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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IT 부품 및 광학부품 등의 표면 품질 향상과 패턴

의 미세화로 인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고품질 및 

미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형의 대면적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또한 대면적 미세부품 생산을 위한 성형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1, 2].  

이러한 제품의 생산성 및 성형성 향상을 위해서는 금형

의 내마모성, 열전도특성, 표면조도 특성 및 이형성 특성에 

대한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DLC 코팅면을 

이용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PE-CVD 공정을 통한 DLC (Diamond-Liked Carbon) 코팅

은 대상 소재 표면의 클리닝공정과 활성화(Activation) 공정

을 거치며, 플라즈마 상태에서 메탄(CH4) 가스의 이온화와 

화학적 증착 메커니즘이 결합되어 표면에 DLC 물질이 증

착한다[3, 4].  

DLC 코팅막의 특징으로 1000 ~ 3000 HV 의 극한 경도를 

가지며, 0.01 ~ 0.28 정도의 낮은 마찰계수를 가지며, 표면조

도를 향상시키고 표면 접촉각을 증가시켜 표면에너지를 감

소시킨다[5, 6]. 또한, PE-CVD 공정을 통할 경우 매우 부드러

운 막을 넓고 균일하게 증착할 수 있어 넓은 면적의 표면 

코팅이 비교적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PE-CVD 공정을 통한 DLC 코팅면이 

미세금형의 성형성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미세제품의 성형성 향상을 위한 코팅면의 이

형성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웨이퍼의 표면에 DLC 코팅을 실시한 후 코팅면의 표면조

도 및 표면 접촉각 측정를 통해 제품의 성형성 향상에 필

요한 이형성 특성의 간접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

한 향후 본 실험에 사용된 DLC 코팅시편과 UV resin 을 이

용하여, 반복적인 성형공정을 실시하여 이형성 테스트와 

더불어 내마모성 테스트를 통해 실질적인 DLC 코팅면의 

미세금형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테스트 

장비를 소개하고자 한다. 

 

 

2. DLC 코팅 공정을 통한 표면조도 특성 
 

DLC 코팅에 의한 금형의 이형 특성을 간접적으로 평가

하고자 table. 1 과 같은 공정조건 별로 플라즈마 증착 실험

을 실시하였다. 시편은 20x20 크기의 Si-wafer 를 사용하였으

며, 코팅면의 이물질에 의한 영향성을 최소화 하고자 실험 

전 시편을 초음파 세척하였고, 산화실리콘막의 형성을 최

소화하고자 질소가스로 시편 표면을 건조하였다.  

Table 1 은 실험조건과 그에 따른 표면조도의 측정결과

를 나타낸다. 실험결과 DLC 코팅 전·후의 Ra 의 표면조도

의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플라즈마 조건에 따라 Rz 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DLC 코팅이 Ra 값보다는 Rz 의 

값에 영향을 보다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형

성 측면에서 Ra 와 Rz 값의 영향성에 대한 분석을 향후 진

행하고자 한다. 

 

Table 1 Measurement results of surface roughness after 

PE-CVD Processing according to plasma conditions 
 

Plasma conditions Gas Flowrate 
Surface 

Roughness 

Pressure 

(10-3 Torr) 

RF Power 

(W) 

Time 
(sec) 

Ar 
(sccm) 

CH4 

(sccm) 
Ra (nm) Rz (nm) 

500 

100 

600 20 

10 2.94 12.87 

20 2.38 13.42 

30 2.25 8.38 

150 

10 2.12 4.35 

20 2.49 9.51 

30 2.06 7.48 

200 

10 2.39 8.18 

20 2.17 7.91 

30 2.78 8.34 
 
 
 
 

 

(a) Before PE-CVD processing for DLC coated surface 

 

 

(b) After PE-CVD processing for DLC coated surface 

 

Fig. 1 Surface measurement results by AFM  

 

 

PE-CVD 공정을 통한 DLC 코팅면의 이형성 특성 연구 
 

Characteristics of Anti-stiction of DLC coated Surface 

using PE-CV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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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LC 코팅 공정을 통한 접촉각 특성 
 

Fig. 2(a)는 DLC 코팅이 되지 않은 시편의 접촉각 측정

결과이며, Fig.2(b)는 DLC 코팅된 면의 접촉각 측정결과이

다. 측정결과 Fig.2(b)에서 접촉각이 크게 관찰되었으며, 전

장에서의 표면조도의 Ra 특성이 유사한 것과는 다르게 

DLC 코팅면이 접촉각이 크게 관찰되었다. 이는 Ra 이외 

DLC 코팅면의 화학적인 작용이나, 표면의 Rz 의 영향 등으

로 인한 표면에너지의 변화로 추측이 된다. 

 

 

 

 

 

 

 

 

 

 

 

 

(a) Before PE-CVD processing for DLC coated surface 

 

 

 

 

 

 

 

 

 

 

 

 

(b) After PE-CVD processing for DLC coated surface 

 

Fig. 2 Measurement results of contact angle of before and 

after PE-CVD processing 

 

 

4. 이형성 테스트 장비 구축 
 

Fig. 3 은 향후 DLC 코팅 소재의 미세 금형의 적용가능

성 실험을 위한 이형성 테스트 장치이다. 이형성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UV resin을 이용하고자 하며, 반복적인 성형

공정을 실시하여 이형성 테스트와 더불어 내마모성 검증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Fig. 3 Photograph of experimental set-up for anti-stiction 

and wear characteristics 

 
 

 

5. 결 론 
 

PE-CVD 공정에 의한 DLC 코팅 증착면의 미세금형의 

성형성 및 생산성 검증을 위한 이형성 특성연구를 통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DLC 코팅 전·후의 Ra 의 표면조도의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플라즈마 조건에 따라 Rz 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이형성 측면에서 Ra 와 Rz 값의 영향성에 대한 

연구를 향후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접촉각 실험을 통하여 DLC 코팅이 소수성을 띰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코팅막의 표면에너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질은 이형성 연구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폴리머와 UV

레진을 이용하여 DLC 코팅막의 이형성 및 내마모성 테스

트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금형의 성형성 및 생산성 측면의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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