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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lens 성형용 초경 금형의 PVD 코팅기술
PVD Coating of WC Core for Glass lens Mol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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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정밀 가공의 응용분야는 광학, 전자부품, 반도체 등 기존의 

기계적 가공이 도달하기 어려운 고정도와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가공물의 물성 제한 또한 폭넓게 

만족시켜 일반 금속뿐만 아니라 초경(WC), 유리, 세라믹 등의 

기존의 방식에 의해서는 형상 및 정도를 구현하기 힘든 물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리를 

비롯한 정밀 광학부품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위한 필수공정으

로 초정밀 금형가공 및 초정밀 폴리싱 후 과정으로 금형의 코팅 

을 시행한다. 여기에서 금형에 표면처리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금형의 수명(life time)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글라스 렌즈 성형 분위기는 고온 및 고압임으로 

이의 열악한 환경에서 금형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서만 금형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정밀 금형의 코팅 기술은 해당 

산업현장에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핵심기술이다. 본 연구에서

는 디지털 카메라 및 정밀 광학기기에 사용되는 비구면 글라스렌

즈로 제조용 금형에 증착되고 있는 Cr, Ir-Re의 thin film 증착공정

의 온도 및 세정시간을 변수로 하여 이에 따른 코팅 층의 물성 

및 성형수명을 평가 하였다. 

2. 실험

Fig. 1은 초경금형의 건식세정을 위한 Ion gun과 이형성 박막 

증착을 위한 Unbalanced DC Magnetron Sputter가 조합된 PVD 
코팅장비이다. 이 장비를 이용한 비구면 금형 코팅 공정으로 

금형의 표면 잔류응력 및 Co rich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5×10-3mTorr이하의 진공 분위기에서 550~650℃열을 가해 실시하

였다. 위 공정 시행 후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인 Cr 및 Ir-Re 타겟의 

표면산화물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3mTorr 이하에

서 Ar gas양을 MFC(Mass Flow Controller)로 조절하고 Throttle 
Valve로 공정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200~300W의 파워를 인

가해 타겟의 산화층 및 불순물을 제거하였다.1) 또한 초경금형의 

표면 불순물 및 산화층 제거를 목적으로 Ion gun의 filament로 

Ar gas를 이온화시킨 후 Magnet power, Arc power, 30kV H.V, 
-10kV L. V power를 이용하여 이온(Ar+) 및 전자(e-)들을 가속화시

키고 금형에 bias를 -600V이상 인가한다. 이 가속된 이온은 강한 

이온에너지(약2~8eV)를 가지고 금형표면에 resputtering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표면 etching 효과를 준다.  금형의 수명을 향상시

키기 위한 방법으로 top layer인 Ir-Re의 응력완화 및 접착력 향상

을 목적으로 Cr을 증착한다. 그리고 buffer layer와 top layer간의 

계면을 최소화 하기위한 공정으로 mixing layer 증착 후 글라스와

의 이형성이 우수한 귀금속계의 Ir-Re를 증착하였다. 위와 같은 

공정은 thin film의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형에 RF 및 

DC bias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인가하였으며, 저 진공펌프인 

로터리와 고진공펌프인 터보펌프를 이용하여 챔버의 진공상태

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플라즈마를 안정화 하였다. 
챔버 분위기는 3mTorr 이하, 온도 300~550℃사이에서 타겟 

파워 200W, bias -75~-150V를 인가하여 중간층(buffer, interlayer)
을 50~100㎚의 두께로 증착시키고, Ir-Re을 같은 공정 조건에서 

5㎚/min의 속도로 두께 약300㎚ 증착시켰다. 이후 코팅 층의 

인장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후처리 공정인 열처리를 시행하여 

성형기의 고온고압환경에서 코팅 층이 박리되지 않게 하기위해 

실시하였다. 이전의 실험 결과를 통해 각 layer의 적층두께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으로 Fig. 2와 같은 코팅 막의 조건을 얻고 

동일한 조건하에 1)Pre-heat treatment 2)Ion gun을 이용한 세정시

간 3)Sputtering 온도의 변수조건하에서 이형박막의 특성을 

1)Scratch test 2)글라스렌즈 성형 수명(life time)을 평가하였다.

Fig. 1 PVD Sputter system(DC Magnetron Sputter & Ion Gun)

Fig. 2 schematic diagram of coating layer

3. 분석 및 평가

Scratch test의 원리는 시편에 수직방향의 탐침이 시편에 직선적

으로 증가하는 하중을 가해주면서 시편은 일정한 속도로 탐침에 

수직방향으로 움직 박막에 가해지는 압축응력이 증가되어 임계

하중(critical load, Lc)에 도달하게 되면 박막이 떨어지면서 급격한 

음성파의 증가를 불러온다. 이런 음성파를 검출하거나 시편을 

직접 관찰하여 임계하중을 정하게 된다. 평가에 사용된 Scratch 
tester(Switzerland, CSM Instrument SA, Revestest)의 임계하중 측

정은 AE(acoustic emission)검출장치가 부착된 REVEST 장치를 

사용한다. 이러한 임계하중의 측정을 위해 본 실험에서는 AE와 

마찰계수의 변화양상관찰을 통해 일차적으로 임계하중을 결정

한 후, 광학 현미경(Olympus Co., PMG-3) 관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를 시편에 발생한 파괴양상과 비교분석하여 압입자 전방에 

계면분리현상이 발생했을 때 임계하중을 결정한다.
실제의 산업현장에서 코팅 금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최고

의 방법은 GMP(Glass Molding Press)를 이용한 실제 성형 가능한 

shot수(life time)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금형의 박리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장 shot수를 

주요 평가 목표로 상정하였다. 부가적으로 코팅 막의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코팅 층의 관찰을 위한 시험편은 고속정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SEM과 AFM을 

이용한 표면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3의 (a), (b), (c), (d)는 Ion gun을 이용하여 5×10-5Torr에서 

Ar 가스를 1sccm 흘려보내 세정시간을 각각 10, 12, 15,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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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결과 표면 거칠기 사진이다. 10분 세정결과 거칠기(Ra)는 

1.685㎚, 12분은 1.162㎚, 15분은 4.417㎚, 20분은 7.971㎚로 12분
의 세정시간이 박막의 표면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기공도 가장 

작음을 알 수 있었다.

(a) 1.685 (b) 1.162

(c) 4.417 (d) 7.971

Fig. 3 Ion beam cleaning time VS Surface roughness(AFM)
Fig. 4는 Scratch test의 결과로 이때 생긴 scratch 내부의 코팅 

층 파괴 현상을 SEM이나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임계하중

(Critical Load : Lc)을 결정하게 된다. 실험결과 임계하중값(Lc)은 

270~350°C증착의 경우에 Lc=107N으로 실험조건 중 가장 우수한 

값이 나타났다. 

S ta r

t

107N

A

S c r a t c h 

Direction

Fig. 4  Scratch test and test track(270~350°C)
 Fig. 5는 Ion gun으로 12분 건식세정 후 270~350°C에서 박막증

착 결과 단면사진(a)과 tilting 사진(b)을 보여준다. Thornton의 

박막모델의 흡착원자의 표면 확산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인 zone 
2에 가까운 입계가 매우 치밀하며 잘 발달된 주상입자로 형성됨

을 확인하였다.

   

Fig. 5 Coating layer( 12min cleaning, 270~350°C Coating)
GMP(Glass Molding Pressure) system을 이용한 산업 현장의 

유리렌즈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광학유리는 일반적으로 48
0℃~680℃에서 전이(轉移)특성을 갖는다.2) 따라서 고온상의 소

성변형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공정변수로는 

진공실 내부의 온도와 금형코어의 성형과정에서 나타나는 속도

조건 및 압력조건이 주변수로 작용한다. 부분적으로는 속도조건

과 압력조건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소재의 열 변형에 

따른 압력관계에 따라 독립적인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본 

실험 역시 실제 성형공정과 동일한 550~650℃사이의 N2분위기에

서 상측 금형이 하측으로 일정한 하중으로 압축하여 성형하였다.
 코팅 초기 공정조건을 가지고 비구면 초경금형에 코팅한 

결과로써 Fig. 6의 (a)는 다이아몬드 paste를 이용하여 polishing 
중 코팅 층이 박리되는 현상으로 코팅 층의 접착강도가 약해 

쉽게 연마방향으로 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는 

GMP(Glass Molding Pressure) 시스템을 이용하여 GOB(glass 소
재)를 성형하여 lens를 생산하는 중에 코팅 층이 박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Fig. 7은 코팅 층이 박리되는 원인 및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Cr과 금형 사이

에서 완전 박리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이온세정의 시간을 변수로 하여 공정조건을 

변경 시켰으며 세정시간이 12분일 경우 최적의 코팅 막을 형성함

을 확인하였다. 

  

Fig.6 Damaged coating layer during polishing(SEM).

  

Fig. 7 Damaged coating layer during production test(SEM).

4. 결론

각각의 변수에 대한 반복적인 실험결과 초기 목표치인 

3,000shot보다 2~3배 이상의 9,000shot의 아주 우수한 결과를 

Fig. 8과 같이 도달하였고 가장 민감한 변수는 sputtering 온도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0

2500

5000

7500

10000

℃500450400350300

온도(℃)

성
형
횟
수
(S
h
o
t)

Fig. 8 Production test

1. 본 실험의 경우 코팅 공정 중 Substrate의 온도가 270~350°C 
정도의 경우 코팅박막의 수명이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며 250°C 
이하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2. GMP 성형과정에서 반복하중은 잔류응력을 코팅 면에 발생

시키고, 박리를 일으킨다. 박리시작위치는 코팅 중간층(interface)
인 경우가 많고, 특히 코어 중심부의 경우 하중이 집중되어 박리에 

취약하다. 
3. 질소 가스의 퍼지시 및 외기 누설에 의한 산화도 박리의 

원인이 된다.
4. Ion etching 과정에서의 시간 변수는 WC 표면조도(RMS)에 

영향을 주고 코팅면의 수명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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