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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액체 전달물품 및 그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롤의 표면에 레이저로 조각된 패턴을 보여주는 롤의 정면도, 제2도는 제1도의 2-2의 롤 단면도,
제3도는 재주조된 부분이 제거된 후의 제1도에 도시된 롤의 정면도, 제4도는 제3도의 선 4-4의 롤 단면
도.

본 건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세라믹과 금속탄화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재료로 피복된 액체전달물품으로서, 상기의 피복표
면은 액체를 수용하도록 만들어진 다수의 레이저 조각흠을 함유하는 제1부분 및 95% 이상의 이론밀도를
가진 랜드영역으로 이루어진 제2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약 6마이크로 인치 Ra이하의 표명거칠기를 가지는,
액체전달물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표면거칠기가 약 4이하인 액체전달물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피복된 재료가 산화크롬, 산화알루미늄, 산화규소 및 그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액
체전달물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물품이 산화크롬으로 피복된 강인, 액체전달물품.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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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 또는 4항에 있어서, 랜드영역의 밀도가 97% 이상의 이론밀도인, 액체전달물품.
청구항 6
제2,3 또는 4항에 있어서, 물품이 원통형틀인, 액체전달물품.
청구항 7
제2,3 또는 4항에 있어서, 물품이 원통형 그라비야롤인 액체전달물품.
청구항 8
(a) 물품을, 피복층의 표면이 적어도 95%의 이론밀도를 갖도록, 세라믹 및 금속탄화물로 구성된 군으로
부터 선택된 재료의 적어도 한층으로 피복하는 단계, (b) 피복된 표면을 에너지의 비임으로 조각하여,
액체를 수용하도록 되어있는 피복표면의 제1부분내에 다수의 흠을 만들고, 피복표면중에 에너지 비임에
의해 접촉되지 않았던 랜드영역으로 이루어진 제2부분을 만드는 단계, 및 (c) 레이저로 조각된 피복표면
을 처리하여, 랜드영역의 표면에 6마이크로 인치이하의 Ra의 거칠기를 제공하도록 에너지 비임에 의해 각
흠둘레에 형성된 재주조부를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액체를 또다른 표면에 전달하는데 사용하기위
한 액체 전달물품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단계 (a)후에, 피복된 표면을 처리하여 20마이크로 인치이하의 거칠기 Ra를 얻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액체 전달물품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단계 (a)후에, 피복된 표면을 처리하여 10마이크로 인치이하의 거칠기 Ra를 얻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액체 전달물품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단계 (a)후에, 피복된 표면에 밀봉제를 밀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액체 전달물
품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밀봉하는 단계후에, 피복된 표면을 처리하여 20마이크로 인치이하의 거칠기 Ra를 얻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액체 전달물품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단계 (c)에서, 랜드영역의 거칠기가 약 4마이크로 인치 Ra이하인, 액체 전달물품을 제
조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8 또는 13항에 있어서, 단계 (a)에서, 피복재가 산화크롬, 산화알루미늄, 산화실리콘 및 그들의 혼합
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액체 전달물품을 제조는 방법.
청구항 15
제8 또는 13항에 있어서, 단계 (a)에서, 물품이 강이고 피복재가 산화크롬인, 액체 전달물품을 제조하는
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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