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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다이아몬드 상 탄소(diamond-like carbon, DLC)는 상당량의 sp3 결합을 가지는 비정질 탄소(a-C) 또는 수소화 비

정질 탄소(a-C:H)로 이루어진 준안정 형태의 탄소이다. DLC는 전기 저항과 굴절률이 높고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과 반응하

지 않으며, 마찰계수가 낮고 경도가 높아 자기 디스크, 광학 소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1,2]. 또한 다이아몬

드에 비해 상온에서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합성온도가 낮아 적용 기판의 제한이 거의 없고, 증착 방법과 조건에 따라 탄

소 결합의 다양성과 비정질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특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DLC 박막의 광

학적 특성, 특히 굴절률, 광학적인 에너지 밴드 갭, 자외선과 적외선 투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가시광

선의 투과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4], 가시광선 투과도 개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ITO 기판 위에 

DLC를 합성하고 기계적 특성과 가시광선 영역 투과도를 조사하였다.

  RF-PECVD(radio frequency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에 의해서 C2H2 + Ar 혼합 가스 비율과 

C2H2 + N2 혼합 가스 비율을 변화시켜 ITO 기판 위에 DLC 박막을 합성하였다. 공정 압력과 rf-power, 증착시간, 기판온도

는 0.2 torr, 40 W, 5 분, 50 ℃로 고정하고, 공정 가스는 C2H2 + Ar과 C2H2 + N2가 200 sccm이 되도록 비율을 변화하였다. 

C2H2 : Ar과 C2H2 : N2의 비율은 180 : 20, 160 : 40, 140 : 60, 120 : 80, 100 : 100이 되도록 가스의 유량을 조절하였다. 투

과도는 가시광선(380 ~ 780 nm) 범위에서 측정하였고 두께와 표면조도는 AFM으로 측정하였다. 투과도는 C2H2 + Ar의 Ar 

가스 비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해 140 : 60일 때 최댓값을 나타낸 후 다시 감소하였다. C2H2 + N2 투과도는 N2 가스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면 거칠기는 C2H2 + Ar 혼합 가스를 사용한 경우의 Ar의 가스 비율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였다. 그러나 C2H2 + N2 혼합 가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N2 가스의 혼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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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 3D AFM image of DLC film with C2H2 : Ar = 120 sccm : 80 sccm, (b) Transmittance vs mixing gas flow rate 

of Ar and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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