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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rbon layers were fabricated on silicon carbide by chlorination reaction at temperatures between 1000
o
C and 1500

o
C with Cl2/H2

gas mixtures. The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on the micro-structures and tribological behavior of SiC derived carbon layer was
investigated. Tribological tests were carried out ball-on-disk type wear tester. Carbon layers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ometer, Raman spectroscopy and surface profilometer. Both friction coefficients and wear rates were maintained low values at
reaction temperature up to 1300

o
C but increased suddenly above this temperature. Variation of surface roughness as a function of

reaction temperature was dominant factor affecting tribological transition behavior of carbon layer derived from silicon carbide at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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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와 같은 탄화물 세라믹스는 내 마모, 강도, 내 부

식 및 내열 특성이 우수하여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메

커니컬 씰의 회전접촉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1-3)

 그러나 탄

화규소 재료는 무 윤활 상태에서 상대 재료와의 접촉 할 때

높은 마찰계수를 나타내며 높은 하중과 속도에서 마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탄

화규소 위에 DLC(Diamond Like Carbon)나 다이아몬드 코팅

을 하여 마모 및 마찰 특성을 개선하여 부품의 특성을 향

상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4-6)

 특히

DLC 코팅은 sp
2
와 sp

3
의 탄소결합이 혼재되어있는 비정질

구조를 갖고 있어 높은 경도와 낮은 마찰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펌프 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7)

 그러나 DLC 코팅은 기판과 코팅 막 사이의 높은

잔류응력으로 인하여 수 µm로 코팅 두께의 제한이 있고,

3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열분해 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최

근에는 탄화규소와 같은 탄화물의 표면을 고온에서 염소

처리하여 탄소층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 발표된 바 있다.

탄화물로부터 만들어진 CDC(Carbide Derived Carbon) 층

은 두께의 한계가 없고 마모 및 마찰 특성이 우수하여 메

커니컬 씰과 같은 회전 부품의 적용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

고 있다. 탄화규소는 CDC 코팅 방법으로 1000
o
C 근방의

고온에서 염소 가스와 반응시켜 표면의 규소를 선택적으

로 추출하고 탄소를 잔류시킴으로 탄소층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때 형성되는 탄소막은 높은 하중과 무윤활 상태에

저 마찰 특성과 높은 내마모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이 보

고되고 있다
8)

. 특히 반응 시간에 따라 탄소막의 두께를

수 µm~수십 µm까지 조절 할 수 있으며, 규소성분이 추출

된 이후 탄소원자들의 재결합은 모재의 주형을 따라 형성

됨으로 계면에서의 잔류응력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9)

CDC 막은 염소가스와 수소가스의 비와 반응온도 변화 등

에 따라 탄소 층의 구조 및 두께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졌다.
10-12)

 그러나 반응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탄소

층의 구조와 tribology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상세하게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1000
o
C~1500

o
C로 반응 온도를 변화 시

켰을 때 생성되는 CDC 코팅막의 마모 및 마찰 특성의

변화를 관찰했다. 또한 탄소의 결합 구조 변화와 조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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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을 측정하여 반응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tribology 특

성 변화에 미치는 주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탄소막의 형성

탄소막 형성에 사용된 시편은 탄화규소 분말에 0.5 at%

붕소와 0.5 at% 탄소를 첨가하여 2200
o
C에서 4시간 동안

반응 소결한 직경 25 mm 두께 4 mm의 고밀도의 탄화규

소 디스크를 사용했다. 준비된 시편은 아세톤 용액 속에

서 3분 동안 초음파 세척을 하여 표면에 흡착된 이물질

을 제거한 후 알루미나 보트위에 고정 시키고, 튜브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반응로의 상세도는 기존 발표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13)

 아르곤가스 분위기로 상온에서

반응 온도인 1000
o
C~1500

o
C까지 5

o
C/min으로 승온 시킨

후 각각의 반응 온도에서 2시간 동안 Ar-H2-Cl2 혼합가스

에 노출시켰다.

탄화규소시편을 2시간 동안 Ar-H2-Cl2 혼합가스에 반응

시킨 후 생성된 탄소막에 잔여한 염소가스의 제거를 위

해 각각의 반응 온도에서 2시간 동안 Ar-H2 가스에 노출

시킨 후 온도를 상온까지 하강시켰다.

2.2. Tribology 특성평가

앞의 공정에 의해 탄화규소 디스크 표면에 형성된 탄

소막의 마모 및 마찰 특성은 회전식 ball-on-disk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됐다
13)

.

상대재로는 직경 6.35 mm인 Si3N4 ball을 사용하였고,

마찰계수는 상온 공기 중에서 3 N의 하중과 0.63 m/s의 속

도로 30분 동안 측정됐다. 이때 마모원의 직경은 6 mm를

나타냈다. 마찰계수는 마모시험 장치에 설치된 load cell

에서 0.5초 간격으로 마찰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후 가

해준 하중으로부터 계산되었다. 마모율은 a-step을 사용하

여 마모원의 상하좌우 네 지점에서의 마모 깊이를 측정

하여 실제 마모량을 계산하였고, 각각의 평균값을 취했다.

2.3. 탄소막의 두께 변화 및 구조 분석

반응온도의 변화에 따라 시편 표면에 형성된 CDC층의

표면 조도 변화량은 a-step을 사용하여 각각 3 mm 구간을

5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했다.

전자주사 현미경 (SEM, S-3000H Hitachi High technologies

America, Inc.)을 사용하여 시편의 단면을 촬영 탄소막의

두께 측정 하였고, XRD (X-Ray Diffractometer)를 사용하

여 탄소막 내에 형성된 결정상을 확인 했다. 또한 Raman 분

광기 (LabRam HR model, Jobin-Yvon, France)를 사용하여

탄소층의 결합 구조를 분석했다. 이때 조사된 Raman 분광

광원은 Ar 레이저에서 방출되는 514.5 nm 대역의 가시광 파

장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편에 대하여 파수 400 ~1800 cm
−1

영역을 분석했다. 측정된 분광분석은 D-band, disrupted G-

band 그리고 G-band로 분류하여 D-band와 G-band에서의

강도비를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반응 온도에 따른 탄소막의 두께 변화

탄화규소는 8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규소 성분이 염소

가스와 반응하여 SiCl4의 기상으로 추출됨에 따라 탄화규

소의 표면에는 탄소 성분만 남게 된다. 잔류한 탄소원자

들이 재결합 하여 탄소막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Fig. 1은 1000
o
C~1500

o
C의 반응 온도에 따라 생성된

반응 층의 단면 SEM 사진이다. 탄화규소 표면에 형성된

탄소막은 비교적 균일한 두께로 형성됨을 보여준다. 또한

반응온도에 따라 탄소막의 두께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응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탄소막의 두께변화를 Fig. 2

에 나타냈다. 탄소막의 두께는 반응 온도 1300
o
C에서 최

대를 보이며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타 연구자도 관찰한바 있다.
14)

 반응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SiCl4상이 안정화됨으로 반응 온도의 상승에

따라 형성되는 탄소막의 두께가 증가한다. 높은 온도에서

탄소막의 두께가 감소하는 것은 반응에 참여한 수소가스

가 염소가스와 반응하여 규소의 추출에 직접적으로 관여

Fig. 1.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a specimen reacted

various temperature; (a) 1000
o

C, (b) 1100
o

C, (c)

1200
o

C, (d) 1300
o

C, (e) 1400
o

C, and (f) 15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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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2HCl 가스 상으로의 전이가 증가함에 따라 규

소추출에 필요한 염소가스량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

.

3.2. 마모 및 마찰거동 분석

Fig. 3은 반응온도를 변화시키며 형성시킨 탄소막의 마

모율 변화를 나타낸다. 반응온도를 1300
o
C까지 증가시켜

도 마모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1400
o
C, 1500

o
C로 반

응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마모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찰계수는 반응 온도 1300
o
C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낸 이후 1400
o
C, 1500

o
C에서 반응한 시편에서

급격하게 증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 4).

Fig. 3과 Fig. 4의 마모 마찰계수 변화 결과는 1300
o
C까

지의 반응온도와 그 이상의 온도에서 형성된 탄소막의 마

모 마찰 거동이 다름을 보여준다.

3.3. 반응 온도변화에 따른 탄소막의 구조변화

다음의 Fig. 5는 탄화규소의 Cl2/H2 혼합가스 반응 온도

변화에 따른 XRD 분석 결과이다. 온도를 1000
o
C에서

1300
o
C까지 증가시킴에 따라 rhombohedral graphite (002)

피크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graphite 결정성이 증가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SiC

피크의 강도를 비교하여야 하나 탄소층의 두께 변화에 의

한 피크 강도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비교 분석이 불가능

했다. XRD 분석 결과로부터 rhombohedral graphite가 탄

소층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반응온도에 따른 탄소층의 Raman 피크 변화를 Fig. 6

에 나타냈다. 1350 cm
−1
과 1600 cm

−1
에서 주요 피크가 보

인다. 모든 온도영역에서 disordered 된 탄소에서 흔히 보

이는 D 및 G 피크를 보였다.
15)

 또한 Raman 분광 분석결

과 ID/IG비는 1.5에서 1.9 범위를 유지하며 1300
o
C까지 온

Fig. 2. Thickness of carbon as a function of reaction temperature.

Fig. 3. Wear rate of reacted SiC in Cl2/H2 mixture gas. The

reaction temperature was varied from 1000
o
C to

1500
o
C.

Fig. 4. Friction coefficient of reacted SiC in Cl2/H2 mixture

gas. The reaction temperature was varied from 1000
o
C

to 1500
o
C.

Fig. 5. XRD patterns of SiC derived carbon layer, which is

reacted by Cl2/H2 mixture gas. 



518 배흥택·정지훈·최현주·임대순

한국세라믹학회지

도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낮은 반응온도에서는 비정질상의 탄소층이

생성되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결정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

 그러나 반응 온도를 1400
o
C 이

상으로 증가 시켰을 때 기공형성이 급증하였다. 기공의

증가는 내부 응력을 증가시킴으로 결함을 증가시키고, 결

정성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 것으로 유추된다. 온도증가

에 따라 표면의 기공이 증가하는 경향을 SEM 미세사진

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 7).
16,17)

 Fig. 7(a)와 같이 낮은

온도에서 염소와 반응 시에서는 기존 탄화규소 입계면을

중심으로 기공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Fig. 7(b)와 같

이 반응온도를 증가시키면 활발한 탄소원자의 재결합에

의해 기공은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 됐다. 온도를

더 증가시키면 기공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7 (c)).

각각의 반응 온도에 따라 형성된 탄소층의 표면조도 값

을 Fig. 8에 나타냈다. 표면조도 값은 반응 온도 1000
o
C

~1300
o
C 사이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1300

o
C 이상으로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표면조도의 변화는 앞에서 설명한 기

공 크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응 온도의 변화에 따른 트라이볼로지 특성변화는

1000
o
C부터 1300

o
C까지의 마찰계수가 0.15 내외의 낮은

값을 유지하는 영역과 1300
o
C부터 1500

o
C까지 마찰계수

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구분된다.

1000
o
C에서 1300

o
C까지의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rhombohedral graphite 결정상은 증가하며 ID/IG비는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ID/IG비 감소는 graphite 결정

상의 증가를 의미한다.
14)

 Graphite 결정상의 증가가 마찰

계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Graphite 결정상이 증

가하면 graphite의 윤활특성 때문에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바 있다.
18)

1400
o
C 이후 ID/IG비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1000
o
C의 ID/IG비와 비슷한 값을 보인다. 두 번째 영역인 반

응온도 1400
o
C 이상에서 마찰계수 및 마모율이 크게 증가

한 것은 graphite결정의 영향보다 반응온도증가에 따른 표

면조도의 급격한 증가원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Fig. 8

의 표면조도 결과는 1400
o
C 이후 온도에서 급격한 증가

를 보이며 이는 마찰계수 및 마모율 증가 경향과 일치한

다. 표면조도의 급격한 증가는 마찰계수를 증가 시켰고,

이에 따라 마모율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iC의 Cl2/H2가스 반응 온도를 1000
o
C부

터 1500
o
C까지 변화 시켰을 때 형성되는 탄소막의 구조적

특성의 변화가 트라이볼로지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다. 반응온도 1000
o
C~1300

o
C까지의 영역에서 형성된

탄소막은 낮은 마찰계수와 마모율을 보였다. 1400
o
C 이상

의 온도에서 형성된 탄소막은 상대적으로 높은 마찰계수

를 나타냈으며 마모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낮은 마찰계수와 마모율을 유지하는 영역에서는 graphite

결정성 및 disorder된 구조가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반응

온도를 1400
o
C 이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마찰계수와 마

Fig. 6. Raman spectra of each reaction temperature and its ID/IG
ratio inserted. 

Fig. 7. Modified surface images which were reacted at (a)

1000
o
C, (b) 1300

o
C and (c) 1500

o
C.

Fig. 8. The influence of reaction temperature on the surface

roughness (Ra) of SiC derived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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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율이 각각 0.12에서 0.25로 0.68에서 3.17 (×10
−6

mm
3
/Nm)

로 급격하게 증가 했다. 마찰계수 및 마모율의 급격한 증

가는 기공크기에 따른 표면조도 변화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온에서 염소가스에 반응시킨 탄화규

소의 표면에 형성된 탄소층의 마모 및 마찰 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보고된 바 있는 탄소의 결정성 및

구조의 영향과 더불어 기공의 제어가 중요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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