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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음극관 전자총의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의 윤활성과 내마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기 스페이서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이 

코팅된 스페이서를 제공하고, 스페이서 기판을 1∼30mTorr 압력의 아르곤 분위기에서 바이아스 전압 -200∼-1000V로 5∼30분 동안 스퍼터 

세척하는 단계; 30∼100mTorr 압력의 아르곤 분위기에서 바이아스 전압 -20∼-200V로 3∼20분 동안 상기 기판의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단계; 3∼10단계에 걸쳐 챔버내의 압력을 10∼100mTorr로 유지하면서 100% 아르곤 분위기에서 100% 탄화수소 분위기로 각 단계를 1∼10분 

동안 유지하면서 가스 조성을 전이하는 단계; 탄화수소 가스를 가스 공급계로부터 도입하고 압력을 10∼1000mTorr, 바이아스 전압을 -100∼-

 1000V, 필름 합성 속도를 0.5∼10㎛/h로 하여 상기 기판 위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0.1∼2㎛의 두께로 코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음극관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의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음극관 전자총의 모식도로, 상기 음극관 전자총 전극 설치용으로 삽입되었다가 제거되는 스페이서의 사용 상태도를 보여준다.

도 2는 본 발명에 사용된 라디오파 플라즈마 CVD 장치의 모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스페이서의 일실시예를 보여준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및 전이층이 상기 스페이서에 코팅된 단면의 모식도를 보여준다.

도 5는 볼 온 디스크(ball on disk) 방식의 마모시험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코팅층 두께에 따른 본 발명의 코팅 스페이서의 수명을 보여준다.

*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설명 *

1. 스페이서                       2. 전극

3. 전자총                         4. 합성챔버

5. 가스공급계                     6. 전원공급계

7. 진공계                         8.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9. 전이층                         10. 스페이서 기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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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음극관 전자총의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 (spacer, 이하 "스페이서"라 함)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상기 스페이서의 윤활성과 

내마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코팅하므로써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스페이서에 의한 전극 손상을 억제하여 

제품의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페이서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음극관 전자총(3)의 모식도이다. 전자총(3)은 전자빔을 방출하는 캐소드(cathode)와 전자빔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전자빔 제어 장치는 수 개의 전극(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확한 전자빔의 제어를 위해서는 이들 전극의 형상 및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극에 손상이 생기면 손상 부위에 따라 전기장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전자빔의 각도 제어나 촛점 제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전자총(3) 전극(2) 설치용 스페이서(1)는 전자총의 전극(2) 조립시 전극(2)간의 간격을 수 ㎛의 정밀도를 가지고 조절하는 공구로서, 전극(2) 

사이에 상기 스페이서(1)를 삽입하고 전극(2)을 조립한 뒤 상기 스페이서(1)를 제거하므로써 전극(2)간의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스페이서들로는 현재 고탄소강, 구리 합금, 스테인레스강 등 금속 재질의 강판을 적당한 형태로 가공한 것과 스페이서에 의한 전극 

손상이 치명적인 부분에는 폴리머 재질의 것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전극과 스페이서사이의 마찰계수가 약 0.7 정도로 매우 

커서 스페이서 제거시 작업자가 6kg중 이상의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작업자가 부지중에 스페이서를 흔들어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전극의 비틀림 및 표면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폴리머 재료의 내마모성이 나쁘기 때문에 스페이서의 수명이 짧아서 자주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종래의 음극관 전자총의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가 가지는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음극관 전자총의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이 코팅된 음극관 전자총의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스페이서 기판을 1∼30mTorr 압력의 아르곤 분위기에서 바이아스 전압 -200∼-1000V로 5∼30분 동안 스퍼터 세척하는 

단계; 30∼100mTorr 압력의 아르곤 분위기에서 바이아스 전압 -20∼-200V로 3∼20분 동안 상기 기판의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단계; 

3∼10단계에 걸쳐 챔버내의 압력을 10∼100mTorr로 유지하면서 100% 아르곤 분위기에서 100% 탄화수소 분위기로 각 단계를 1∼10분 동안 

유지하면서 가스 조성을 전이하는 단계; 탄화수소 가스를 가스 공급계로부터 도입하고 압력을 10∼1000mTorr, 바이아스 전압을 -100∼-

 1000V, 필름 합성 속도를 0.5∼10㎛/h로 하여 상기 기판 위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0.1∼2㎛의 두께로 코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음극관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의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을 제공한다. 

다이아몬드상 카본 (diamond-like carbon) 필름은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가진 고상 카본 필름의 하나로서 합성 온도가 

낮고 표면이 평활하며 물성의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내마모성 및 윤활 특성이 뛰어나 내마모성 고체 윤활제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료이다. 따라서, 드릴 등 가공용 공구에의 코팅 뿐만 아니라 컴퓨터 하드 디스크, 비디오 헤드 및 헤드 드럼의 고윤활 

보호 코팅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이 필름의 합성을 위해서는 탄소 이온을 형성시키고 이들 이온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필름 표면에 충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필름의 합성을 위해서는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Chemical Vapour Deposition, 이하 "CVD"라 함)

법, 스퍼터링법, 이온빔 합성법, 레이저 어블레이션법 등 다양한 방법과 이들 방법이 조합된 합성 기술등 많은 합성기술이 보고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광렬, 은광용, 대한금속학회 회보, 6(4), 345 (1993)).

음극관 전자총에 사용되는 전극의 재질은 대부분 철계 금속으로, 스페이서와 전극 사이의 마찰계수는 0.7 이상의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과 철계 금속 재료 사이의 마찰계수는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0.1에서 0.2 사이의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은광용 외 Surface and Coating Technol., 86-87, 569 (1196)). 또한,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은 내마모성이 뛰어나고, 

상대 재료에 대한 보호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스페이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코팅으로는 최적의 재료이다. 

그러나, 본 발명자들은, 전극 스페이서로 상기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이 코팅된 스페이서가 사용되는 경우, 필름의 두께가 0.1μm 미만일 때는 

코팅 스페이서의 코팅층이 사용중에 쉽게 손상되어 충분한 스페이서 수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의 두께는 0.1 내지 2㎛가 요구되고,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0.6㎛ 이상의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이 요구된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본 발명의 경우에서처럼 고탄소강, 구리 합금, 스테인레스강 등 금속 재질의 강판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적용하는 

때에는, 필름의 접착력이 좋지 못하여 0.2μm 이상의 두께로 두껍게 코팅할 경우 필름이 벗겨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본 

발명자들은, 성공적인 스페이서의 개발을 위해서는 코팅층의 두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두꺼운 필름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철계 계면과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층 사이의 접착 강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본 발명자들은 이를 위해 250kHz의 플라즈마 보조 CVD 공정에 관한 한국 특허 106412호 (발명자 이광렬, 은광용)의 방법을 라디오파 

플라즈마 CVD의 경우에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즉, 철계 기판을 Ar 이온을 이용하여 스퍼터 세척한 후,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증착하기 

위한 탄화수소가스를 서서히 공급하여 다이아몬드상 카본필름과 기판 사이에 전이층을 형성시켜 주었다. 상기 전이층 형성을 위한 공정은 

다음의 단계로 구성된다:

(1) 스페이서 기판을 1∼30mTorr 압력의 아르곤 분위기에서 바이아스 전압 -200∼-1000V로 5∼30분 동안 스퍼터 세척하는 단계; 

(2) 30∼100mTorr 압력의 아르곤 분위기에서 바이아스 전압 -20∼-200V로 3∼20분 동안 상기 기판의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단계; 

(3) 3∼10단계에 걸쳐 챔버내의 압력을 10∼100mTorr로 유지하면서 100% 아르곤 분위기에서 100% 탄화수소 분위기로 각 단계를 1∼10분 

동안 유지하면서 가스 조성을 전이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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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으로 본 발명에서 요구되는 두께의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안정되게 성장시킬 수 있었는데, 본 발명을 통해 밝혀진 최적의 

접착력 증진 공정은 후술하는 실시예에 나와 있다.

합성 챔버내에서 상기 단계에 의해 전이층이 형성된 스페이서 기판에, 다음과 같은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공정을 거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이 코팅된다:

 (4) 탄화수소 가스를 가스 공급계로부터 도입하고 압력을 10∼1000mTorr, 바이아스 전압을 -100∼-1000V, 필름 합성 속도를 0.5∼10㎛/h로 

 하여 상기 기판 위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0.1∼2㎛의 두께로 코팅하는 단계.

본 발명자들은 상술한 공정에 의해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스페이서를 성공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스페이서를 음극관 제조 

공정에 적용한 결과, 전극 고정 후 스페이서의 제거가 매우 용이하고 제거에 따르는 전극 손상의 문제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후술하는 실시예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범위가 후술하는 실시예의 범위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본 발명자들은 본 실시예에서 다양한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의 합성 방법 중 13.56 MHz의 라디오파를 이용하는 플라즈마 CVD에 의한 합성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의 합성 방법이 상기 플라즈마 CVD 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합성된 필름의 특성을 제어하는 중요한 변수는 합성면에 충돌하는 입자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광렬, 은광용, 대한금속학회 회보, 6(4), 345 

(1993)) 어떤 방법에서든 충돌하는 입자의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본 실시예와 동일한 기술적 방법이 손쉽게 적용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사용된 합성 장치의 모식도이다. 장치는 합성챔버(4), 가스공급계(5), 전원 공급계(6) 및 진공계(7) 등 크게 4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의 합성에서는 기판에 형성되는 바이아스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본 장비는 라디오파 

전원장치의 임피던스 매칭 네트워크 (impedence matching network)를 통해 바이어스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코팅에 사용되는 스페이서의 일실시예의 형상을 보여주고, 도 4는 기판 위에 코팅된 단면의 모식도를 보여준다. 

스페이서는 두께가 0.1 내지 1.0인 고탄소강, 구리 합금, 스테인레스강 등 금속 재질의 강판을 적당한 형상으로 절단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양한 

모양을 가진다. 상기 스페이서들을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비눗물과 아세톤 및 에탄올로 세척한 뒤, 건조시켜 코팅기의 음극에 설치하였다. 

본 발명에 의해, 스페이서 기판(10) 위에 전이층(9) 형성 공정을 통해 전이층(9)가 형성된 뒤,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8)이 코팅된다.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의 합성전에 필름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전이층 형성시키고자 다음의 표 1의 공정을 거친 후 탄화수소 개스를 

공급하면서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코팅하였다. 

[표 1]

공정 개스조성 압력 바이아스전압 시간

스퍼터 세척 Ar 100% 3mTorr -500V 30분

표면온도상승 Ar 100% 30mTorr -20V 5분

5단계 개스조성 전이 Ar 100% →

탄화수소100%

10mTorr유지 각단계마다 변화 5단계에 걸쳐각

1분씩

본 발명에서는 필름의 합성 속도가 빠르고 필름의 특성 조절이 용이한 벤젠을 합성 개스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범위가 벤젠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메탄, 아세틸렌 등 어떠한 탄화수소 개스를 이용하든 합성 개스의 효과는 필름의 합성속도와 특성을 결정하는 실험 

변수에만 영향을 미칠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의 합성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광렬 외, Diamond and Related Materials, 3

 (10), 1260 (1994)). 필름의 합성시 합성 압력은 10mTorr였으며, 바이아스 전압은 -400V를 사용하였다. 필름의 합성 속도는 3㎛/h 였으며, 

필름의 두께는 합성 시간을 조절하여 변화시켰다.

 0.4㎛의 두께로 다이아몬드상 카본필름이 코팅된 스페이서면과 AISI 52100 베어링 볼과의 마찰계수를 볼 온 디스크 (ball on disk) 방식의 

마찰계수 시험기로 측정한 결과, 온도 25℃, 상대 습도 50%의 대기중에서 마찰계수는 0.17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마찰계수는 수직하중이 

200gf에서 1kgf일 때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접촉 사이클 (contact cycle) 1만회까지도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팅되지 않은 

스페이서의 경우에는 초기 마찰계수가 0.8 이었으며, 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마찰면의 온도 상승과 물질 전이 현상으로 인해 마찰계수가 1이 

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의 코팅에 의해 스페이서면의 접동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마찰계수 측정 시험 중 마찰계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에서 코팅층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으므로, 

코팅 스페이서의 수명을 비교 평가할 수 있었다. 코팅된 필름의 두께에 따른 수명을 조사한 결과는 도 5와 같다. 필름의 두께가 얇을수록 

스페이서의 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께가 매우 큰 경우에는 본 시험중에 6만회의 접촉 사이클 후에도 손상이 관찰되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이아몬드상 카본필름이 코팅된 스페이서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 의해 제조된 코팅 스페이서를 음극관 전자총의 전극 고정 공정에 적용한 결과, 상기 코팅 스페이서를 제거하는데 요구되는 힘이 

6kgf에서 0.5kgf로 현저히 감소하여 작업자가 전극을 제거하기가 휠씬 용이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작업자가 스페이서의 제거를 

위해 지나친 힘을 가하거나 부지중에 스페이서를 흔들어 빼는 일이 없어지게 되어 스페이서에 의한 전극면의 손상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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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을 음극관 전자총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의 표면에 코팅하므로써,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스페이서에 의한 전극 손상을 억제하여 제품의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극관 전자총의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이 코팅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극관 전자총의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층의 두께는 0.1 내지 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극관 전자총의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의 모재는 철 및 구리로 이루어지는 금속계 합금 또는 폴리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극관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의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및 AISI52100 베어링 볼 사이의 마찰계수는 볼 온 디스크 방식의 시험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수직하중 범위가 0.1-10kgf 사이에서 0.1 내지 0.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극관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

청구항 5.   

스페이서 기판을 1∼30mTorr 압력의 아르곤 분위기에서 바이아스 전압 -200∼-1000V로 5∼30분 동안 스퍼터 세척하는 단계; 30∼100mTorr 

압력의 아르곤 분위기에서 바이아스 전압 -20∼-200V로 3∼20분 동안 상기 기판의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단계; 3∼10단계에 걸쳐 챔버내의 

압력을 10∼100mTorr로 유지하면서 100% 아르곤 분위기에서 100% 탄화수소 분위기로 각 단계를 1∼10분 동안 유지하면서 가스 조성을 

전이하는 단계; 탄화수소 가스를 가스 공급계로부터 도입하고 압력을 10∼1000mTorr, 바이아스 전압을 -100∼-1000V, 필름 합성 속도를 0.

 5∼10㎛/h로 하여 상기 기판 위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0.1∼2㎛의 두께로 코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극관 전극 

설치용 스페이서의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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