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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iamond-like carbon (DLC) film deposited on a WC disk was investigated to improve disk wear resistance for
injection molding of zirconia optical ferrule. The deposition of DLC films was performed using the filtered vacuum arc ion
plating (FV-AIP) system with a graphite target. The coating processing was controlled with different deposition times and the
other conditions for coating, such as input power, working pressure, substrate temperature, gas flow, and bias voltage, were fixed.
The coating layers of DLC were characterized using FE-SEM, AFM, and Raman spectrometry; the mechan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with a scratch tester and a nano-indenter. The friction coefficient of the DLC coated on the WC was obtained using
a pin-on-disk, according to the ASTM G163-99. The thickness of DLC films coated for 20 min. and 60 min. was about 750 nm
and 300 nm, respectively. The surface roughness of DLC films coated for 60 min. was 5.9 nm. The Raman spectrum revealed
that the G peak of DLC film was composed of sp3 amorphous carbon bonds. The critical load (Lc) of DLC film obtained with
the scratch tester was 14.6 N. The hardness and elastic modulus of DLC measured with the nano-indenter were 36.9 GPa and
585.5 GPa, respectively. The friction coefficient of DLC coated on WC decreased from 0.2 to 0.01. The wear property of DLC
coated on WC was enhanced by a factor of 20.
Key words DLC, WC core pin, zirconia optical ferrule, arc ion plating.

1. 서

론

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직경
2 mm의 미세한 구멍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코어와 같
은 경우, 페룰을 생산하는 과정중 변형이 생기거나 표면
변화에 따른 제품 불량을 야기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
가 필요하다. 금형을 이용한 페룰의 제작은 코아 핀의 수
명에 따라 제품의 생산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코아핀 수명의 향상은 매우 중요하며, 코아 표면에
경질의 물질을 코팅하여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3~5)
DLC (Diamond Like Carbon)는 기상 합성피막재료 중
에서 가장 낮은 마찰계수와 뛰어난 내마모성, 상대재료에
대한 낮은 마찰활동성 등을 겸비한 재료로 일반적인 특
성을 아래의 Table 1에 나타내었다.6~11) DLC는 탄소 타
겟으로 진공상태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증착되는데 탄
소는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탄소의
결정구조는 다이아몬드와 그라파이트로 구분된다. 일반적
인 그라파이트는 탄소결합이 sp2 결합으로 약한 결합을
이루고 있지만 DLC의 경우 sp3결합으로 다이아몬드와 같

최근 광통신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 장점이 두각
되면서 광섬유의 발달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오
고 있다. 광통신망의 광케이블과 광케이블 사이를 연결
하는 장치인 섬유 커넥터는 전기 커넥터와 달리 서로 맞
대어 접촉, 접속을 하므로 정밀한 축 이음과 접촉면에서
의 손실이 커다란 문제가 되어오고 있다. 현재 광 커넥
터에 들어가는 초정밀 핵심 소자인 광페룰은 그 수요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다.1,2)
광페룰의 경우 길이 1 cm, 직경 2 mm의 세라믹 소재에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구멍이 있는 형상으로 오차범위
2000분의 1 mm 이내의 구멍을 만들어야 하는 정밀 기술
이 필요로 하며 제작기술과 설계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만 생산이 가능한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제조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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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Diamond, DLC and Graphite Structure.
Diamond7)

DLC(ta-C)8,9,10)

Graphite11)

Cubic(sp )

Amorphous

Hexagonal

Density (g/cm )

3.515

3.1

2.26

Hardness

100

80

-

Crystal Structure
3

3

Gap (eV)

55

2.5

0

Coefficient of
Friction

0.03~0.07

0.005~0.2

-

Refractive index

2.42

1.8~2.2

-

은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국내의 DLC 코팅에
관한 연구는 주로 탄화수소 가스를 이용한 플라즈마 CVD
법12~14)과 Ion plating15)법, ECR 화학 증착법,16) 레이져
증착법17)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
구 방법에 의한 DLC 코팅기술은 sp3 결합 분율이 낮아
서 경도가 3000 Hv 이하에 불과하며, 내마모성도 결정질
다이아몬드에 훨씬 못 미치는 단점이 있다.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금형 부품은 그 경질코팅 효
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높은 sp3 결합 분율을 가지며 수
소를 함유하지 않는 우수한 비정질 DLC 코팅 층을 얻
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ltered vacuum arc
ion plating (FV-AIP) 방법으로 지르코니아 광페룰 사출
성형용 코아 핀에 사용되는 텅스텐 카바이드(WC) 디스
크에 DLC 박막을 증착한 후, DLC 박막의 증착률, 결
정구조, 경도, 접착강도 및 내 마모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FV-AIP (filtered vacuum arc ion
plating system) and (b) equipment appearance.

2. 실험 방법

의 전압인 바이어스를 펄스 형태로 인가하여 강한 에너
지의 이온을 산화막과 충돌시켜 표면의 세정효과를 극대
화하였다.

2.1 DLC 박막 증착
WC 시편은 직경 15 mm의 디스크 형태로 준비하고,
1 µm 다이아몬드 페이시트까지 연마를 한 후 증류수, 알
콜, 아세톤 순으로 미세하게 남아있을 불순물을 세척하였
다. WC 표면 위에 DLC 코팅은 FV-AIP (Fig. 1) (i60FA,
LPR Global Inc., Canada)를 사용하였으며, 고상 탄소 타
겟 (3 inch disk)을 이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증착률과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00oC 의 온도에서 −100V의 음
의 전압으로 600W 타겟 파워를 인가하여 주었다. 이 때
압력은 1.3 × 10−5 Pa이며, 버퍼 챔버 가스 유량은 2 sccm
으로 한 뒤 20분과 60분 동안 증착하였다.
WC 디스크의 DLC 코팅을 위한 공정은 초기 습식세
정으로 표면 유기물 및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기
판 회전 지그에 플라즈마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켜 버퍼 챔버를 이용, 이온 도움 반응을 하
였다. 기존의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온 건에 아르
곤 가스를 주입하여 아르곤 이온을 형성하고 기판에서 음

2.2 DLC 박막 코팅층의 분석
DLC 박막의 단면은 다이아몬드 날을 이용하여 시편을 절
단하여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S-4700, HITACHI, Japan)을 통하여 박막의
증착율 및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원자힘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 ; XE-100, Park System, Korea)을 이
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확인해 보았다. 또한 라만 (Laser
Raman and Photoluminescence Spectrometer ; SPEX 1403,
SPEX) 분석을 통하여 박막의 결정구조를 확인하였다. 스
크레치 테스트 (Revetest, CSM Instrument, Swiss)를 통
하여 박막의 접착강도를 확인하였으며, 박막의 경도와 탄
성계수는 Nanoindenter (MTS XP, MTS Systems Corporation)로 측정하였다. 마모시험은 마모시험기 (R&B,
RB102PD, Korea)의 핀-온-디스크 방법 (ASTM G163-99)
으로 WC 모재 위에 DLC 박막을 코팅한 시편과 WC시
편을 타이타늄 Gr. 3 (5Ø)핀에 20 N의 하중을 가하여
1800초 동안 150 rpm의 회전속도의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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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2는 본 연구의 공정조건으로 20분과 60분 동안
DLC증착한 후 시편의 표면을 관찰한 사진이다. 20 분 동
안 증착한 시편 Fig. 2(a)는 초록색을 나타내었고 60 분
동안 증착한 시편 Fig. 2(b)는 보라색을 나타내었다. 즉
증착 시간이 길어 질수록 코팅 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색깔 변화를 알 수 있다.
Fig. 3은 20분과 60 분 동안 증착한 시편의 단면을FE-

Fig. 2. Different color of DLC film dependent on the deposition for
(a) 20 min and (b) 60 min.

SEM을 통하여 관찰한 것이다. DLC 층과 모재 WC와의
계면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공 등의 결함
없이 균질한 코팅 층을 이루고 있다. 20 분 동안 증착한
박막 두께는 약 75 nm, 60 분 동안 증착한 박막은 약
300 nm의 두께를 나타내었으며, 증착 시간이 증가할수록
박막의 두께도 증가하였다.
Fig. 4는 WC에 증착된 DLC 박막의 표면 거칠기를 나
타낸 것이다. −100V 바이어스 전압에서 60분 동안 증착
한 DLC 박막의 표면조도(Ra)는 5.9 nm, RMS (Root mean
square)는 7.5 nm 이었다. Huang18) 등은 PECVD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법으로 코팅된 DLC
박막의 두께가 300 nm이었으며, 그 때의 RMS값은 11.3 nm
로 보고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FV-AIP법으로 코팅
된 DLC 박막의 RMS값은 PECVD법으로 증착된 DLC
박막에 비해 약 3.8 nm 정도 작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
는 FV-AIP법에 의한 DLC 증착층의 표면특성이 더 우수
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증착된 DLC 박막의 탄소원자의 결합상태를 알

Fig. 4. Images of surface roughness for DLC film measured by
AFM.

Fig. 3.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DLC films on WC FVAIPed for (a) 20 min and (b) 60 min.

Fig. 5. Raman spectra of DLC film FV-AIPed for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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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한 라만 분석 결과의 스펙트럼이다. 100% sp3
결합을 갖는 다이아몬드의 경우 1332 cm−1에서 D 피크가
관찰되고, 100% sp2 결합을 갖는 그라파이트의 경우는
1580 cm−1에서 G 피크가 관찰된다.19~21) Ferrari22) 등은 DLC
의 결합상태를 확인함에 있어 100% SP2 그라파이트상이
나노 입자상 그라파이트 구조로 변화되는 경우, G 피크
는 1570~1590 cm−1 구간에서 나타나고, 90~100% 수준인
DLC를 형성할 때의 G 피크는 1520 cm−1 근처로 이동되
며, 수소가 없는 ta-C의 경우의 G 피크는 1560~1570 cm−1
로 제시하였다. Fig. 5의 결과는 G 피크가 1562 cm−1로 이
동 되었으며, 1322 cm−1의 D 피크와 1562 cm−1의 G 피크
그리고 다소 넓은 범위 (1000~1700 cm−1)에 결쳐 있는 SP3
결합 탄소의 비정질에 의한 피크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
는 바, 이는 전형적인 DLC 의 라만 스펙트럼을 보인다 할
수 있겠다.
Fig. 6은 DLC 박막의 접착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60
분 동안 증착한 DLC 박막에 대한 스크래치 테스트를 행

Fig. 6. Result of scratch test for DLC film FV-AIPed for 60 min
on WC.

Fig. 8. Friction of coefficients of DLC film FV-AIPed for 60 min
and WC measured using pin-on-disc.

한 결과이며, 하중 증가에 따른 acoustic emission의 변
화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0.9 N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한
하중이 14.26 N이 되었을 때 음향방출이 급격히 증가 되
었으며, 이 때 DLC박막의 박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
다. Li-Ye Huang21) 등의 연구에서 PECVD법으로 증착된
300 nm의 DLC 박막의 임계하중 (Lc)은 14.2 N으로, 본
실험과 비슷한 임계하중을 나타내었다.
Fig. 7은 WC모재 위에 DLC 코팅 후 Nanoindenter를
이용하여 측정된 DLC 박막의 경도와 탄성률을 WC와 비
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때 WC의 경도는 22 GPa,
탄성률은 550 GPa로 인용된 값으로 나타내었다.23,24) 60분
동안 증착한 DLC 박막의 경도와 탄성률은 각각 36.9 GPa
와 585.5 GPa을 나타내었으며, FV-AIP 방법으로 코팅된
DLC 박막의 경도는 모재인 WC보다 약 67% 증가하였
고, 탄성률은 약 6% 정도 증가하였다.
DLC 박막의 증착으로 인한 지르코니아 광페룰 코아 핀
의 내마모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마모테스트의
결과는 Fig. 8에 나타내었다. 코아 핀의 재료인 WC의 마
모계수는 약 0.26을 나타내었으며, WC 표면에 DLC박막
을 60분 동안 증착한 후 시편의 마모계수는 약 0.01을 나
타내었다. 이는 본 실험의 FV-AIP 방법으로 코팅된 DLC
박막은 코팅되지 않은 WC의 시편 보다 약 20 배 정도
향상된 우수한 마모 특성을 보이고 있다.

4. 결

Fig. 7. A plot of hardness and elastic modulus versus displacement
into surface deposited for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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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르코니아 광페롤 제작에 필요한 코아핀의 WC 재질
에 FV-AIP를 이용하여 DLC를 증착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FV-AIP 방법으로 코팅된 DLC 박막의 두께는 20분 동
안 증착 시 75 nm, 60분 동안 증착 시에는 300 nm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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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V-AIP 방법으로 코팅된 DLC 박막의 표면 거칠기
는 5.9 nm으로 매우 낮은 값을 가졌다.
3. Raman 분석을 통하여 DLC 박막의 G 피크는 1562
cm−1로 이동되었으며, 또한 1322 cm-1의 G 피크가 넓어지
는 전형적인 DLC 박막 특성을 나타내었다.
4. Nanoindenter로 측정된 DLC 박막의 경도와 탄성계
수는 각각 36.9 GPa, 585.5 GPa로 WC에 비해 크게 향
상되었다.
5. 스크래치 테스트를 통한 DLC 박막의 임계하중 (Lc)
은 14.6 이었다.
6. 마모시험 결과, WC의 마모계수는 0.2, DLC 박막의
마모계수는 0.01의 값을 나타내었는 바, FV-AIP를 이용하
여 DLC 증착의 경우 약 20 배의 내마모 특성이 향상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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