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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LC is considered as the candidate material for application of moving parts in automotive components relatively in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operating conditions for its high hardness with self lubrication and chemical inertness. Different deposition method
such as arc plating, ion gun plating and PECVD were used for comparing mechanical and tribological properties of each DLCs
deposited on stainless steel with 1 um thick respectively. Among these 3 types of DLCs, the arc plated DLC film showed highest value
for wear resistance in dry condition.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for physical properties of DLC films, it seems that the adhesion force
and crack initiation modes were more important factors than intrinsic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hardness, elastic modulus and/
or roughness to the wear resistance of DLC films. Raman spectroscopy was used for understanding chemical bonding natures of each
type of DLC films. Typical D and G peak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deposition method. Hardness of the coating layers were
identified by nanoindentation method and the adhesions were checked by scrat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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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능성 박막으로서의 DLC 기술은 증착방식과 조성의

선택에 따라 가혹한 환경의 기계기능성 코팅으로서의 역

할을 기대할 수 있다.
1)

 이와 같은 DLC 코팅의 기계기능

성에 대한 연구는 공구, 정밀기계부품 등 응용성에 초점

을 맞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자동차 부품이

나, 바이오 혹은 의료용 기구의 복합기능성 표면소재로의

적용성이 기대되고 있다.
2-4)

수송산업에서 에너지, 환경에 관련된 주요 issue는 연비

향상 및 CO2 배출 저감기술의 확보라 할 수 있다. 특히

습동환경용 부품의 경우는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지는 대

기오염에 대한 규제에 따라 배기성능과 내구성에 대한 요

구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5)

 1990년대 이후 독일, 프

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수송장치의 엔진 및 구동시스템에

서 주로 사용되는 피스톤, valve, pin류 등의 부품에 대하

여 목적하는 기계적 성능수준의 달성을 위해 기능성 진

공증착 하드코팅기술을 도입하여, 주로 재료표면의 마모

나 마찰성능 향상을 통한 내구특성의 향상에 많은 개발

과 연구가 집중되어왔다.
6-8)

 DLC film은 SP
3
 결합 혹은

수소의 분포정도에 따라 높은 경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카본 특유의 윤활성능으로 인해 1~2 um 이내의 얇은 두

께로도 습동환경에서 작동하는 각종 부품의 코팅재로서

의 적용성이 기대되는 표면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

서도 최근 power train 시스템의 일부 부품에 적용되어 에

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9)

 그러나, DLC film

은 제조공법에 따라 코팅자체의 기계적 물성과 기재와의

부착도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1,10)

 이들 각각의 공

법으로부터 제조된 DLC film의 물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

인 비교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DLC 코팅은 제조공법에 따라 SP
3
 및 SP

2
 결합의 비율

이 달라지며, 표면거칠기와 경도등과 같은 기계적성능, 그

리고 코팅재의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판재와

의 부착성능도 달라질 수 있다.
1,11)

 CVD 공법은 가장 오

래된 carbon 증착기술이며, 등방성 증착특성을 보이므로

비교적 복잡한 형상에 코팅이 가능하다. 이후 PECVD 등

플라즈마를 이용한 CVD 기술이 점차 발전되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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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으로 SP
3
 및 SP

2
 결합이 혼재하는 구조를 나타낸

다. PVD 공법은 증발증착법(evaporation), 이온 plating, 스

퍼터링(sputtering)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왔으며,

Carbon과 Hydrogen에 대한 조성 및 이온에너지 제어를 통

해 상대적으로 SP
3
 결합비율을 높임으로써 보다 높은 경

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CVD 공법에 비해

표면에서의 응력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기재와 안정한 상

태로 결합되는 증착두께에 한계성이 있다.
1,10,12,13)

본 연구에서는 Arc plating, Ion gun plating 및 PECVD 등

3가지 진공증착법을 사용하여 DLC 코팅막을 제조한 후, 이

에 대하여 Raman 등에 의한 화학적 분석과 Nanoindenter 등

을 활용한 기계적 물성을 조사하여 Tribology 특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습동

환경에 사용되는 부품의 DLC 코팅 적용시 공법에 따른 코

팅물성의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공법별 DLC 코팅품 제작

각기 다른 증착공법으로부터 형성된 DLC 코팅의 물성

을 비교해 보고자 Arc plating법(Filtered Vacuum Arc),

Ion-gun plating법 그리고 PECVD법 등 3가지의 진공증착

법을 사용하여 DLC 코팅시료를 제조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기판은 물성분석을 위한 Si wafer와 Tribology 평가를

위한 강재기판으로서 각 공법에 대해 공통적으로 침탄처

리된 STS316 재질의 plate(W70xL25xt3)를 제작하여 사용

하였다. 습동용 부품의 경우 실재 부품이 구동되는 작동

환경에서 코팅적용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재

자체의 강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반적

으로 코팅전에 질화 혹은 침탄등의 표면처리가 수반되고

있다. 증착시 진공은 각 공법에서 공통적으로 0.1 mT 수

준을 유지하였으며, 증착온도는 Arc와 Ion gun plating의

경우 250
o
C 이하, PECVD의 경우는 500

o
C 이하에서 진행

되었다. Arc 증착의 경우 carbon 소스로서 graphite target

(99.9%)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두 가지 공법에서는 아

세틸렌(C2H2, 99.6%) 개스를 사용하였다. 비교적 밀착성

이 높은 Arc plating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공법에서

는 코팅-기판간 밀착성 증대를 위해 Ion gun plating시 Cr

을, PECVD시 Si을 각각 중간층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코

팅경도 등 코팅자체의 물성 평가를 위해서는 Si wafer를

기판재로 하여 분석용 코팅시료를 별도로 제조하였다. 각

각의 코팅공법에 대한 내용은 Fig. 1에서 나타내었으며,

세부코팅조건은 Table 1에서 상세히 나타내었다. 

각 공법별로 제조된 DLC의 결합상태 등 화학적 분석

은 Raman (JASCO NSR-3100, Japan)분광법으로 수행되었다.

이때 532 nm 레이저를 사용하여 파장범위 980~2000 cm
-1

 구

간에서 측정하였다. 

2.2. 물성 분석 및 평가

각 공법별로 제조된 DLC 코팅의 표면 및 단면 미세구

조를 관찰하고자 시험편을 Pt 코팅한 후 FE-SEM (JSM-

6701F, Jeol,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코팅-기재간 부착성능의 평가는, 침탄처리된 강재위에

코팅된 시험편에 대하여 스크래치 시험기(JLSC022, J&L

Tech, Korea)를 활용하여 코팅막과 기판재간의 부착정도

를 평가하였다. Rockwell C diamond indenter(R: 200 µm,

a: 120°)를 사용하여 0.1 mm/sec의 이동속도로 하중을 60 N

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이때 발생하는 음향방출값을

측정하여 코팅층의 박리하중을 측정하였다. 박리발생 mode

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인가된 load값과의 관련성을

Fig. 1. Coating mechanism of DLC coatings from 3 different

deposition method (J&L tec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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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였다.

각 코팅품에 대한 기계적 물성은 Nanoindentation 법을

사용하여 경도, 탄성계수 및 조도를 측정하였다. 경면연마

된 시료표면에 대하여 나노인덴터 (Triboindenter, Hysitron,

USA)를 사용하여 소재의 물성을 평가하였다. 나노인덴테

이션은 Berkovich 압입자로 5 mN의 하중에 5 mm 간격으

로 15×3의 격자형태로 압입하여 실험하였다. 단일의 압입

시험은 5초(1 mN/sec.)동안 압입, 2초 동안 5 mN의 압입

하중을 유지, 다시 5초(−1 mN/sec.)동안 압입을 제거하는

하중제어모드(Load control mode)에서 시행되었고 각각의

압입점에서 얻은 하중-변위곡선으로부터 경도값과 탄성계

수값을 구하였다.

또한 작동환경에 따른 코팅부품의 마찰마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건조 및 윤활조건으로 각 공법별로 제

조된 코팅품에 대한 마찰마모 시험을 진행한 후 마찰계

수값과 마모깊이를 측정하였다.

무윤활 마모시험은 Fig. 2(a)와 같이 Ball-on-plate 형의

회전마모시험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

인 시험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윤활환경에서의 마모성 평가는 Fig. 2(b)와 같이 Ball-

on-Plate 방식의 왕복운동방식으로 각 샘플을 일반 엔진오

일(5 W30)에 함침된 상태로 하여 마모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오일의 온도는 실제 자동차 엔진의 작동시 평균적

인 온도인 90
o

C로 세팅하여 실험하였으며, 상세한 시험조

건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1. Deposition Condition of DLC Coatings from 3 Different Deposition Method

Deposition method Source material Layer design Process parameter

 Arc plating
 Graphite target

 (99.9%)

 Power: 60 A

 Pressure: 1×10
-4

 Ion gun plating
 C2H2

 (99.6%)

 Power: 600 W

 Gas: 70 sccm

 Pressure: 1×10
-3

 PECVD
 C2H2

 (99.6%)

 Power: 700 W

 Gas: 50 sccm

 Pressure: 1×10
-3

Fig. 2. Wear test machines with (a) dry and (b) lubricious condition.

Table 2. Dry Wear Test Condition

Test condition Specification

 Test type  Ball-on-Plate, Rotation

 Counter part  Ball type, STS430

 Radius of counter part  5 mm

 Sliding speed  300 mm/sec

 Total distance  1000 m

 Oil  No

Table 3. Lubricious Wear Test Condition

Test condition Specification

 Test type  Ball-on-Plate, Reciprocation

 Counter part  Ball type, STS430

 Interval  10 mm

 Total distance  1000 m

 Oil
Type  engine oil (5 W30)

Temperature  9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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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3.1. 제조공법별 DLC의 물성 평가

Fig. 3에서는 각 공법별로 코팅된 시험편의 단면미세구

조를 나타내고 있다. Arc plating법으로 코팅된 시편의 경

우(Fig. 3(a)) 약 0.8 um 정도의 두께를 보이고 있으며 전

형적인 columnar 구조가 형성되었음이 확인 된다. 또한

기재와의 계면에서 뚜렷한 버퍼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Ion-gun plating으로 제조된 DLC

시험편은(Fig. 3(b)) 약 1.3 um의 두께의 막이 형성된 것으

로 관찰되고 있으며, 버퍼층으로 형성된 Cr층이 columnar

구조로 형성된 이후 dense한 DLC 막이 표면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c)의 PECVD로 코팅된 DLC 코

팅의 경우는 버퍼층을 포함하여 약 1.2 um 두께의 코팅층

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두 가지 PVD

공법에 비해 현저히 작은 입자조직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시험편에서 기재와의 경계면에서의 crack이나

delamination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미세구조

의 차이는 마찰마모시험시 각각의 마찰계수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Fig. 4에서는 Nanoindentation법으로 측정된 경도, 탄성

계수 및 조도 측정값을 보이고 있다. Fig. 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도의 경우 각 공법별로 코팅된 시험편들이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rc 법으

로 증착된 시험편의 경우 약 18 GPa, Ion gun plating의

경우 20 GPa로서 비교적 높은 경도값을 보이고 있으며,

PECVD법의 경우에서는 약 15 GPa로서 PVD법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은 경도값 분포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탄성계수에 있어서는 PVD법으로 증착된 경우 약

120 GPa 이상의 값을 보임으로서 약 70 GPa 수준인 PECVD

법에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Cross sectional view of DLC coatings from 3 different

deposition method.

Fig. 4. Mechanical properties of DLC coatings from 3 different

deposition method; (a) hardness and elastic modulus

and (b) Surfac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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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PVD 공법과 PECVD법에서 코팅시 발생하는 내부

응력의 상대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4(b)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표면조도 수준은 각 시

료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Fig. 5에서 보이는

AFM topology 분석결과와 앞서의 Fig. 3에서의 미세구조

분석결과로 볼 때 PVD 법에 비해 CVD법으로 코팅된 시

료의 표면이 보다 smooth 한 것으로 관찰된다. 증착공법

특성상, 개스 혹은 전기적 충격에 의해 생성된 입자가 물

리적인 외부의 가속시스템에 의해 기판표면에 충돌 ·응착

되는 PVD 법보다 표면에서 원자-분자단위의 화학적 반

응에 의해 생성되는 CVD법의 경우가 보다 smooth한 표

면이 형성되는 것으로 믿어지며, 이때 기판의 초기 표면

상태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4(b)와 Fig.

5(b)에서 보이는 것처럼 Ion gun plating된 시료의 경우

pore 혹은 protrusion 등이 일부 국부적인 영역에 분포함

으로 인해 조도의 평균 Peak-to-Valley 값의 편차가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Raman 분광 분석은 DLC에서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G

및 D peaks에 대한 분석 결과로서 Fig. 6에 나타내고 있

다. Ferrari
1,14)

 등은 DLC를 제조함에 있어 G position과

SP
2
 결합분포를 연결하여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이 경우

형성되는 카본의 존재형태에 따라 3가지 단계를 제시하

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SP
2
의 분율이 100%인 graphite

상으로부터 나노입자상 graphite 구조로 변화되는 경우이

며, 이때 peak의 위치는 1570~1590 cm
−1

 구간으로 제시되

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노입자상 graphite로부터 SP
2

결합의 분포가 90~100% 수준인 DLC를 형성하는 단계이

며, 이 단계에서의 G peak 위치는 1520 cm
−1

 근처로 shift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SP
2
 결합이 없는

ta-C의 경우로서 이때 G peak의 위치는 1560~70 cm
−1
으로

제안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 PECVD로 코팅된 시료에서

는 전형적인 Two peaks system이 관찰되고 있으며, D

peak의 경우 1351cm
−1

, G peak의 경우 1569 cm
−1

 위치에

서 발견되고 있다. 앞서 Ferrari 등이 제시한 이론에 의하

면 PECVD로 코팅된 시료의 경우는 나노입자상 graphite

에서 DLC로 전환되는 과정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Ion

gun plating 법으로 코팅된 시료의 경우에서는 SP
3
 결합의

존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G peak가 1522 cm
−1

 위

치에 강조되어 나타남을 통해 graphite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Robertson
1,14)

 등에 의하면 수소가

함유되지 않은 ta-C의 경우에서 SP
2
-SP

3
 network의 cluster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도 수소를 사용하지

않은 Arc plating 코팅시료의 경우 clustering 등에 의한

peak broadening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5. Surface morphology of DLC coatings from 3 different

deposition method.

Fig. 6. Raman shift for 3 types of DLC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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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평가법에 의한 코팅 부착성은 인장시험과 같

이 기재와 코팅간의 부착성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

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재의 표면상태에 매우 큰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경면 수준의 폴리

싱 등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0.1 um의

다이아몬드 슬러리를 사용하여 경면 폴리싱후 코팅을 실

시하여 스크래치 시험편을 제조하였다.

Fig. 7에서는 스크래치 시험후의 코팅표면을 보여주고

있다. Fig. 7(c)의 PECVD로 코팅된 경우 1차 경계박리가

약 20 N의 하중 인가시 발생하였으며, Fig. 7(b)의 Ion-gun

plating의 경우는 28 N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Fig. 7(a)에서

보듯이 Arc plating의 경우는 뚜렷한 경계박리 없이 38 N

에서 기재 일부의 노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이 3가지 코팅방법의 경우에 대한 스크래

치 법으로 평가된 기재밀착성은 Arc법으로 코팅된 시료

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제조공법별 DLC의 마찰마모 특성평가

앞서 부착성과 경도등 물성분석의 결과로부터 예측할

수 있듯이 Arc 법으로 코팅된 시료의 경우가 다른 2가지

방법으로 코팅된 경우에 비해 높은 마모저항성을 보일 것

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조분위기의 마찰마

모시험에서는 소재와 상대재 사이에 실시간적인 윤활막

형성이 어려우므로 재료자체의 강성이나 표면상태에 따

라 마찰마모특성이 좌우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표면경도

와 부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PVD법이 CVD법으로 증착

된 경우에서보다 높은 마모저항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Si wafer 표면에 코팅된 각각의 시료를 사용하

여 건조마모 시험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예상과

같이 Fig. 8(a)에서와 같이 Arc platng 법으로 코팅된 시료

의 경우에서는 마모가 거의 발생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

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Ion gun plating 경우에서(Fig. 8(b))

약 0.02 um 정도 깊이의 마모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ECVD로 코팅된 경우 약 0.05 um 정도로 가

장 깊은 마모흔이 관찰되고 있다(Fig. 8(c)). 마모된 부위

의 표면미세구조 분석결과를 Fig. 8에서 나타내었다. Arc

plating된 시료의 경우(Fig. 9(a)) 우측 상단부에서 국부적

으로 응착마모의 흔적이 보이고 있으나, 마모 debris의 발

생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b)의 경우처럼

Ion gun plating된 코팅시료의 마모후 표면은 미세한 debris

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Fig. 9(c)에서 보이는

PECVD로 코팅된 시료의 경우는 심하게 연삭마모된 부분

과 함께 일부 입자가 떨어져 나간 것이 관찰되고 있다. 마

찰계수의 경우는 Fig. 10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Arc plating으

로 코팅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 약 0.2 이하의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Fig. 7. Adhesion forces of DLC coatings from 3 different

deposition method.

Fig. 8. Wear depths of DLC coatings from 3 different

deposi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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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마찰마모후 표면에서의 미세구조는 마모깊

이 분석결과와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조공법에 따

른 물성편차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분위기에 따른 마찰마모현상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Arc

plating법으로 코팅된 시편을 선택하여 건조 및 윤활 분위

기에서 마찰마모시험 후 표면미세구조와 조성분석을 수

행하였다. Fig. 11(a)에서 보이듯이 건조마모조건으로 시

험된 경우, 기재인 Si(노란색)과 C(분홍색) 만이 검출되었

으며, 마모흔의 모습도 edge부에서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마찰산화현상은 관찰되지 않고 마모흔 내부에 응착 등에

의한 role 형 debris 만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 

Fig. 11(b)에서와 같이 윤활제가 접촉계면에 존재하는

마모시험의 경우, 마모흔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Fluorine(푸른색)과 Sulfur(연두색) 성분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윤활제를 구성하는 성분이 마모시 코팅소재와의 접

Fig. 9. Wear tracks of DLC coatings from 3 different deposition

method after dry wear test.

Fig. 10. Friction coefficients of DLC coatings from 3 different

deposition method after dry w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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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면에서의 화학적반응을 야기하여 마찰산화의 양상을 보

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edge부에서는 반응물의 국부

박리와 기계적 마모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대표적인 PVD와 CVD 공법인 Arc plating, Ion gun

plating 및 PECVD로 DLC 코팅을 제조하여 건조 및 윤활

환경에서의 마찰마모특성 평가를 통해 자동차 구동부품

등에의 적용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Nanoindentaion,

스크래치법과 Raman 분석을 통해, Arc 및 Ion gun

plating으로 제조된 시편의 경우에서 PECVD로 제조된 시

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도와 부착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물성의 차이가 궁극적으로는 마

찰마모환경에서의 마모저항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PECVD로 제조된 DLC의 경우는 smooth한 표면과

낮은 조도 등이 마찰환경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물성으로 인해 마모저항 측면에서 약점

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Arc와 Ion gun plating 된

시편의 마모시험 비교결과에서 보면, 코팅막의 부착성능

이 마모저항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로 확

인 되었다. 따라서 경도, 조도 등과 같은 막 자체의 물성

을 개선함과 더불어 기판과의 부착성능에 대한 최적화가

코팅제품의 궁극적인 마모저항성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

한 조건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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