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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like carbon film의 열적거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rmal behavior of Diamond-like carbo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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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kwang-Rae Noh, Jeong-Yeon So, Myoung-Gi

Abstract

Diamond-like carbon(DLC) thin films with interlayer were deposited on silicon

substrate using a reactive sputtering method. The thermal stability of the films

was investigated by annealing the films for 1hr in air in the range of 100 to 500℃.

The ID/IG ratio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s related to the

sp3-to-sp2transition. Accordingly, G-position shifting started from 150℃ in the DLC

films and from 270℃ in the a-Si/DLC films. Moreover, in the case of the

a-Si/DLC films the film still observed even after annealing at 500℃. The thermal

stability of the reactive sputtered DLC films appeared to be improved by the a-Si

interlayer.

키워드 : DLC, 중간층, 열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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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DLC 박막은 자동차 엔진부품, 알루미늄 가공공

구, 금형보호코팅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코팅이다. 특히, DLC 박막의 낮은 마찰저항

특성은 자동차 산업에서 요구되는 저마찰 및 내마

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박막 코팅으

로 현재 자동차 엔진의 타펫 등의 일부 부품에 적

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기계부품, 공구류, 금형류

의 수명향상, 가공특성 향상에 기대할 수 있어

DLC 박막의 적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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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DLC박막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낮은 온도(상온에서

200℃이하)에서 합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응용을 위한 기판의 제한이 거의 없으며 폴리머로

부터 세라믹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재료를 기

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로는 필름이 비정질의

준안정상 이므로 그 물리 화학적 성질이 넓은 범

위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필름의 성질은 합성조건

을 조절하여 손쉽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 응용분야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갖는 필름의

합성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이 재료가 비정질이

므로 합성표면이 수백 Å미만의 평활도를 가지고

있어서 광학 및 내마모 윤활코팅 등의 적용에 적

합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DLC박막의 응용을 제한

하는 몇 가지 문제들 또한 존재한다. 그 첫째로는

고온에서 필름의 특성이 흑연에 가깝게 변해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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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온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필름의

사용 온도가 500℃ 혹은 그 이하로 제한된다. 둘째

로는 합성된 필름이 최고 10Pa에 이르는 높은 압

축응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압축응력은 필름

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필름의 파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두꺼운 필름의 경우에는 필름이 기

판으로부터 bucking에 의해 분리되는 문제를 일으

킨다.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합성된 DLC 박막은

금속소재와의 낮은 밀착성으로 응용범위가 한정되

어 있다[1]～[9].

DLC 박막의 응용을 제한하는 문제점 중 모재와

밀착성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중간층(interlayer) 증

착은 Ti, Cr, Si, W 등을 이용하여 DLC 박막의

밀착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있다. 특히 a-Si는

효과적인 결합층으로서 금속기판위에 부착력을 향

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10]. 이와 같이 중간층

을 사용한 연구는 주로 모재와의 결합력을 향상시

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있으나, DLC 박막의 또

다른 문제점의 하나인 열적 안정성에 대한 중간층

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PECVD법에 비해 미세

구조 및 조성의 제어가 용이하고 nitrides, oxides,

carbides 등을 포함한 박막의 다양한 개발에 일반

적인 방법인 reactive sputtering[11]을 사용하여

DLC박막의 제조시 interlayer로 사용한 a-Si에 의

한 DLC박막의 열적 안정성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기판은 1cm x 1cm 크기의

p-type Si(100) 기판이며, RCA 세정 후 TCE

(trichloro-ethylene), 아세톤, 메탄올에서 각각 10분

간 초음파 세척 후 D. I. water에서 5분간 초음파

세척을 하였다. 준비된 기판을 반응기에 넣고 로타

리펌프를 사용하여 10분 동안 6.0 x 10
-3

Torr이하

까지 배기하였다. 확산펌프를 사용하여 40분 동안

6.0 x 10-6 Torr이하까지 배기 후에 반응기내 플라

즈마의 안정화시킨 후, 기판표면의 불순물제거를

위하여 10분간 5.0 x 10-2 분위기에서 10sccm의

Ar을 사용하여 표면 전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a-Si의 중간층 증착을 위해서 반응기를 7.5 x 10
-2

으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in-situ로 SiH4 가스를

10sccm 유입시켰다. 중간층 증착 완료와 동시에

Ar 가스와 CH4가스를 각각 10sccm, 1sccm 유입시

켜 중간층 바로 위에 DLC를 증착하였으며 모든

박막의 두께(중간층+DLC)는 1.2um로 일정하게 유

지하였다. 또한 모든 실험은 상온에서 실시하였으

며 power는 300W로 고정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증착조건은 표 1에 나타내었다.

Structure
DLC/Si

DLC/a-Si:H(100nm)Si

Substrate p-type Si(100)

Target
High purity(99.99%)

graphite target

Pre-sputtering gas Ar :10sccm

Interlayer deposition

gas
SiH4 : 10sccm

Deposition gas
CH4 : 1sccm

Ar : 10sccm

Working pressure 7.5 x 10-2 Torr

RF Power 300W

Substrate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A n n e a l i n g

temperature

100, 200, 300, 400,

500℃

표 1 DLC 박막 증착 조건

제조된 DLC 박막의 열적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

해 tube furnace를 이용하여 열처리 하였다. 이 때,

열처리 조건은 100-500℃ 사이의 온도에서 100℃

간격으로 대기중에서 각각 1시간 유지시킨 후 냉

각 하였다.

DLC 박막의 두께는 FESEM(S-4300/HITACHI)

의 단면에 의해 분석되었고, 박막의 특성은 micro-raman

spectroscopy(1000 MP, 1.0 Meter)을 이용하였다.

Micro-Raman spectroscopy는 500-3000cm-1의 파장범

위 내에서 Ar laser로부터 여기된 532nm 파장의 빛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한 박 막 의 화 학 적

결합 상태는 X-ray photoelecton spectroscopy에 의

해 조사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반응성 스퍼터링법에 의해 Si 기판위에 중간층

인 100nm a-Si과 DLC 박막을 증착한 결과를 그

림 1에 나타내었다. 이 때 a-Si의 증착속도는

10nm/min, 그리고 DLC 박막의 증착속도는

17nm/min을 나타내므로 증착시간을 a-Si의 경우

0분, 10분 그리고 DLC의 경우는 71분, 65분으로

변화시켜 최종 박막의 두께는 중간층의 두께를 포

함하여 1.2um로 고정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

듯이 DLC 박막은 중간층과 상관없이 smooth하게

증착되었다. 증착된 DLC 박막의 화학적결합 상태

를 알아보기 위해 Gaussian 분포함수가 내장한 소

프트웨어를 갖춘 XPS 분석을 행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DLC 박막의 C1s 스펙트럼을 sp2 C-C 결합

과 sp
3

C-C결합 그리고 C-O결합에 해당하는 세

개의 피크(284.4, 285.5, 287.5eV)로 deconvolution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펙트럼을

deconvolution 하여 구해진 intensity 면적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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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LC필름의 FESEM 단면 이미지 ; (a)

DLC/Si, (b) DLC/100nm a-Si/Si.

그림 2 DLC필름의 Raman spectra ; (a) DLC/Si,

(b) DLC/100nm a-Si/Si.

그림 3 열처리 온도에 따른 DLC필름의 두께 변화

용하여 피크상의 sp
2
와 sp

3
함유량을 계산하였다.

XPS spectra 분석결과 sp3/sp2비가 0.3으로 sp3분

율이 약 0.3인 DLC 박막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증착된 DLC 박막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Raman분석을 행하였다. Raman spectra는

2개의 특정 peak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D-peak와

G-peak이라고 부른다. G-peak은 주로 1500～

1600cm
-1

에서 나타나는데 DLC 박막 속에 얼마나

많은 graphite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

표이며, D-peak은 1300～1400cm-1에서 나타나는데

탄소 박막의 불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

지고 있다. DLC 박막의 G-peak 위치의 변화,

D-peak과 G-peak intensity 면적 비의 변화 등을

통해서 결합각의 무질서 정도와 결정 내에서의

ID/IG 비를 통해 sp3/sp2 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림 2에 중간층이 없는 경우 및 100nm의 a-Si

중간층이 있는 DLC 박막의 Raman spectra를 나

타내었다. 그리고 Raman spectra로부터 계산된

ID/IG 비는 중간층이 없는 경우보다 존재할 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D/IG 비의 감소

는 sp3의 증가하므로 중간층의 존재로 DLC 박막

의 구조가 다소 치밀해 진다고 생각한다.

그림 3는 중간층이 없는 DLC와 중간층이

100nm인 DLC 박막을 100～500℃까지 100℃ 차이

를 주어 tube furnace에서 열처리한 후 두께를 측

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모든 조건에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DLC 박막의 두께

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층을 포함

하지 않는 DLC 박막과 비교하여 중간층이 존재할

경우 DLC 박막이 보다 고온에서 열적안정성을 갖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간층는 일

반적으로 모재와의 밀착력향상을 위하여 사용된다

고 알려져 있지만 위의 결과로 볼 때 DLC 박막내

중간층두께가 열적안정성의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중간층을 포함하지 않는 DLC 박막과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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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100nm 포함하는 DLC 박막을 100～400℃까

지 100℃ 간격을 주고 tube furnace에서 열처리한 후

Raman spectra 분석결과로부터 계산된 각각의

G-peak 위치를 그림 4에 나타내었고 ID/IG 비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4 열처리 온도에 따른 DLC필름의 G-peak 위치의

변화

그림 5 열처리 온도에 따른 DLC필름의 ID/IG ratio의

변화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G-peak 위치는 중간

층과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였다. 중간층이 없는

DLC 박막의 Raman spectra를 관찰해 보면, 열처

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D-peak의 intensity가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00℃이상에서는 Raman

preak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FESEM 단면

이미지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DLC 박막이 거의 사

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간층이 존재하면 보다 더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 G-peak과 D-peak의 분리가 관찰 된다.

중간층이 있는 경우 400℃에서 열처리 한 경우에도

Raman peak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FESEM 단면이미지를 통해 500℃에서도

0.3um 정도의 두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Raman peak이 분석되지 않았다. 이는 열처리

시 500℃에서 DLC 박막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

된 화합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림 4 에서 알 수 있듯이 G-peak 위치는

중간층과 상관없이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라 높은

wavenumber로 이동 하였다. 또한 그림 5에 나타

난 ID/IG비의 변화를 보면, 중간층이 없는 경우

ID/IG비는 200℃에서 증가하다가 300℃에서 비교적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와 같은 경향도 중간층

의 존재에 따라 보다 더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

ID/IG비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간접적인

sp3-to-sp2 전이 온도를 추정 할 수 있는데, 중간

층이 없는 경우는 150℃, 100nm 의 경우는 270℃

로, 중간층의 존재로 sp
3
-tp-sp

2
천이 온도가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그림 4의 G-peak 위

치 변화 결과와 일치 하였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ID/IG 비가 증가

하는 것은 열처리에 의해 DLC 박막이 세결정질

흑연화(nano-crystalline graphite) 되어 sp2 cluster

의 밀도 증가에 따른 DLC 박막의 sp
2
함유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G-peak가 높은 파장대로 이동하

는 것도 DLC 박막 내의 sp3/sp2비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 확

산 메커니즘이 향상되어 DLC 박막의 흑연화가 촉

진되었기 때문이다. SEM 단면이미지와 Raman 분

석에 의한 ID/IG 비의 결과로 중간층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보다 중간층을 포함하는 DLC 박막이 열

적안정성이 좋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론

반응성 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XPS 분석결

과 sp3가 30%인 DLC 박막을 제조하였다. 중간층

이 없는 DLC와 중간층이 100nm인 DLC 박막을

100～500℃까지 100℃ 차이를 주어 tube furnace에

서 열처리한 FESEM단면 이미지를 통하여 두께를

구하였고, Raman 분석결과를 통해서 ID/IG 비 및

G-peak 위치를 구하였다.

FESEM단면 이미지를 비교해본 결과 중간층의

존재에 따라 DLC 박막은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두께가 감소하였다. 중간층을 포함하지 않

는 DLC 박막과 비교하여 중간층이 존재할 경우

DLC 박막이 보다 고온에서 열적안정성을 갖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G-peak 위치는 중간층과 상

관없이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라 높은 wavenumber

로 이동 하였다. ID/IG 비는 중간층이 0n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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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nm로 증가됨에 따라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

나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알 수 있고 보다 더 높

은 열처리 온도에서 ID/IG 비의 변화를 나타낸 곡

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부터 간접적인 sp3-to-sp2 전이 온도를 추정 할 수

있는데 중간층의 두께가 증가 할수록 sp3-to-sp2

천이 온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 확산 메커

니즘이 향상되어 DLC 박막의 흑연화가 촉진되었

기 때문이다. SEM 단면이미지와 Raman 분석에

의한 ID/IG 비의 결과로 중간층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보다 중간층을 포함하는 DLC 박막이 열적안

정성이 좋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J. Y. Ha, “다이아몬드상 카본필름”, Physics

& High technology, Vol. 12, No. 3, 9-14,

2003.

[2] Bharat Bhushan, “Chemical, mechanical and

tribological characterization of ultra-thin and

hard amorphous carbon coatings as thin as 3.5

nm: recent developments”, Diamond Relat.

Mater, Vol. 8, 1985-2015, 1999.

[3] A. Grill, “Diamond-like carbon: state of the

art”, Diamond and related materials, Vol.

8, 428-434, 1999.

[4] K. R. Lee and K. Y. Eun, “Diamond-like

carbon film”, Bull. of the Korean inst. of

Met. & Mater. Vol. 6, No. 4, 1993.

[5] S. Aisenberg and R. Chabot, “Ion‐Beam

Deposition of Thin Films of Diamondlike

Carbon”, Appl. Phys, Vol. 42, 2953, 1971.

[6] E. G. Spencer, P. H. Schmidt, D. C. Joy

and F. J. Samsalone, “Ion‐beam‐deposited

polycrystalline diamondlike films”, Appl.

Phys, Vol. 29, 118, 1976.

[7] S. Aisenberg and R. Chabot, “Ion‐Beam

Deposition of Thin Films of Diamondlike

Carbon”, Appl. Phys, Vol. 42, 2953, 1971.

[8] 사이토 히데토시, DLC막 핸드북, cmc, 2007.

[9] J. Robertson, “Diamond-like amorphous

carbon,” Mater. Sci. Eng., R Rep. Vol. 37,

129, 2002.

[10] Y. Lifshitz, “Diamond-like carbon-present

status”, Diamond and Related Materials,

Vol 8, 1659-1676, 1999.

[11] S. Chowdhury, M.T Lauhier, I.Z. Ragman,

“Characterizationi of DLC coating deposi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Vol 153-154,

804-810,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