 Cu,

Al, Zr, Mo, W, Ti, Cr, Ni, Ta, Nb, Ag, Zn, Bi, Sn, Si, 또는 이러한 요소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한 합금 또는 세라믹 재료

로 형성될 수 있으며, Al의 경우 희토류 원소, 바람직하게 Nd를 포함하는 합금이 바람직하다.

타겟 튜브가 중실(中實) 재료 블록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중공 실린더의 직접 주조, 압출, 충격 압출, 소결, 또는 열간 정수압

프레스(hot isostatic pressing)에 의해 제조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구체적으로, 연결 층은 전도성 글루 또는 납땜 재료를 가진다. 납땜 재료는 캐리어 튜브 및/또는 타겟 튜브 상에 직접 배치

되거나, 또는 접착제 또는 습윤제의 적어도 하나의 층이 캐리어 튜브 및/또는 타겟 튜브 상에 배치되고 그 위에 납땜 재료

가 배치되며, 납땜 재료는 In, Sn, InSn, SnBi 또는 300℃ 미만의 액상 온도를 가지는 다른 저융점 납땜 합금을 포함하거나

In, Sn, InSn, SnBi 또는 300℃ 미만의 액상 온도를 가지는 다른 저융점 납땜 합금으로 형성된다. 직접적인 습윤의 이점은

접착 층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높은 비용효율을 가진다는 점이다.

캐리어 튜브 및/또는 타겟 튜브는 구체적으로 니켈-알루미늄 또는 니켈-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진 니켈계 접착 층으로 코

팅된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 접착 층도 기본 재료 상에 양호한 접착성과 습윤성을 제공한다. 캐리어 튜브는 바람직하게 강

으로 이루어지고, 티타늄과 같은 다른 재료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관형 타겟은 디스플레이 층을 제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는 긴 수명, 낮은 비용, 안정적인

스퍼터링 플라즈마 형성과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캐리어 튜브와 타겟 튜브 사이의 열적으로 및 전기적으로 양호한 전도성

을 갖는 연결을 가진다. 추가적인 이점은, 이후에 제거되는 외부 표면 상에만 존재하는 고가의 타겟 재료의 최적의 이용과,

접착 공정에서의 특별한 냉각 제어에 의한 상측을 향하는 바닥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응고로서, 이는 기공과 버블이 적은 연

결을 제공하는 것이다.

캐리어 튜브의 표면은 모든 오염물질과 산화/스케일링 찌꺼기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거칠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전처리

된다. 균질하고 양호한 1mm 미만의 열 전도성 코팅이 이러한 표면 상에 가해지며, 납땜을 위한 습윤 거동을 가능케 하고

타겟 재료와 캐리어 재료 사이의 열 응력을 보상한다. 바람직한 코팅 재료는 Al, Ni, Cu, Zn, 및 이들의 합금이다. 튜브형

타겟 세그먼트의 내부 표면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재료 특성에 따라서, 이에 대해 적합한 방법과 재료가 선택된다.

타겟 측부와 캐리어 측부 양쪽 상에 코팅이 가해지고 난 후, 1mm 미만의 또다른 중간 층이 가해지는데, 이는 이용되는 납

땜에 적합한 것이다. 바람직한 재료는 Al, Ni, Zn, In, Sn, Bi, 및 이들의 합금이다. 타겟 측과 캐리어 측 양쪽 상에 중간 층

이 가해지고 난 후, 휘발성 기름으로 이루어진 윤활 필름 층이 추가로 가해진다. 이러한 층은 실제 납땜 공정 전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련된 관형 타겟이 예를 들어 불활성 소기 분위기(inert scavenging atmosphere)하의 가열 튜브 로에

서 균일하게 가열된 후 캐리어 튜브와 타겟 세그먼트 사이의 납땜 간극은 재료에 적합한 납땜으로 충전된다. 이러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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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재료에 따라, 상승 하강 충전 기술뿐만 아니라 가압 충전이 선택될 수 있다. 특정 재료 조합을 위해 납땜으로의

충전은 유용하게 기계적인 작동 하에 수행된다. 납땜으로의 충전을 마무리한 후에 소정의 냉각 프로그램이 납땜을 응고시

키기 위해 수행된다.

관형 타겟의 열 전도성 뿐만 아니라 관형 타겟의 강도에 대한 조건이 덜 엄격한 경우에, 세그먼트는 접착 공정에 의해 캐리

어 튜브 상에 고정된다. 열 전도성 접착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캐리어 튜브와 타겟 세그먼트 사이의 간극을 재

료에 적합한 방식으로 충전한다. 관형 타겟의 열 전도성에 대한 조건이 덜하고 스퍼터링 동력이 낮은 경우에 관형 세그먼

트는 어떠한 환경 하에서 스프링 시스템 또는 클램핑(clamping) 시스템에 의해 캐리어 튜브 상에 체결된다.

다음에서 본 발명은 도면을 이용하여 실시예를 통해 설명된다.

실시예

캐리어 튜브(1) 상에 수 개의 관형 타겟(2)이 세그먼트로서 장착된다. 이하에서, 생산 공정을 설명한다.

실시예 1:

길이가 1.5m이고 외부 직경(Φa)이 133mm이며 내부 직경(Φi)이 125mm인 강 캐리어 튜브(1)가 제조 준비 과정에서

HCl:HNO3 혼합물 내에서 에칭(etching)된다. 또한, 캐리어 튜브(1)의 표면이 브러슁(brushing) 공정을 통해 거칠어지고

활성화된다. 그 결과, Cu 층이 두께가 약 0.02mm인 중간 층으로서 캐리어 튜브의 표면에 전기적으로(galvanically) 적용

된다. 세 개의 알루미늄 관형 세그먼트(2)가 원심 주조 방법에 의해 제조되고, 0.4m의 길이로 절삭되며 내부 직경(Φi)이

135mm이고 외부 직경(Φa)이 154mm가 되도록 가공된다. Al 세그먼트의 내부 표면은 마찬가지로 전기적으로 Cu 도금된

다.

캐리어 튜브의 중간 층은 두께가 약 0.5mm인 Sn 납땜 박으로 전체적으로 코팅되는데, 이는 가스 버너에 의한 국부적인 가

열에 의해 납땜된다. 알루미늄 타겟 튜브 세그먼트(2)의 중간 층은 두께가 0.5mm인 인듐 박으로 전체적으로 덮이는데, 이

는 가스 버너에 의해 국부적으로 가열하여 납땜된다. 그 후, 쉽게 증발하는 기름으로 이루어진 얇은 윤활 필름 층이 가장

최근에 적용된 두 개의 층에 적용된다. 그 다음, 튜브 형상 타겟 세그먼트(2)가 중심을 맞추고 거리를 조절하는 장치를 통

해 캐리어 튜브(1) 상으로 밀린다. 윤활 층이 씻겨진다. 납땜 온도로의 균일한 가열을 위하여, 마련된 관형 타겟이 튜브 로

에서 200℃까지 균일하게 가열된다. 여기서, 윤활 층의 마지막 찌꺼기가 동시에 가열되어 사라진다. 산화/녹 효과를 피하

기 위하여, 보호 가스로 씻어내는 과정은 가열 중에 발생한다. 납땜 온도에 도달하고 난 후 관형 타겟은 튜브 로에서 제거

되고, 직립되며, 수직 납땜 장치에 장착된다. 여기서, 모든 간극은 급속 밀봉 클램프로 밀봉된다. 이러한 준비 과정 동안 관

형 타겟은 열 절연 재료로 덮이고 내부 가열에 의해 170℃로 유지된다. 추가적으로, 불활성 기체로 씻어내는 과정이 유지

된다. 약 1.5kg의 인듐이 납땜으로서 용융되어, 250℃에 이르러, 납땜 간극 안으로 충전된다. 납땜 간극을 100%로 충전하

기 위하여, 납땜을 쏟아붓는 동안 기계적인 자극이 수직으로 위치한 관형 타겟에 가해진다. 납땜이 완전하게 충전되면, 튜

브에서 모든 가열 및 절연 수단이 후퇴되고,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수직 납땜 장치에서 네 개의 복수 정공 랜스를 통해 냉

각 공정이 개시된다. 냉각 속도는 가스 밸브에 의해 제어된다. 관형 타겟을 상온으로 냉각시키고 난 후 관형 타겟은 수직

납땜 장치에서 분해될 수 있고 납땜 찌꺼기가 세척될 수 있다.

실시예2:

길이가 1.5m이고 외부 직경(Φa)이 133mm이며 내부 직경(Φi)이 125mm인 강 캐리어 튜브(1)가 제조 준비 과정에서

HCl:HNO3 혼합물 내에서 에칭된다. 또한 캐리어 튜브(1)의 표면이 샌드블래스팅 공정에서 거칠어지고 활성화된다. 그

후, Ni 층이 열 용사 기술을 이용하여 캐리어 튜브(1)의 표면에 두께가 약 0.2mm인 중간 층으로서 가해진다. 길이가 약

1.4m이고 내부 직경(Φi)이 135mm이며 외부 직경(Φa)이 154mm인 Mo 튜브가 분말 야금 공정에 의해 생성된다. Mo 튜브

의 내부 표면은 찌꺼기가 제거되도록 브러슁되어 무전해 니켈 도금(nickel-plated electrolessly)된다. 더 이상의 추가 층

은 가해지지 않는다. 납땜 과정의 추가 동작은 실시예 1에 대응한다.

실시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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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1.5m이고 외부 직경(Φa)이 133mm이고 내부 직경(Φi)이 125mm인 강 캐리어 튜브(1)가 제조 준비 과정으로서 브

러슁 과정에서 거칠어지고 전기적으로 Cu 층으로 코팅된다. 길이가 0.7m이고 내부 직경(Φi)이 135mm이며 외부 직경(Φa)

이 154mm인 두 개의 Cr 튜브 세그먼트가 분말 야금 공정에 의해 생성된다. 접착제를 액화시키기 위해 80℃까지 가열되고

난 후, 모든 Cr 세그먼트는 열 전도성이고 전기 전도성인 접착제에 의해 캐리어 튜브(1)에 접착된다. 접착제와 타겟 튜브

(2) 그리고 캐리어 튜브(1) 사이에 높은 습윤도를 얻기 위해, 상술한 대로 마련된 타겟은 약 80℃에서 약 1시간 동안 유지

된다.

실시예4:

길이가 1.5m이고 외부 직경(Φa)이 133mm이며 내부 직경(Φi)이 125mm인 강 캐리어 튜브(1)가 제조 준비 과정에서

HCl:HNO3 혼합물 내에서 에칭된다. 체결되는 타겟 재료는 길이가 1.4m이고 내부 직경(Φi)이 135mm이며 외부 직경(Φa)

이 155mm인 Al 튜브를 포함한다. 내부 표면은 적당한 표면 처리로 세척되고 거칠어진다. 더 이상의 추가 층은 적용되지

않는다. 납땜 공정의 추가 동작은 실시예 1에 대응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관형 타겟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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