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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of diamond-like carbon (DLC) in a condition with carbon nanotube

(CNT) content of 1wt% in aqueous solution. Si-DLC films were deposited by radio frequency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RF-PECVD) process on Al6061 aluminum alloy. In this study, the deposition of DLC films was carried out in

vacuum with a chamber pressure of 10-5 to 10-3 Torr achieved by mechanical pump followed by turbo molecular pump. The

surface adsorbed oxygen on the Aluminum substrates was removed by passing Ar gas for 10 minutes. The RF power was

maintained at 500 W throughout the experiment. A buffer layer of HMDSO was deposited on the substrate to improve the

adhesion of DLC coating. At this point CH4 gas was introduced in the chamber using gas flow controller and DLC coating

was deposited on the buffer layer along with HMDSO for 50 min. The thickness of 1 µm was obtained for DLC films on

aluminum substrates The tribological properties of as synthesized DLC films were analyzed by wear test in the presence of

dry air, water and lubricant such as CNT 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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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Diamond-like carbon (DLC) 박막은 탄소-탄소 혹은 탄

소-수소간의 공유 결합에 의한 비정질 고상 탄소의 일종

으로 그 성질이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내마모성, 높은 경

도와 화학적 안정성, 높은 열전도도, 가시광 및 적외선

(IR) 영역에서의 우수한 투과율 등을 갖고 있는 경질코

팅재료이다. 특히, DLC 박막은 낮은 마찰계수와 우수한

내마모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체윤활박막으로 자기저

장매체의 디스크와 슬라이더, 항공우주분야의 베어링, 그

리고 각종 공구 및 생체 재료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DLC 박막의 다양한 산업적 응용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점 중에 하나가 DLC 박막의 내마모 특성이 주

변 환경, 특히 상대습도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1,2) 건

조한 공기나 질소, 또는 Ar 분위기에서는 DLC 필름의

마찰계수는 0.6정도로 매우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DLC 합성 시 Si를 첨가한 Si-DLC는 마찰계수가 우수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RF-PECVD (Radio frequency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으로 알루미늄

합금(Al6061) 기판에 Si-DLC 박막을 증착하고 기계적 특

성과 분광분석 및 마모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Si-DLC 박

막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Nano indentation

을 통한 박막의 표면경도, Scratch tester를 통한 박막의

부착력을 측정하였으며, Micro Raman과 AFM (Atomic

force microscope)을 이용하여 Si-DLC 박막의 구조분석

과 표면형상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Ball-on-disk type 내마모 시험을 실시하여 다양

한 시험환경에 따른 마모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마

모시험 환경조건은 ambient air 상태인 건식마모시험과

water 및 CNT ink 환경상태인 습식마모시험 조건으로 실

시하여 각각의 분위기 하에서의 마모 특성을 비교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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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Fig. 1은 Si-DLC박막을 합성하기 위한 RF-PECVD 장

치의 개략도이다. RF-PECVD법은 플라즈마를 생성시켜 탄

소를 이온화 시킨 후 가속하여 합성하는 방법으로 타 합

성법에 비해 비교적 장치가 간단하다. 낮은 온도영역의 기

판에도 박막합성이 가능하며, 비용이 저렴하고, 기체상이

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이나 대면적 합성이 가능하며, 합

성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장비의 구성은 챔버(Chamber),

터보분자펌프(Turbo-molecular pump), 로터리펌프(Mechanical

rotary pump), 전원공급장치(RF-power supply), 유량조절기

(Mass flow controller)로 구성되어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LC 박막은 RF전원이 인가되는 전극에 기

판이 놓이고 이온이 기판으로 가속되어 합성되는 구조이

다. 알루미늄합금(Al6061)을 기판재료로 사용하여 Si-DLC

박막을 증착하는 실험순서로, 우선 챔버내의 압력을 로

터리펌프로써 10−3 Torr까지 배기한 후 터보분자펌프를 이

용하여 10−5 Torr 의 고진공 상태로 배기한다. 기판재료는

증착하기 전 아세톤과 알코올로 각각 1차, 2차 초음파세

척을 30분씩 실시하였고, Ar가스를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방전시켜서 기판의 산화층을 제거하기 위하여 10분간 전

처리 공정을 수행하였다. 이때 RF 인가전압은 500W로

고정 하였다. 기판과 박막층간의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Si을 이용한 Buffer 층을 합성하였다. Fig. 1에서 보

는바와 같이 액상인 HMDSO (Hexamethyldisiloxane)를

Canister에 주입하여 액상이 기화되는 온도(40oC)로 가열

하였으며 이때 기화된 Si 가스가 Buffer 층을 형성하도

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Si-DLC 박막을 합성하기 위해서 HMDSO와

CH4 가스를 챔버내에 유입시켜 RF-PECVD 장치에서

50분간 Plasma 합성하여 약 1 µm 두께의 Si-DLC 박

막을 얻었다. 이때 가스의 유량제어는 정밀전자제어가

가능한 유량조절기(PMFC)를 사용하였다. Table 1은

본 실험에 적용된 Si-DLC의 합성조건을 나타내었다.

Si-DLC 박막의 내마모시험기는 ball-on-disc type의

Tribometer (CSM instrument Co.) 이고, 각각의 실험조건으

로는 Ambient air, Water, 탄소나노튜브(CNT) ink는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s : MWCNT)를

사용하였고 분산액 1 wt%로 혼합하여 CNT ink를 만들었

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마모실험을 하였다. Si-DLC 박

막부의 마모시험에 대한 상대재인 ball은 6 mm steel ball

에 Si-DLC가 증착된 것과 증착되지 않는 일반 steel ball

에 대해서 각각 실험하였다. Fig. 2는 마모 시험에 사용된

상대재인 steel ball (a)과 Si-DLC ball (b)의 형상이다.

또한 Fig. 3은 본 실험에 사용된 Tribometer의 형상이

다. 실험조건으로는 접촉하중을 1 N, 마모속도를 50 rpm

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하였고, 각각의 실험환경 조

건에 따른 마모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RF-PECVD system.

Table 1. Deposition condition of Si-DLC film.

Power

(W)

Temp.

(
o
C)

Deposition 

time (min)
Gas Source

Si-DLC 500 >200 50
CH4, 

HMD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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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경도측정

Fig. 4는 알루미늄합금(Al6061) 기판에 Si-DLC 박막을

증착한 DLC 박막의 표면경도를 측정한 Nano indenta-tion

결과이다. 압입자는 Berkovich type의 다이아몬드 팁을 사

용하였고, 프와송 비는 0.18, Si-DLC 박막두께의 20%내

를 압입하였다. 전형적인 DLC 박막의 표면경도는 Hv

2000~Hv 8000 범위이다. 기판소재인 알루미늄합금의 표

면경도는 Hv 241이였고 증착된 Si-DLC 박막의 표면경도

는 Hv 3208로 측정되었으며, Si-DLC 박막의 표면경도가

기판소재보다 13배 이상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부착력 측정

Fig. 5는 알루미늄합금 기판에 합성된 Si-DLC 박막의

부착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장치로는 Scratch test

(CSM instrument Co.)를 사용하였으며, 초기하중 0.9 N

에서 최종 50 N 까지 하중을 가하였고 하중부가속도는

50 N/min, 압입자는 Rockwell type의 다이아몬드 팁(R=

0.4 mm)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착력 시험은 압입자의

하중부가속도 및 스크래치 속도에 대한 인출하중과 박막

층이 파괴될 때 발생되는 AE (Acoustic emission) 음향

신호, 파괴된 표면의 광학현미경 관찰을 통해 박막이 파

괴되는 임계하중(Critical load: Lc)을 구할 수 있다. Si-

DLC 박막의 부착력 측정결과 약 22 N의 임계하중 값에

서 초기 부착성의 감퇴인 부분이탈(partial failure)이 발견

되었고, 약 41 N의 임계하중에서 완전한 부착성의 감퇴(full

failure)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Raman 분광분석

Raman 분광은 a-C:H 박막의 결정구조를 분석할 수 있

는 한 방법으로 Raman Spectrum은 translational 대칭성

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disorder와 crystallite 형태를 연

구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전형적인 흑연의 Raman

spectrum은 single line 1580 cm−1에 나타나며 다이아몬드

의 Raman spectrum은 single line 1332 cm−1에서 나타나

게 된다. DLC는 Sp2 결합구조인 흑연과 Sp3 결합구조

인 다이아몬드 상이 혼합된 비정질 구조를 가진다. Fig.

6은 본 실험에 사용된 Si-DLC의 Raman spectrum 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1332 cm−1인 다이아몬드 Peak와 1580

cm-1인 흑연 Peak가 혼성된 결과로 나타났으며 전형적인

Si-DLC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4 Failure 분석

Fig. 7은 마모시험에서 박막표면이 박리되는 failure 결

과그래프이다. 시험에 사용된 ball과 시편표면에 박막 합

성된 Si-DLC 시편에 대해서 마모시험을 실시한 결과 박

막표면이 박리되는 failure 시점을 마모거리 Cycle로 나

타내었다. Si-DLC ball을 사용한 경우에는 water 분위기

에서 가장 느리게 failure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steel ball인 경우는 water와 CNT ink 분위기에서 느리

Fig. 4. Nano indentation results of Si-DLC film.

Fig. 2. Wear condition for ball-on-disk type; (a) steel ball and (b)

Si-DLC coated ball.

Fig. 3. Ball-on-disk type wear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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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failure 가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 하였다. 이 현상은

Lubricant를 Water나 CNT ink를 사용한 경우 DLC의

낮은 마찰계수와 Lubricant에 의한 윤활작용으로 인하여

failure가 더디게 일어나는 결과로 유추 할 수 있다.

3.5 AFM 분석

Fig. 8은 RF-PECVD법으로 증착된 Si-DLC 박막의 표

면형태를 3-D mapping으로 나타낸 AFM 사진이다. AFM

분석은 박막표면에 Contact mode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 사이즈는 10 µm × 10 µm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Si-DLC 박막의 산술평균 표면거칠기 Ra는 2.785 nm

로 값이 측정되었다. Si-DLC 박막의 표면조도는 매우 적

게 나타났으며, 마모시험 시 낮은 마찰계수로 인하여 마

모수명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6 마찰마모 특성분석

Fig. 9 ~ Fig. 13은 Si-DLC 박막에 대한 ball-on-disk

Fig. 6. Micro Raman results of Si-DLC film.

Fig. 7. Failure results of Si-DLC film.

Fig. 8. AFM images of Si-DLC film.

Fig. 5. Scratch test results of Si-DLC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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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마모시험 결과이다. 시험환경은 건식분위기인 Ambient

air 상태와 습식분위기인 Lubricant를 Water와 CNT Ink

로 각각을 사용하여 마모실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때 상

대재인 ball에 대해서는 ball 직경 6 mm인 steel ball을 사

용하였다. 이 steel ball에 Si-DLC 박막 합성한 DLC ball

과 DLC 처리하지 않은 steel ball로 나누어 각각 마모시

험을 실시하였으며 상대재인 ball의 종류에 따라 마모 특

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Fig. 9(a)는 Si-DLC 박막이 되지 않은 기판소재인

Al6061 시험편에 대해서 Si-DLC ball과 steel ball을 사용

하여 건식마모시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때의 대기 습도

는 40%인 상태에서 마모시험을 실시하였다. 초기의 마모

상태에서는 급격한 마찰계수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약 700

cycle 부터는 안정화 상태의 마모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평균 마찰계수를 비교해 보면, DLC ball

인 경우 µ = 0.582, steel ball인 경우는 µ = 0.586으로 매

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마모트랙을 관찰한 결

과 steel ball에는 마모에 의한 산화막이 많이 형성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Fig. 10는 Si-DLC 박막 합성된 시험편을 DLC ball과

steel ball에 대해서 건식조건인 대기 습도가 40%인 상

태에서 마모시험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Si-

DLC ball에 대한 마모거동은 실험 초기부터 steel ball과

는 달리 낮은 마찰을 보이다 10,000 cycle이 경과한 후

마찰계수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안정화 상태가 되었고,

steel ball은 자연산화 막과 마모분(debris)의 영향으로 마

찰계수가 급격히 증가한 후 서서히 안정화 상태가 되었

Fig. 9. Friction coefficient and wear track morphology for AL6061

specimen; (a) abrasion test, (b) DLC ball and (c) Steel ball.

Fig. 10. Friction coefficient and wear track morphology for Si-DLC

at ambient air condition; (a) abrasion test, (b) DLC ball and (c)

Steel ball.

Fig. 11. Friction coefficient and wear track morphology for Si-DLC

at water lubricant condition;  (a) abrasion test, (b) DLC ball and

(c) Steel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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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마찰계수는 DLC ball은 µ = 0.233, steel ball은

µ = 0.237로 마찰계수의 큰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DLC코팅의 마찰계수는 µ = 0.1~0.2 정도의 값을 보이는

데 이는 윤활유 사용 시의 경계윤활 조건에 해당하는 마

찰계수의 수준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Si-DLC 박막 합

성된 시험편에 대해서 Lubricant로 Water를 사용한 경우

이고, DLC ball과 steel ball을 각각 사용하여 마모시험

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DLC ball은 DLC 자체의

낮은 마찰계수와 Water 분위기의 윤활작용 그리고 상대

재 DLC ball과 증착된 DLC시편의 윤활성으로 인해

steel ball 보다 훨씬 낮은 마찰계수를 가지면서 빠른 안

정화를 보인다. 마모트랙을 비교해 보아도 steel ball인 경

우가 DLC ball보다 큰 마모현상이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때의 평균 마찰계수는 DLC ball은 µ = 0.027,

steel ball은 µ = 0.149로 DLC ball이 월등이 낮은 마찰계

수 즉, 마모량이 적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

식마모시험에서 대기 중의 습도는 마모거동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고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5-8) 그러나 습

식조건인 Lubricant를Water로 사용하여 마모시험을 하였

을 때는 윤활작용으로 인해 아주 낮은 마찰계수를 나타

내게 된다. Fig. 12는 Si-DLC 박막 합성된 시험편에 대

해서 습식상태인 CNT ink를 Lubricant로 사용하여 마모

시험을 DLC ball과 steel ball로 각각 실험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CNT ink는 다중벽 탄소나

노튜브(MWCNT)는 분산액에 1 wt%첨가 되어있다. 이때

의 마찰계수는 DLC ball인 경우 평균마찰계수 µ = 0.187,

steel ball은 µ = 0.113로 DLC ball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Fig. 11의 결과인 water를 Lubricant로 사용한 경

우보다 높은 마찰계수를 나타내었다. 이 현상은 Fig. 13

에서 보는바와 같이 마모시험이 계속 진행되면서 시편의

마모트랙에 마모분(debris)과 CNT가 함께 응집되어 나타

난 결과로 인해 높은 마찰계수를 나타낸다. 특히 DLC

ball을 사용하였을 때 steel ball보다 더 큰 마찰계수를 나

타내는 데, 이것은 DLC로 합성된 시편과 DLC ball 그

리고 Lubricant로 사용된 CNT 모두 탄소원자로 구성되

었기 때문에 서로의 친화력에 의한 응집현상으로 인한

DLC ball이나 DLC시편에 응착되어 진행되는 마모시험

에서 큰 마찰계수로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따

라서 Si-DLC로 구성된 시편에 대해서는 Lubricant로

CNT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큰 마모현상이 일어나는 중

요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FPECVD법으로 알루미늄합금(Al6061)

기판에 Si-DLC 박막을 합성하여 Ambient air인 건식 마

모시험과 Water, CNT ink를 Lubricant로 한 습식분위기

상태에서 마모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마모실험에서 Si-DLC ball 조건의 평균마찰계수는

non-coating µ = 0.582, Ambient air µ = 0.233, Water µ =

0.027, CNT ink µ = 0.187 이고, still ball 조건의 마찰계수

는 non-coating µ = 0.586, Ambient air µ = 0.237, Water

µ = 0.149, CNT ink µ = 0.113 으로 나타났다.

2. Lubricant로 Water를 사용한 경우에는 DLC ball은

Fig. 12. Friction coefficient and wear track morphology for Si-DLC

at CNT ink lubricant condition; (a) abrasion test, (b) DLC ball and

(c) Steel ball.

Fig. 13. CNT morphology of wear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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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C 자체의 낮은 마찰계수와 Water 분위기의 윤활작용

그리고 상대재 DLC ball과 증착된 DLC시편의 윤활성

으로 인해 steel ball 보다 훨씬 낮은 마찰계수를 가짐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CNT ink를 Lubricant로 사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water를 사용한 경우보다 다소 큰 마찰 계수 값을 나타

내었고, DLC ball 인 경우가 steel ball보다 큰 값을 나

타내었는데 이것은 DLC로 합성된 시편과 DLC ball 그

리고 Lubricant로 사용된 CNT 모두 탄소원소로 구성되

었기 때문에 서로의 친화력에 의한 응집현상으로 인한

DLC ball이나 DLC시편에 응착되어 큰 마찰계수로 나타

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었다.

4. Si-DLC 박막부의 경도가 Al6061 시험편보다 약 13

배 이상 높은 경도값을 나타내었으며, 박막부의 부착력도

약 41N으로 매우 높은 부착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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