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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DLC는 고경도, 화학적 안정성 및 고내식성, 내마모성 및 낮은 마찰계수로 인하여 여러 산업분야의 표면처리기술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DLC의 절연특성은 전기 산업 분야에 적용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DLC를 연료전지 중  

PEM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금속 분리판 표면처리에 적용시키고자 하였으며, 높은 전도성과 고내식성의 Me-DLC박막

제작을 목표로 하였다. Cr을 Buffer layer로 하고 Cr과 DLC를 동시에 증착한 Cr-DLC 박막을 제작하였다. 

Cr-DLC코팅의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노인덴터를 이용하여 경도 및 탄성률을 측정하였으며, ball-on disk를 이

용하여 마찰계수를 확인하였다. 각 샘플들의 전기전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4-point probe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부식 저항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mole H2SO4 + 2ppm HF 분위기의 전해질 내에서 동전위 분극시험을 통한 내식성 

테스트를 하였으며, XPS를 통하여 Cr-DLC박막내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본 연구의 핵심인 분리판은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전류를 수집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을 가져야하며 냉각수가 지

나가는 곳의 표면이 산화되면 전기전도도가 떨어질 수 있어 고전도성 및 내식성의 박막제작을 목표로 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 Cr-DLC 코팅을 위해 사용된 가스는 Ar과 C2H2를 이용하였으며 가스비율은 75:3으로 고정하였다. Cr의 함량변

화에 따라 구조적,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스퍼터링 전력을 0W에서 200W까지 증가시켰으며, 모든 Cr-DLC 

코팅의 두께는 증착 시간을 조절하여 1㎛로 고정하였다. 증착이 완료된 시편은 EPMA를 통하여 전력 증가에 따른 박막내

의 Cr 및 C의 함량을 확인하였다. 분석 장비로는 박막 내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XPS 및 라만분광법 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노인덴터, ball–on –disc로 측정하여 가각 경도, 탄성률, 마찰계수를 확인하였

다. Cr-DLc박막내의 Cr함량에 따른 전기전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4-point probe system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신뢰성 평

가를 위하여 20회 반복측정 후 평균값을 기입하였다. 박막의 부식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전위 분극시험을 통하여 관찰

하였다. 

 

Table 1. Process parameters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he DLC coa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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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Hybrid process법을 이용하여 분리판에 적용가능한 전도성 및 고내식성을 갖는 Cr-DLC 박막을 제작하였다.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XPS 분석 결과 Cr peak는 32.0 at%에서 Cr-C 결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32.0 at% Cr-DLC 이상부터 경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Cr-C 결합이 증가하여 내부응력을 증가시켜 나타난 현상으

로 나타났다. 내마모성 테스트 결과 Cr을 첨가함으로써 내마모성이 우수한 Cr-DLC 박막 증착하였으며, 연구 결과 Cr함량 

32.03at%의 Cr-DLC가 기계적 특성과 전도성을 갖는 최적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내식성 테스트 결과 Cr 함량 32.0 at%의 

Cr-DLC가 SUS와 비교하여 부식특성이 약 500배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분리판 요구 특성 중 내식성을 해결하

였으며, 요구 특성인 전기전도도와 내식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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