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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시험을 통한 DLC 박막 파손과 밀착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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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adhesive properties and failure mechanisms of diamond-like carbon

(DLC) films of two different thicknesses (130 nm and 1.2 µm), deposited by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on a Si substrate, scratch testing with a micro-indenter (12.5 µm tip radius) was performed under a

linearly increasing load. These scratch tests were conducted under the same test conditions for both films. The

critical load of each film was estimated from the scratch test results, based on a sharp increase in the coefficient

of friction and a clear distinction of failure modes. The critical load was the basis for evaluating the adhesion

strength of the films, and the 1.2 µm-thick DLC film had superior adhesion strength.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ailure modes, the following analyses were conducted: friction behavior and scratch tracks analysis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nergy-dispersive spectroscopy, and 3-D profilometry. The scratch test results

showed that failure modes were related to the thickness of the films. The 130 nm-thick DLC film underwent

cohesive failure modes (cracks and chipping) before reaching to a gross failure stage. On the other hand, the

thicker DLC film (1.2 µm-thick) did not exhibit micro cracks before a sudden gross failure of the film together

with the evidence of cracking and chipping of the Si substrate.

Keywords − DLC film, scratch test, critical load, failure mode

1. 서 론

DLC(Diamond-like carbon) 박막은 마찰 계수가 낮

고 높은 경도, 내 마모성, 화학적 안정성의 특성이 우

수하며 마이크로(micro-)미터 이하 두께의 코팅 막으로

도 우수한 마찰 특성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자동차 부

품의 고체 윤활막, 인공 골절, 면도날 등 다양한 트라

이볼로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1, 2]. 그러나 DLC박

막의 높은 잔류 응력과 탄소-탄소 결합의 불안정성 때

문에 DLC 막 자체가 스스로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하

여 응용에 어려움이 있다[3]. 이러한 현상은 주로 높은

응력에 의해 발생하며 응력은 박막의 두께와 비례하기

때문에 박막이 두꺼워질수록 밀착력이 감소하게 된다. 따

라서 효과적으로 DLC 박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막

의 두께 감소를 통한 밀착력 개선과 정밀한 밀착 특성

평가를 통한 성능 예측이 필요하다. 박막의 밀착 특성

은 박막 두께 또는 적용 하중 및 접촉 면적과 같은 시

험 조건이 미소해질수록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

아 그 결과가 달라진다[4, 5].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된

매크로(macro-) 수준에서 가지는 박막의 밀착 특성을

수 마이크로 또는 나노(nano-)의 미소 수준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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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이러한 미소 수준

의 스케일 하에서 스크래치 시험을 통해 각 조건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 박막의 밀착 특성을 비교하고 분

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9]. DLC 박막은 향후

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 소자의 고

체 윤활막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수 마

이크로 및 나노 두께의 미소 박막에 대하여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박막의 밀착 강도는 스크래치 시험으로

부터 얻어진 임계하중으로 평가한다[10]. 임계하중은

박막의 파괴가 발생하는 시점의 수직하중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스크래치 시험 중 마찰계수의 급격한 변화

가 발생하는 시점의 하중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마찰

계수의 변화를 근거로 박막의 파괴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박막의 마찰 거동을 함

께 관찰함으로써 박막의 파괴 시점을 조사하고 임계하

중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nano-), 마이크로(micro-)미터 단

위의 두께로 각각 증착하여 두께의 차이가 큰 두 개의

DLC 박막에 대해 스크래치 시험을 진행하였다. 동일

한 시험 환경과 조건 아래에서 시험 후 두 DLC 박막

의 특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 마찰 거동을 분석

함으로써 각 박막의 밀착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시편

본 연구에서는 ㈜제이앤엘테크에서 개발한 PECVD

(Plasma Enhanced CVD) 기법으로 Si 기판 위에 두

가지 다른 두께로 DLC 박막을 증착한 시편을 사용하

였다. DLC 코팅의 두께는 전계 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FE-SEM, (JSM-6700F, JEOL Ltd.))을 이용해 측정한

결과 각각 평균적으로 130 nm, 1.2 µm 였다(Fig. 1).

1.2 µm 두께 박막의 경우 약 0.6 µm 두께의 텅스텐

(W) 중간층(Interlayer)이 삽입되었다. 또한 반경 약

10 nm인 Si 팁으로 AFM(Atomic Force Microscope,

AIST-NT, USA)의 접촉 모드를 이용하여 각 시편의

표면 형상을 측정한 결과 두께 130 nm와 1.2 µm의

박막의 표면조도(rms 값)는 각각 0.2 nm와 4.83 nm

로 코팅 두께에 따른 표면 거칠기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Fig. 2). 각 시편은 스크래치 시험을 진행하

기 전에 초음파 세척기에서 증류수(DI water)로 10분

간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다. 

2-2. 시험 조건 및 방법

미소 박막의 밀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작은

범위의 하중을 가하는 미소 스크래치 시험을 진행하

였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UMT(Universal

Mechanical Tester, Bruker, USA) 장비의 스크래치 시

험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

에서 반경 200 µm의 압입자로 10~50 N의 하중 범

위에서 스크래치 시험을 진행해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반경 약 12.5 µm 의 원추형 다이아몬드 압입자(Conical

diamond indenter)를 사용하여 10~400 mN의 하중 범

위에서 스크래치 시험을 진행하였다[11]. 시험 조건이
Fig. 1. Cross-sectional FE-SEM images of (a) the Si-

DLC film and (b) the Si-W-DLC film.

Fig. 2. AFM topography images of samples (a) the 130

nm DLC film and (b) the 1.2 µm DLC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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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할수록 주위환경이 시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

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 환경은 대기 온도가 20~23 oC

이고 상대 습도가 24~30% R.H.인 동일한 건조 마찰

조건에서 수행되었다[12]. 시험 조건은 두 시편 모두 3

mm 거리에 스크래치 속도를 16.7 µm/s 로 일정하게

유지하며 수직하중을 0 mN에서 400 mN까지 선형적

(linear)으로 증가시켰다. 헤르츠의 접촉 이론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작용하는 최대접촉압력은 최고하중 400 mN

에서 19.7 GPa이다. 200 µm 압입자를 사용하는 연구

에서 평균적으로 20 N의 하중으로 약 10 GPa의 최

대접촉압력을 갖는 것과 비교하여 2 배 가량 더 큰

최대접촉압력을 갖는다[11, 13]. 이때 발생하는 마찰계

수의 변화와 박막 표면에 발생하는 균열 등 손상을 함

께 조사하여 각 시편의 임계하중을 결정하였다. 각 시

편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3회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시험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스크래치 트랙

(track)에 발생한 파괴 모드를 조사하기 위해 FE-SEM

을 이용하였고 스크래치 트랙 손상부의 화학조성을 분

석하기 위해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장치(EDS, (NORAN-

System-Six, THERMO Ltd))를 이용하였다.

3. 시험 결과 및 고찰

스크래치 시험 결과 두 시편의 마찰계수 및 표면 손

상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었다. 130 nm 두께의 DLC

박막은 시험 결과 특정 하중에서 마찰계수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시험 후 스크래치 트랙을

FE-SEM을 이용하여 자세히 관찰한 결과 마찰계수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하중에 도달하기 이전에 박막의

부분적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므로 그 때의 하중을

일차 임계하중(critical normal load)으로 결정하였다. 

Fig. 4는 시험 후 DLC 박막(130 nm) 스크래치 트

랙의 광학현미경 사진과 스크래치 진행에 따른 마찰계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스크래치 진행에 따른 박

막의 스크래치 표면은 하중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a) 인장균열(tensile crack) 생성 (b) 칩핑(chipping)

발생, (c) 칩핑의 발전, (d) 박막 파손(complete failure)

순으로 변화하였다(Fig. 5). 가장 먼저 발생하는 표면

균열은 미끄러지는 압입자 뒤에서 발생하는 인장 응력

에 의해 스크래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균열이

성장해 나가는 인장 균열(tensile cracks)의 형태를 나

타낸다[13, 14]. 이러한 균열은 일반적으로 스크래치 트

랙의 가장자리나 중앙에서 발생하며 박막 표면에 금이

가는 현상으로써 박막 표면의 균열이므로 계면파괴

(adhesive failure)가 아닌 응집파괴(cohesive failure)

유형을 띤다. 응집 파괴의 형태는 균열의 정도가 약하

기 때문에 박막의 밀착력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며

균열이 발생한 하중을 임계하중으로 보는 경우가 드물

다[13]. 그러나 본 시험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표면의

균열 형상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아래쪽 균열에서 박

막이 들떠있는 형태를 띠었고 뒤이어 나타난 균열에서

는 박막의 깨진 틈이 보일 정도로 깊게 균열이 발생해

박막의 표면 균열의 깊이가 기판까지 이르렀음을 알

Fig. 3. Schematic of scratch test setup.

Fig. 4. Optical microscope image of 130 nm DLC film

after scratch test and fiction coefficient in microscratch

test.



130 김주희ㆍ박찬형ㆍ안효석

J. Korean Soc. Tribol. Lubr. Eng., 33(4) 2017

수 있었다(Fig. 6(a)와 (b)). 즉 박막의 균열이 표면에

서 발생했으나 균열의 깊이가 박막과 기판의 경계면까

지 이르렀으므로 계면파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되어 그 때의 하중 약 200 mN을 첫 번째 임계하중

으로 결정하였고 그 때의 접촉 압력은 약 15 GPa 이

다. 계속해서 시험을 진행함에 따라 인장 균열의 발생

간격이 점차 좁아지다가 박막층이 불규칙하게 작은 조

각으로 떨어져 나가는 칩핑(chipping)으로 발전하였다

(Fig. 5(c)). 박막이 기판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계면 파괴의 형태로 파괴 양상이 변화하는

이때의 하중 약 250 mN을 두 번째 임계하중으로

결정하였고 그 때의 접촉 압력은 약 16.8 GPa이다.

계속해서 하중이 증가하면서 박막의 파괴 모드가 변

화하며 마찰계수의 급격한 변화가 동반된다. 파괴 모

드는 심한 표면 균열의 진행에서 박막의 완전한 파

괴(complete failure)로 변화하는데, 계면의 밀착력이

약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대형 칩핑(gross chipping)

의 형상을 나타내었다(Fig. 5(d)). 따라서 박막이 기

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음을 알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마찰계수의 급격한 변화는 이

러한 판단을 뒷받침 해준다. 이때의 하중 약 360 mN

을 세 번째 임계하중으로 결정하였고 그 때의 접촉 압

력은 약 19 GPa이다. 

130 nm 두께의 DLC 박막 스크래치 시험 결과 스

크래치 시험 초기에는 박막의 표면 균열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나 박막의 얇은 두께로 인해 균열의 깊이가

박막 표면에서 기판까지 이르렀다. 즉 시험 초기에 발

생한 균열이 박막 자체의 응집력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닌 박막과 기판 사이의 분리를 일으키는 파괴로 진

행되었다. 이와 같은 임계하중의 크기와 마찰 거동의

양상은 3회의 반복 실험에서 모두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2 µm 두께의 DLC 박막은 스크래치 시험 결과

130 nm 두께의 DLC 박막과 달리 Fig. 7에 보인 바

와 같이 특정 하중에서 마찰계수의 급격한 증가는 발

생하지 않았으나 박막의 큰 표면 거칠기로 인해 마찰

Fig. 5. SEM images of microcracks : (a) generation of

tensile cracks (b) generation of chipping (c) progressive

chipping, and (d) complete failure.

Fig. 6. SEM images of micro scratch cracks : (a) first

crack (b) second crack (c) chipping, and (d) complet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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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크게 요동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시험 후 스크래

치 트랙을 FE-SEM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Fig. 8(a)

에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 하중에서 두께방향과 트랙

외부의 광범위한 범위까지 심한 균열이 갑자기 퍼져

매우 큰 범위로 탈착되었다. 탈착이 발생한 시점의 하

중 약 260 mN을 임계하중으로 결정하였고, 그 때의

접촉 압력은 약 17 GPa이다. Fig. 9와 Fig. 10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시험 이후 스크래치 트랙의 EDS를 이용

한 원소 성분 분석과 접촉식 3차원 측정기(3D

Profiler(Dektak XTA, Bruker, USA))에 반경 약 200

nm의 다이아몬드 팁을 사용하여 스크래치 깊이를 측

정한 결과를 통해 탈착 발생 시 DLC박막과 텅스텐

(W) 중간층이 모두 기판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나간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크래치 시험에서 박막

의 탈착이 발생하기 전에는 표면 균열 또는 작은 조각

으로 벗겨지는 현상(chipping), 박막 두께 크기의 스크

래치 깊이(through-thickness cracks)등과 같은 응집 파

괴(cohesive failure) 현상이 발생한다[15, 16]. 그러나

Fig. 8(b)와 Fig. 10을 종합해 보면 넓은 범위로 DLC

박막과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박막에 옅은

소성 변형 트랙만이 생성되고, 그 깊이는 박막 두께에

미치지 못한다. 즉 탈착 발생 이전에 DLC 박막 표면

의 응집 파괴가 발생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탈착이 갑

자기 발생한 이후 Si 기판에 압입자에 의한 깊은 트랙

균열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파괴 양상은

Fig. 7. Optical microscope image of 1.2 µm DLC film

later scratch test and fiction coefficient in microscratch

test.

Fig. 8. SEM images of (a) gross film failure and (b)

magnified view of the damage near the track. 

Fig. 9. Chemical composition of scratch track and

region of film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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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균열의 발생이 적은 두꺼운(>10 µm) 코팅에서

나타나는 쐐기파괴(wedge spallation)의 모습과 유사하

다[16]. 쐐기파괴는 시험 초기에 압축력에 의한 영향이

균열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압입자 앞에 쐐기모양의 탈착이 발생하는 파괴 양상이

다. 또한 이러한 균열 형태는 중간층이 삽입된 박막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간층의 하중지지능력 향상

효과를 통해 박막 표면의 인장응력은 감소하고 기판과

중간층의 경계면에서 발생한 높은 잔류응력이 갑작스

런 탈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진다[17]. 증가하는 하

중이 박막의 응집파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바로 계

면파괴의 형태로 나타나는 파괴 모드로써 진행하는 압

입자 앞에서 탈착이 발생한다. Fig. 10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진행하는 압입자 앞에서 탈착이 먼저 발생하

고 연이어 기판 위에 스크래치 시험이 진행되면서 약

2.5 µm의 깊은 트랙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스크

래치 시험 후 이와 같은 임계하중의 크기와 소성 변형

의 형태는 3회의 반복 실험에서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약 12.5 µm 반경의 압입자를 사용하

여 두께가 120 nm와 1.2 µm로 그 차이가 큰 두

DLC 박막에 대해 스크래치 시험을 실시하여 박막 밀

착 특성을 평가하였다. 

나노 수준 박막은 점진적인 파괴거동을 보이나 마이

크로 수준의 박막은 갑자기 박막이 탈착되고 이때 중

간층과 기판의 손상도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나노 수준 박막에

발생하는 점진적인 파괴 거동은 반경 200 µm의 압입

자를 사용해선 관측이 어렵다. 따라서 약 12.5 µm반

경의 압입자 사용은 작은 범위의 스크래치 면적에 제

한하여 접촉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매우 얇은 박막

의 파괴 거동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 

또한 두 박막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두 얇은 박막

으로 분류되는 두께이나 약 12.5 µm 반경의 압입자를

사용한 시험 결과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

서 매크로 범주의 시험조건에서 분석된 박막의 밀착

특성이 백 나노미터 수준의 미소 두께에 대하여 새롭

게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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