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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층 피복막 및 다층 피복막의 성형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단층 피복막 및 다층 피복막의 성형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모재(母材)에 형성된 본 발명에 따른 한 실시예의 다층 보호 피복막(被覆膜)의 단면도.

제2도는 피복막을 성형하기 전 제1도의 모재 표면의 사시도.

제3도는 제1도의 선 3-3을 따라 취해진 제1도의 피복막의 단면도.

제4도는 제1도의 선 4-4를 따라 취해진 제1도의 피복막의 단면도.

제5도는 모재에 형성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다층 보호 피복막의 단면도.

제6도는 피복막을 형성하기전 제5도의 모재 표면의 사시도.

제7도는 제5도의 선 7-7을 따라 취해진 피복막의 단면도.

제8도는 모재에 형성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실시예의 피복막의 단면도.

제9도는 모재에 형성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실시예의 피복막의 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표면에  피착되는  피복막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히  기술하면,  본  발명은  개별층의 성질
을 조합한 성질을 가지는 다층 피복막에 관한 것이다.

과거에는,  모재(母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피복막이  피착되었다.  예를들면,  내마모성, 
내식성,  윤활성,  경도,  내산화성,  연성,  강도  및  탄성등의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성질을 개량하
기  위하여,  모재상에  외부층을  형성하는  재료층을  성형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들  성질  또는 이
들  성질  대부분이  소정의  한  재료에  대하여  상호배타적인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한  재료  또는 조
성이  우수한  경도를  가질수도  있지만,  필요로하는  윤활성  또는  이와는  다른  어떠한  성질도  갖을  수 
없다.  예를들면,  산화  알루미늄의  피복막은  매우  불활성이고  경질이지만  부품의  계  가공에  필요한 
특성인  윤활성이  결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게르마늄  및  플루오로  카본과  같은  윤활성  재료는, 예
컨대  충분한  경도  또는  내마모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리하여,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피복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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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또는  몇가지의  성질을  최적화시킨  결과를  낳는  절충안이지만,  기타의  성질을  종종 약화시킨
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때,  각각의  구성  요소의  성질을  조합하여  나타나는  것과  같이,  경도, 내
마모성,  윤활성,  내산화성,  내식성,  연성,  강도 및  탄성과 같은 성질중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질
을 나타내는 피복막 및 피복막 성형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본  발명의  한  특징에  의하면,  표면,  즉  모재상에  형성되는  보호  피복막이  제공된다.  이러한 피복막
의  목적은,  절삭  및  연마가공으로  부터,  또한  예를들면  산화,  부식  및  열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
른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생기는  것과  같은  마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재의  표면은 
견고하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재표면은  본  발명에  속하지  않는  하나  또는  복수개의  피복막을  갖을 
수 있다.

보호  피복막은  복수개의  중첩된  단위  다중층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위  다중층"은, 적어
도  2개의  층이  조성상  서로  다른  2개  또는  그  이상의  중첩된  박층(thin  layer)을  의미한다. 바람직
하기로는,  각  단위  다중층은  동일한  형태와  갯수의  층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피복막은  복수개의  반복  단위  다중층을  포함한다.  이러한  결과로써 
얻을 수 있는 피복막은 개별층들의 성질들을 결합한 성질을 갖는다.

상기  층들은  재료  또는  조성의  벌크(bulk)  피복막  성질을  획득하기  위해  충분히  두껍지  않으면 안된
다.  일반적으로,  각  층이  재료의  벌크  피복막  성질을  갖게  하려면  최소한  약  50옹스트롬  정도로 두
꺼워야  하며  대개는  약  5000옹스트롬보다  얇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마모에  관련된  용도로서, 각층
의  최대  두께가  약  5000옹스트롬  또는  그  미만인  경우에  용이하게  충족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특
징적  표면의  마이크로구조"라  함은  모재의  미시적  또는  현미경적  표면  릴리프(surface  relief)를 말
한다.  전형적인  고도의  연마면은,  ±0.002인치의  표면  길이를 따라 
±0.5마이크로미터(5000옹스트롬)의  표면  릴리프를  갖는다.  표면이  더욱  거칠은  경우에는 상대적으
로  더  두꺼운  층을  갖을  수  있다.  예를들면,  정  연마용  초경(超硬  :  carbide)  공구는  약 ±2.5마
이크로미터의  조면도(粗面度)를  갖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면에  대해  피복막을  형성하는 
층은,  약  50에서  약  50,000옹스트롬까지의  범위에  있을  수  있고,  모재의  특징적  표면의  마이크로 구
조보다  얇을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층의  두께를  한정하면,  표면이  충분한  시간동안 마모
를  받을  경우,  다수의  개별층이  노출되고,  표면은  개별층의  성질을  조합한  성질을  나타낸다.  이는, 
거시적인  척도에서  볼때  표면이  평탄할  경우라도  생긴다.  그러나,  각층의  두께는  필요한  경우에  약 
8마이크로미터까지 두껍게 할 수 있다.

단위  다중층의  각층은,  경도,  내마모성,  윤활성,  내산화성,  내열성,  내식성,  점착성,  탄성,  강도  및 
연성,  및  그들의  조합과  같은(그들에만  한정되지  않는)  한가지  또는  여러  종류의  바람직한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경도  및/또는  내마모성을  제공하는  층과  윤활성을 
제공하는 층을 포함시켜서 내마모성 피복막을 만들 수 있다.

적게는  두개의  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10개의  단위  다중층이  사용된다.  사용될  수 
있는  단위  다중층의  수에  상한선은  없지만,  통례로는  약  100개보다  적을  것이다.  피복막의  전체 두
께는 약 0.5내지 10마이크로미터인 것이 보통이다.

소망하는  성질을  갖는  임의의  재료  또는  조성이  단위  다중층내의  한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기에  한정되지않는  예로  들고있는  특정  재료만을  한정하지  않는다.   각층은  인접한 층
에  대해  적정한  점착성  및  조화성을  보여야  한다.  단층  또는  복수의  층이  다른  방식으로  인접하여 
있는 층의 점착성 또는 조화성을 개량하기 위한 피복막내에 포함될 수 있다.

피복막용으로  선택되는  특정  재료로는,  물론,  피복막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하는지  및  피복막이 어
떠한  조건에서  사용될  것인지에  의존할  것이다.  단위  다중층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종
류의 재료의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경도  및/도는  내마모성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또는  복수의  단위  다중층용으로  선택될  수  있는 재료
로는,  예를들면,  적용될  수  있다면,  티타늄과  붕소;  티타늄과  탄소;  턴스텐과  붕소;  몰리브덴과 붕
소;  탄소;  알루미늄과  산소;  실리콘과  질소;  붕소와  질소;  텅스텐과  탄소;  탄탈과  탄소;  티타늄과 
질소;  지르코늄과  산소;  및  이들의  결합물로  된  것의  비화학양론적  조성물,  화학양론적  화합물  합금 
및  원소를  포함한다.  이들  재료는  일반적으로  강도를  제공하는데  또한  유용하다.  바람직한  조성은, 
TixB 1-x,   WxB 1-x 및 MoxB1-x (단,  x는  0.5와  같거나  그  미만임), SixN1-x (단,  x는  0.4-0.6의  범위임), BxN1-

x (단,  x는  0.5-0.6범위임), TixN1-x (단,  x는  0.5-0.7의  범위임),  및 TixC1-x (단,  x는  0.4-  약  0.6의 범

위임)를 포함한다.

윤활성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  또는  복수개의  단위  다중층으로서  선택될  수  있는  재료는  예를들면, 
게르마늄;  플루오로카본  폴리머(예컨데,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TE)  수지  및  불화  에틸렌 폴리프로
필렌(FEP)수지);  화학양론적  및  비화확양론적  천이  금속  붕화물,  및  이들  재료의  결합형태를 포함한
다.  바람직한  천이금속은  몰리브덴이다.  바람직한  조성은 MoxB1-x (단,  x는  0.5와  같거나  그 이하임)이

다.  윤활성을  제공하기에  바람직한  또다른  재료는  무질서  붕소  및  탄소재료이다.  이러한  붕소  및 탄
소  재료는,  대개는 BxC1-x 의  원자  베이스의  조성을  갖는다.  단,  "B"는  붕소,  "C"는  탄소를  나타내며, 

"x"및  "1-x"는  각각  피복막내에  존재하는  붕소  및  탄소의  상대량을  나타내고,  "x"  는  약 0.60-
0.90이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피복막이  스퍼터링(sputtering)에  의해  데포지션된  무질서 탄화붕
소(B4C)이고, 실질적으로 비정질(非晶質)이다. 바람직하게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magnetron 

sputtering)이  사용된다.  적정한  무질서  붕소  및  탄소층은,  고온  압축  경정성  붕소  및  탄소 타겟
(target)을  사용하는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대개는,  모재는  스퍼터링 처리
시, 예컨데 약  200˚C 또는 그 미만의 비교적 낮은 온도로 유지된다.

내산화성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단위  다중층으로서  선택될  수  있는  재료는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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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티타늄;  탄소(바람직하게는  무질서성인  것);  스테인레스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및 
산소,  실리콘 및  산소,  지르코늄 및  산소,  및  티타늄 및  산소의,  예컨데 알루미나(Al2O3 )를  포함하는 

비화학양론적 조성물 및 화학양론적 화합물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내산화성 
재료"란,  본  패라그래프에서  전술한  재료중  어느  것이든지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들 재
료는 일반적으로 내식성을 제공하는데도 적합하다.

탄성 및/또는 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단위 다중층으로서 선택될 수  있는 적정한 재
료의 예는 크롬 및 스테인레스강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예는  적정한  재료를  설명하기  위해  보여준  것이다.  경도,  내마모성  및  윤활성등의 카테
고리(category)는  상대적인  용어이며,  어떤  재료는  1개이상의  카테고리에  유용한  성질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각층의  원자  구조는  다른  층과의  독립적이며,  결정상  또는  비정질상일  수  있다.  무질서  내마모성 피
복막은  단상(單相)  결정  피복막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믿는  바이다.  무질서층은  단상  결정층보다 
모재  및/또는  다른  층  사이의  확산  결합성이  용이하며,  따라서  보다  우수한  점착성을  보인다.  또한, 
무질서  재료는  파열(fracture)이  전파될  수  있는  확장된  격자면이  없으며,  대개는  파열됨이  없이 상
대적으로  고도의  변형력을  견디어  낼  수  있다.  그러한  종류의  재료는  단상  결정재료보다  부식이  덜 
된다.  전술한  잇점은  비정질  또는  실질적으로  비정질인  피복막에  있어서는  보다  완벽하게 실현된다
라고  믿는  바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무질서성"이라는  용어는,  비정질,  다결정질(및 조성적
으로  장거리  질서가  없는),  미결정질(微結晶質)  또는  이들의  위상의  임의의  결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미정질"이라는  용어는,  장거리  질서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단거리  또는  중간질서를  갖고 
있거나 동시에 어느 정도의 결정성 개재물도 포함하고 있는 재료를 말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보호용  피복막은  내마모성을  갖는다.  내마모성  피목막은 내마모
성  및/또는  경도를  제공하는  층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층은  예를들면,  윤활성  또는  다른  성질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내마모성  피복막은,  경도  및/또는  내마모성을  제공하기  위한  한층과 윤활
성을 제공하기 위한 또다른 층을 갖는 각  단위를 구비하는 복수개의 단위 다중층을 포함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단층 다중층이 반복하는 단위인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의하면,  내마모성  피복막은,  모재상에  피착  또는  형성하되,  중첩된  단위 
다중층을  복수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최소한  조성적으로  서로  다른  3개의  박층을 포
함하는  각  단위층으로  구성되며,  각  박막층은  각각의  층의  성질의  결합형태인  벌크  피복막  성질을 
이를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다.  이와같이  조성적으로  서로  다른  3개의  층은,  내산화성  재료;  질화 
티타늄과 질화 하프늄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질화물; 및 무질서 붕소 및 탄소재료이다.

바람직하기로는,  내산화성  재료는  산화  알루미늄이다.  이와  다른  유용한  재료는  내산화성으로서 앞
서 기술한 바있는 재료를 포함한다.

모재.  특히  탄화물  모재에  대한  점착성을  개량시킬  목적으로,  이들  3개의  단위  다중층에  점착성 피
복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한  1개의  점착층은  탄화티타늄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질화  티타늄의  박막층도,  바람직하게는  탄화티타늄층과  결합하여  모재상에  직접적으로 데포지트되도
록 사용될 수 있다.

3층형  단위  다중층에  대한  바람직한  배열은,  모재로부터  내산화성  재료,  질화물  재료  및  무질서 붕
소-탄소 재료의 배열이다.

필요하다면,  4층형  단위  다중층이  사용될  수  있는데,  제4층은  탄화티타늄과  같은  재료이며,  다른 층
은  3층형과  동일하다.  4층  단위에  대한  층의  배열은,  탄화티타늄,  내산화성  재료,  질화물  재료  및 
무질서 붕소 및 탄소의 배열이다.

3  또는 4층의 단위형 다층 피복막내의 층들 및  점착층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바람직
하게는,  내산화  재료,  질화물  재료  및  점착층(들)은  화학적  증착(CVD)법으로  형성되며  무질서  붕소 
및  탄소  재료는  스퍼터링법으로  형성된다.  내산화  재료, 산화알루미늄(Al2O3 )과  같은  층,  질화 티타

늄과  같은  질화물층,  및  탄화티타늄  층을  형성하기  위한  적절한  화학적  증착  기술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의하면,  피복된 물품은,  모재표면의 적어도 일부,  피착 및  점착된 보호 또
는  내마모성  피복막을  갖는  사용단(使用端;  working  edge)  또는  사용면(使用面;  working  surface)을 
포함한다는  것이  조건이다.  피복막은  전술한  바있는  본  발명에  의한다.  외부층이  마모되는  경우 복
수의  층이  노출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표면이  사용  마모되는  경우,  외부층의  적어도  일부가 마모되
어,  복수의  층이  피복막  표면상에  노출될  것이다.  노출된  층은,  결과적으로  각각  노출된  층의 성질
을  갖는  표면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보호용  피복막은  내마모성  피복막이거나 내마모성
을 갖는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의하면,  모재의  표면상에  복수개의  단위  다중층을  데포지트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파복막  성형방법이  제공되어  있다.  단위  다중층은  전술한  바  있으며,  각  단위  다중층을 만들
어 내는 개개의 층을 데포지트함으로써 형성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의하면,  작업  물품을  기계적으로  가공하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다.  본 명세
서에서  사용되는  "기계가공(machining)"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절삭,  연삭,  형삭,  연마, 리
이밍(reaming),  선삭(turning),  드릴링,  브로우칭(broaching),  및  샤프닝(sharpening)등을 포함하지
만,  이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은,  예컨데  공구와  같이,  본  발명의  다층  피복막으로 피
복된  물품의  적어도  일부,  사용단,  또는  사용면을  포함하는  물품으로  작업  물품을  기계가공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피복막은 특징적 표면의 마이크로 구조보다 얇은 층을 
포함한다.  보호용  피복막을  갖는  물품  또는  공구가  사용되어,  피복막의  적어도  외부층  즉,  피복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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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일부가 마모될 정도로 마모된 후에는, 피복막의 복수의 층이 노출될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물품의  표면의  적어도  일부에  본  발명의  보호  피복막을  피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표면  보호  방법이다.  이러한  보호  피복막은,  소망의  보호와,  예컨데  내마모성,  경도, 윤활
성,  내식성,  내산화성,  내열성,  내파열성(연성),  강도  및  그들의  결합등의  특징을  제공하기  위한 주
문제조품이다. 물품이 처하게 될 조건은, 피착될 다중층 피복막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목적은,  중첩된  복수개의  단위  다중층을  특징으로하는  피복막을  견고한 모재
상에  제공하는  것인데,  각  단위  다중층은  최소한  조성적으로  서로  다른  박층으로  구성되고,  각 박층
은 이러한 층의 벌크 피복막 성질을 얻기에 충분한 두께를 지니며,  상기 피복막의 성질은 최소한 조
성적으로 서로 다른 박층각각의 성질을 결합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과 연관지어 설명하기로 한다.

첨부된  도면중  제1도를  참조하면,  제1도에는  모재(12)에  성형된  본  발명에  따른  보호용 피복막(10)
을  매우  확대된  단면도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같이,  마모를  방지하는  피복막인  경우, 
모재가  미시적인  표면  릴리프를  갖거나  평면으로부터  미시적인  편이(偏移)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호용  피복막(10)의  복수의  층이  사용중에  노출되고,  노출된  표면은  각각의 층내
에 존재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제2도에서는  보호용  피복막(10)의  형성전의  기판(12)을  사시도로  보여주고  있다.  보호용 피복막(1
0)이  성형되는  모재(12)의  표면(14)은  거시적으로  볼때  평면이지만,  미시적으로  볼때  미시적인  표면 
릴리프를  갖는  비평탄면이다.  이러한  경우,  표면  릴리프  또는  복수개의  파고부(peak;  16)로 구성된
다.  파고부(16)는,  미시적인  표면의  불완전  또는  결함인데,  표면(14)상에서  사실상  산만하게  배향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파고부(16)는  미시적인  표면  릴리프의  불안전  또는  결함의  한 
형태의 예이다. 

미시적인  표면의  결함의  또다른  형태은,  제5도  내지  제7도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후에  설명되는 "융
기부(ridge)"로  구성된다.  다른  미시적인  표면의  결함은,  예컨데  파고부와  융기부의  결합  또는 평면
으로부터의  임의의  형태의  변화로  구성될  수  있다.  실제로  합류되는  표면은  모두  평면으로부터의 그
와 같은 미시적인 편이를 갖을 것이다.

보호용  피복막(10)은  반복적으로  상부에  놓여있는  복수개의  단위  다중층(18)으로  구성되는  내마모성 
피복막일  수  있다.  각  단위  다중층은,  제1도에서  "a"  및  "b"의  참조문자로  표시된  조성적으로  서로 
다른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다중층(18)의  하나  또는  2개의  층을  경도  또는  내마모성을 
위해  선택하고,  또한  하나의  층을  경도  또는  내마모성을  위해  선택하며(예컨데,  산화  알루미늄), 나
머지 윤활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다(예컨데, 이붕화 몰리브덴 또는 붕소 및 탄소).

바람직하기로는,  단위  다중층은  반복하는  단위이다.  다시말하면,  그러한  다중층은  층의  갯수,  조성 
및  순서가 동일하다.  따라서,  단위 다중층은 예컨데,  ab,  ab,   ab(이하,  동일 수의 층들이 데포지트
됨);  abc,  abc,  abc(이하,  동일  수의  층들이  데포지트됨);  abcd,  abcd,  abcd(이하  동일  수의  층들이 
데포지트됨)등을  포함한다(단,  각  문자는  서로  다른  재료층을  나타내고,  문자의  각  그룹은  단위 다
중층을 나타냄). 단위 다중층은 여러 조합, 예컨데, ab, abc, ab(이하 동일 수의 층들이 
데포지트됨)  ;   ab,  ac,  ab(이하 동일 수의 층들이 데포지트됨);  abcd,  abc,  ab,  abcd(이하 동일 수
의 층들이 데포지트됨);  abc,  bac,  abc(이하  동일 수의 층들이 데포지트됨);   ab,  cd,  ef(이하 동일 
수의  층들이  데포지트됨);   abba,  abba(이하  동일  수의  층들이  데포지트됨)이  가능하다.  피복막중의 
각  단위  다중층은  서로  다른  재료를  가질  수도  있지만,  단위  다중층을  반복  형성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한데,  그  이유는  피복막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결합은  예로서  열거한 것뿐
이지, 이러한 결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위  다중층에서의  각층의  두께는,  마모와  관련된  용도에서와  같이,  복수개의  층을  노출시키기에 필
요한  경우  벌크  성질  및  특징적인  마이크로구조와  관련하여  앞서  기술한  가이드라인(guide line)내
에서  소망하는대로  조절할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각각  반복되는  단위  다중층은  거의  동일한 두
께를 가지며, 상응하는 층도 거의 동일한 두께를 갖는다.

보호용  피복막(10)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피복막이  모재(12)와  같은  모재에  형성되고,  마모  또는 
이와  유사한  대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피복막(10)의  표면이  파열됨에  따라,  복수개의  피목막층이 노
출된다.

제3도는  보호용  피복막(10)의  일부가  제1도  선  3-3을  따라  파열된  후의  표면을  예시한  것이다. 제3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복수개의  개별층(a,b)은  개별층(a,b)의  성질을  결합한  성질을  가진  표면을 
제공하면서 노출된다.

제4도에는  더  이상의  마모가  생겨난  후에,  제1도의  4-4를  따라  취해진  보호용  피복막(10)이 도시되
어  있다.  어느  지점에서는  ,  보호용  피복막(10)은  모재(12)까지  마모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은 제4도
에서  원형으로  묘사되었고,  이는  파고부(16)의  형태로  볼때  모재(12)의  표면  릴리프에  해당한다. 제
4도에서  원형이  아닌  부분은,  표면에서  노출된  보호용  피복물(10)의  층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면은 
보호용 피복막(10)의 노출층과 모재(12)의 노출 부분의 복수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제3도  및  제4도는  단순한  설명도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적인  마모  또는  파열은,  결과로서는  복수개의 
층이 노출된 상태이지마느 도면과 같이 평면 형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5도를  참조하면,  제5도는  모재(22)에  형성되어져  있는  본  발명에  따른  보호용  피복막(20)을  매우 
확대한  단면도이다.  이러한  도면에서는,  모재(22)는  복수개의  융기부(24)로  구성된  미시적인  편이 
또는  표면릴리프를  갖는다.  융기부(24)는  제6도에  더욱  명료하게  도시되어  있다.  융기부(24)는 모재
(22)의 표면(26)의 일부를 형성한다.

보호용  피복막(20)은  상부에  놓여  있는  복수개의  단위  다중층(28)으로  구성된다.  각  단위  다중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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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에서  "a",  "b"  및  "c"로  표시되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각  층은  모재(22)의  특징적  표면의 
마이크로구조 또는 표면 릴리프보다 작다.

제7도를  참조하면,  제7도에는  보호용  피복막(20)의  일부가  마모되어져  버린후에  생길지도  모를 상태
를  예시한  제5도의  선  7-7을  따라  취해진  보호용  피복막(20)의  표면이  예시되어  있다.  보호용 피복
막(20)의  노출된  표면을  형성하는  여러가지  층(a,b,c)는  각각  노출된  층의  성질을  갖는  표면을 초래
한다.

제8도에는  본  발명의  변형  실시예가  예시되어  있다.  모재(30)는  평탄한  표면을  가진  것으로 도시되
어  있지만,  단지  그러한  표면은  전술한  바있는  표면  릴리프를  가질  수  있다.  모재(30)는  복수개의 
컬럼(column)  또는  파고부(34)로  구성된  원주모양의  마이크로  구조를  가진  층(32)로  피복되어있다. 
원주  또는  파고부의  간격  도(spacing  density)  또는  충진  도(packing  density)는  변화시킬  수 
있다.  층(32)은  예컨데,  원하는 표면 릴리프를 갖는 표면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본 발
명에  따른  단위  다중층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층(32)상에는  피복막(10)과  유사한   보호용 피복
막(36)이  있다.  만일  피복막(36)이,  피복막(36)의  일부가  달아  없어지는  마모  및  그와  유사한  것과 
관련된  용도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피복막(36)의  노출된  표면은,  복수개의  피복막(36)이  표면에 
노출되는 제3도의 설명과 유사하게 될 수 있다.

제9도에는  본  발명의  또  다른  변형  실시예가  있다.  모재(40)상에는  피복막(38)이  형성되어  있다. 피
복막(38)은  복수개의  단위  다중층(42)을  포함하고,  각각의  단위  다중층은  제9도에서 참조문자(a,b)
로  표시한  2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a"층의  형태는  비원주  모양이지만,  "b"층의  형태는  원주 모양이
다.  "b"층내의  컬럼의  충진  도는  변화시킬수  있다.  원주  모양의  층은  한층의  컬럼이  본질적으로 
인접해  있는  매우  조 한  충진  도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층의  컬럼이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피복막용으로  선택된  재료  및  모재에의  그러한  재료의  성형은,  모재에의  적정한  점착  및  개개의 층
간의 적정한 점착이 이루어질 정도로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적정한 점착은, 특정 재료에 인접한 재료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달성된다.

적정한  선택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  층에  대하여  이와  직접적으로  인접하는  충돌  또는  모재와 관련하
여  다음  조건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상기  인접하는  층중 
한  인접층에  대한  이들의  조건중  어떠한  조건도  나머지  인접하는  층에  대하여  충족되는  조건과는 무
관하게 충족될 수  있다.  상기 조건들은,  (1)  특정층 및  인접층들에 공통인 적어도 한가지 원소의 존
재  ;  (2)  인접층들내의  적어도  한개의  원소와  거의  동일한  원자  크기를  갖는  적어도  한가지  원소가 
특정층내에  존재하는  것;  (3)인접층으로  이동할때,  이동전의  층과  동일한  원자구조를  갖는  조성물을 
인접층내에  형성하는  적어도  한가지  원소가  특정층  조성내에  존재하는  것;  (4)  인접층들내에서 용해
가능한  적어도  한가지  원소가  특정층내에  존재하는  것;  및  (5)  인접층들내의  적어도  한가지 원소사
이에 높은 결합 에너지를 갖는 적어도 한가지 원소가 특정층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피복막  또는  단위  다중층내의  하나  또는  복수개의  층이  주로  다른  인접층에  잘  점착하도록  마련될 
수  있다.  점착층은  인접층에  대한  상기  조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예컨데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원소, 합금 또는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피복막  성형  방법은  적정한  점착성을  갖는  피복막을  만드는데에도  중요할  수  있다.  피복막은 일반적
으로  스퍼터링  기술로  데포지트될  수  있지만,  스퍼터링  및  화학적  증착기술과  같은  적정한  기술의 
결합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데포지트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적정한  기술로서는,  예를들면  증거나 
이온도금과  같은  다른  물리적  증기  데포지션  기술을  포함한다.  화학적  증착,  플라즈마 스프레잉
(plasma  spraying)  및  전착(電着;  electrodeposition)  방법등도  적합하다.  스퍼터링  방법에  의하면, 
피복물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성형할  수  있으며,  비교적  높은  온도를  필요로하는  다른  기술보다 
모재의 성질에 영향을 줄 염려가 없다.

스퍼터링  방법에  의해  다중층  피복막을  성형하는  한가지  방법은,  피복될  물품이나  공구를  운반하는 
캐루셀(carousel)을  사용한다.  스퍼터링용  타겟은  캐루셀  외주상에서  상호  간격을  두고  배치된다. 
각  타겟은  단위  다중층의  특정층에  대하여  데포지트되어야  하는  재료에  해당한다.  스퍼터링시, 캐루
셀은  회전되어서,  이  캐루셀에  의해  운반된  각각의  물품은  각  타겟의  전면(前面)을  통과한다. 특정
의  물품이  타겟을  통과함에  따라,  상기  타겟으로부터  재료의  박층이  물품의  표면상에  데포지트된다. 
각  타겟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함으로써,  각층의  데포지션  속도가  조절될  수  있어  층의  두께도 조절
된다.

스퍼터  데포지트  기술이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발명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복될  표면의  특정  형상에  적합한  스퍼터링  기술로  원한는  피복막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서  설명한  일반적으로  적정한  스퍼터링  기술로는,  rf다이오드, 
rf마그네트론  및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  기술을  포함한다.  필요하다면,  dc  또는  rf바이어스는, 스퍼
터링  기술에  의해  피복되는  동안,  모재에  가해질  수  있다.  바이어스는  모재상에  형성된  피복막의 점
착성을  개선시키고,  피복막의  응력(stress)을  감소시키며,  그리고  피복막의  도를  높일  수  있다. 
피복막의  성형시,  모재의  형상은  특정한  피복막의  성형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스퍼터링  기술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

스퍼터  데포지트하기에  앞서,  피복될  공구  또는  모재  표면의  일부에  원자작으로  청정한  표면을 제공
하는  것이  대개는  중요하다(본  명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재"라는  용어는  본  발명의  하나  또는 
복수개의  피복막을  제외한  공구  또는  모재의  부분을  말함).  이러한  것은  모재  표면에  점착하는 균일
한 피복막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스퍼터링을 위한 원자적으로  청정한 표면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당업자에게  주지된  여러  방법이  있으며  그러한  방법중  어느  방법이라도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표면  성형  방법은  단지  실시예로서  제공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예로서  제공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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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적으로  청정한  모재  포면을  제공하는  한가지  방법에  의하면,  모재는  염소화된  탄화수소 탈지제
로  탈지된다.  이후,  모재를  메탄올로  세정하고,  다음으로  플라즈마  에칭  또는  건식  화학  에칭을 한
다.  플라즈마  에칭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불화  탄소와  같은  불소화된  캐리어  가스가  사용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캐리어  가스가  분해하여  모재  표면을  청정하게  하는  불소를  제공한다.  피복하기 위
해  원자적으로  청정한  표면을  제공하는  마지막  단계는  아르곤  플라즈마내에서의  스퍼터에칭 단계이
다.

원자적으로  청정한  표면이  모재  또는  적어도  피복되어야  할  모재의  부분상에  제공된  후  피복막이 형
성될 수 있다.

스퍼터링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바람직한  스퍼터링  조건은  표면  형상과  원하는  마이크로  구조의 형
태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피복막의  표면은,  특히  다수의  마모  관련의  피복막인  경우에  매끄러운 
것이  바람직하다.  피복막의  내부  마이크로  구조는  원주모양  또는  비원주모양일  수  있다.  어떤 용도
에서는, 외부 피복을 위해, 원주 표면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원주모양의  마이크로  구조를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당업자에게  주지된  원주모양의  마이크로  구조를 
만드는  스퍼터링  기술중  어느  유형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원주모양의  마이크로  구조를  형성하기 위
한  한가지  기술은,  원주모양의  마이크로  구조를  형성하도록  모재에  충분한  바이어스  전압을  가한다. 
어떤  피복  재료  및/또는  모재  형상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높은  바이어스  전압을  가하더라도 원주모
양의  마이크로  구조는  형성될  수  없다.  당업자에게  주지되어  있는  바와같이,  바이어스  스퍼터링 기
술은 데포지션 공정시 모재상에 음(negative) 바이어스 전압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모재에  바이어스  전압을  가함으로써,  피복막의  도,  순도,  점착성  및  내부응력이  조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되면  피복막의  도,  순도  및  점착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피복막의  내부응력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스퍼터링  공정시에는,  모재에  인가되는  바이어스 
전압이  원하는  시퀀스  공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바람직한  바이어스  시퀀스  제어는  모재의  형상  및 
원하는  피복막의  마이크로  구조에  의존한다.  복잡한  형상의  경우,  또는  비교적  높은(약  2.0  또는 이
보다  큰)  종횡비(표면의  폭에  대한  미시적인  깊이의  비,  예컨데  평면의  종횡비가  0이고,  폭과 깊이
가 동일한 침하를 갖는 표면의 종횡비가 1임)를  갖는 표면의 경우,  먼저 모재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바이어스  전압(예를들면,  약  -100내지  -200볼트)에서  재료를  스퍼터링하여  완전한  피복막을 확보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후에,  바이어스  전압을  비교적  높은  바이어스  전압(예를들면,  약  -1000  내지 
-2500볼트)로  증가시킨다.  바이어스  전압은  점진적으로  구배증가(勾配增加)되거나  계단식으로 증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바이어스  전압을  사용하면,  점착성이  보다  커지고,  내부  응력이  보다  작아지는 
보다  높은  도의  보다  순수한  피복막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원주모양의  성장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원주모양의  마이크로  구조는  일반적으로,  모재에의  기계적  고정  결과로서,  보다 양호
한  점착성을  제공하다고  믿어진다.  높은  종횡비를  갖는  표면의  경우,  바이어스  전압은,  매끈한 표면
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점착  피복막에  대하여  인가될  수  있고,  데포지션의  종료시에  대하여 바
이어스  전압은  낮아지거나(예를들면,  약  -100  내지  -200볼트)또는  제거되므로  해서,  매끈한  표면의 
형성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약  0.5  내지  약  2.0의  종횡비를  갖는  표면에  대해,  피복막은  일반적으로는  -500  내지  -1000볼트의 
범위,  주로는  일정한  바이어스  전압에서  스퍼터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보다  높은 전
압이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외부  표면을  형성하는  피복막  부분의  형성  공정시  바이어스 
전압은 비교적 매끈한 표면이 제공될 정도이다.

비교적  낮은  종횡비(0과  약  0.5사이)를  갖는  표면의  경우,  바이어스  전압은  초기에는  높은  전압(약 
-1000  내지  -2500볼트)이며,  단계식  또는  구배식으로  낮은  전압(약  -100  내지  -200볼트)으로 감소되
거나 제거될 수 있다.

스퍼터링이  비교적  낮은  모재  온조(일반적으로는,  예컨데  약  200℃  또는  그  미만)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재  재료의  성질을  상당히  변경시키지  않고,  또한  내마모성이  증가되고  윤활성이  우수한 
표면을  제공하면서  피복막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예컨데  공구강,  텅스텐강, 침탄강
(cemented  carbide),  흑연,  플라스틱  및  그  이외의  재료의  성질을  가공온도가  저하시키기  때문에, 
예를들면,  고온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모재 재료에 대하여 특히 유용하다.  또한,  낮은 모재 온
도에서의  스퍼터링은  무질서  상태에서  피복막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특히  모재조성에 
관계없이 정 한 크기로 조재를 피복하기에 적합하다.

본  발명에  따른  피복막의  두  특정층사이의  계면은  두층에  존재하는  재료의  결합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층의  혼합  또는  중첩이  존재할  수  있다.  혼합  또는  중첩의 
양은,  한  층을  또다른  한층상에  스퍼터링할때  사용되는  타겟  전력  및/또는  바이어스  및/또는  배경 
가스를 조절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보다 높은 전력,  보다 높은 바이어스 또는 보다 많은 배경 가
스에  의해  일반적으로는  기존층과  피착될  층의  계면에서  혼합  또는  중첩의  분량이  증가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점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 1]

본  발명에  따른  다층  보호  피복막을,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탄소,  몰리브덴,  탄화 몰리브
덴(Mo2 C)  및  실리콘의  각  타겟으로부터  밸브  피스톤링상에  형성하여,  탄소,  몰리브덴  탄화  몰리브덴 

및  실소,  몰리브덴,  탄화  몰리브덴  및  실리콘의  각  단위  다중층의  두께는  약  380옹스트롬이었다. 실
리콘은 내식성용으로 가해졌다.

[예 2]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평편한  판의  양쪽면에  텅스텐강층과  크롬층을  교대로  중첩하여  본 발
명에  따른  다층보호  피복막을  성형하였다.  평편한  판의  각면을  개별적으로  스퍼터렁하였다. 한쪽면
은  두께가  약  740옹스트롬인  단위  다중층(한층은  텅스텐강이며,  또  다른  한층은  코름층임)을 가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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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  다른쪽면면은  두께가  약  1170옹스트롬인  단위  다중층을  가졌다.  크롬은  탄성용으로 제공되었
으며, 텅스텐강은 경도용으로 제공되었다.

[예 3]

다음과  같이  단위  다중층을  데포지트함으로써,  특정  형태의  단위  다중층을  제조하여  테스트하였다. 
단위  다중층은,  모재로부터  일방향으로  산화  알루미늄(알루미나),  질화  티타늄  및  무질서 탄화붕소
의  층을  포함하였다.   단위  다중층은,  외부층을  형성하는  탄화붕소와  고착된  일련의  탄화물 인서트
(insert)상에  데포지트되었다.  질화  티타늄과  탄화  티타늄의  점착층을  침탄강에  형성하였다.  고착된 
탄화물  인서트는,  높이가  3/16인치(4.7mm),  직경이  1/2인치(12.7mm)인  SANDVIK  AB형  RNMA  43  GC  415 
테이퍼  공구  인서트였다.  인서트는  투께가  1미크론이하인  질화티타늄의  내부층과,  질화  티타늄층 상
부에서  2미크론의  탄화  티타늄층,  질화  티타늄층  상부에서  5미크론의  알루미나  층,  및  1미크론의 질
화 티타늄층을 가졌다. 이들 층 모두는 화학적 증착(CVD) 기술로 형성되었다.

다음에,  인서트(2)  및  인서트(3)를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기술로  피착하였다.  스퍼터링  타겟은, 
B4 C  결정분말을  99%의  순도로  고온  압축한 B4 C이었다.  두께가  약  2.5미크론인  무질서  탄화붕소 피복

막을,  질화티타늄-탄화티타늄-알루미나-질화티타늄으로  피복된  고착(cemented)공구  인서트(2,3) 상
부에 데포지트 하였다. 인서트(1)는 탄화붕소의 피복막을 갖고 있지 않다.

두께가  4인치(10cm),  직경이  25인치(63.5cm)인  다이(die)로부터  964L  용접물을  제거하는  절삭능력을 
위해 이들 인서트를 테스트하였다. 또한, 용접물은 54 내지 58의 로크웰(Rockwell) C 경도를 
가졌다. 

다이주변을  따라  용접물로부터  0.001인치(2.54mm)의  절삭  깊이로  금속제거를  실행하였다.  다음  표의 
결과를 얻었다.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첨부한  특허청구와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
를 이탈하지 않고서도 여러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의  단위  다중층이  0.005  내지  0.5마이크로  미터의  두께를  각각  갖는  최소한  조성적으로  서로 다
른  박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수개의  중접된  단위  다중층을  포함하며,  상기  각각의  단위  다중층을 
이루는  적어도  2개의  층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층들은  경도,  내마모성,  윤활성,  내충격성,  내식성, 
내산화성,  내열성,  점착성,  연성,  탄성  및  강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질을  제공하는  재로로 구
성되어  있고,  피복막의  성질이  상기  층들의  개별적인  성질을  결합한,  견고한  모재상에  성형된 피복
막.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층중  적어도  하나의  층은  탄화텅스텐  및  산화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그룹중에
서  선택되어  경질을  제공하며,  또다른  층은  플루오로  카본  재료  및 MoxB1-x (단,  x는  0.5와  같거나  그 

미만임)로 구성된 그룹중에서 선택되어 윤활성을 제공하는 피복막.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내마모성  피복막을  포함하며,  각각의  단위  다중층은,  벌크  피복막  성질을  이루기에 
충분한  두께를  각각  가지되,  (a)  내산화성  재료,  (b)  질화  티타늄  및  질화  하프늄으로  구성된 그룹
으로부터  선택된  질화물  재료,  및  (c)  무질서  붕소  및  탄소  재료인  적어도  3개의  조성적으로  서로 
다른 박층을 포함하는 피복막.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제1층이  탄소를  포함하며,  제2층이  실리콘을  포함하고,  제3층이  몰리브텐을 포함하
며, 제4층이 탄화 몰리브텐을 포함하는 단위 다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복막.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단위  다중층은  10  내지  1000개의  반복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
기 피복막의 두께는 0.5 내지 10마이크로 미터이고, 상기 성질중 적어도 한가지 성질을 갖는 
층들은,  탄소;  텅스텐과  탄소;  알루미늄;  알루미늄과  산소;  티타늄;  티타늄과  붕소;  텅스텐과  붕소; 
몰리브텐과  붕소;  실리콘;  실리콘과  질소;  실리콘과  산소;  붕소와  질소;  스테인레스강;  탄탈; 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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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탄소;  티타늄과  질소;  티타늄과  탄소;  게르마늄;  천이  금속  붕화물;  플루오로카본;  크롬; 지르코
늄 및 산소를 함유하는 재료로 구성된 그룹중에서 선택된 피복막.

청구항 6 

가공  표면중  적어도  일부상에  피착되는  보호용  피복막으로서,  각각의  단위  다중층이  박층의 개별적
인  성질을  결합한  벌크  피복막  성질을  이루기에  충분한  두께를  각각  갖는  적어도  2개의  조성적으로 
서로  다른  박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수개의  중첩된  단위  다중층을  포함하는  보호용  피복막을  갖는 
도구로 작업물을 기계 가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작업물의 기계 가공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각각의  단위  다중층은,  박층의  개별적인  성질을  결합한  벌크  피복막  성질을 이루기
에  충분한  두께를  가지되,  (a)  내산화성  재료,  (b)  질화  니타늄  및  질화  하프늄으로  구성된 그룹으
로 부터 선택된 질화물 재료, 및 (c)  무질서 붕소 및 탄소 재료인 적어도 3개의 조성적으로 서로 다
른 박층을 포함하는 작업물의 기계 가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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