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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synthetic diamonds have been introduced to the jewelry gem market, as CVD
technology has been making considerable advances. Unfortunately, CVD diamonds are not distinguishable from natural diamonds
when using the conventional gemological characterization method.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a new identification method that
is non-destructive, fast, and inexpensive. In our study, we employed optical microscopy and spectroscopy techniques, including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UV-VIS-NIR, photoluminescence (PL), micro Raman, and cathodoluminescent (CL) spectroscopy,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between a natural diamond (0.30 cts) and a CVD diamond (0.43 cts). The identification of a CVD diamond
was difficult when using standard gemological techniques, UV-VIS-NIR, or micro-Raman spectroscopy. However, a CVD diamond
could be identified using a FT-IR by the Type II peaks. In addition, we identified a CVD diamond conclusively with the uneven UV
fluorescent local bands, additional satellite PL peaks, longer phosphorescence life time, and uneven streaks in the CL images. Our
results suggest that using FT-IR combined with UV fluorescent images, PL, and CL analysis might be an appropriate method for
identifying CVD diam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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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합성 다이아몬드는 1955년 GE사에서 고온고압법(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treatment, HPHT)에 의해 최초

로 개발된 이래 크게 발전하였으며,
1)

 1990년대에는 1캐

럿 이상의 큰 보석용 다이아몬드를 고온고압 열처리에 의

한 색향상과 특히 Type IIa, Type IaB의 천연 다이아몬드

원석은 갈색(tinted brown)에서 무색(colorless)로의 색향상

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어 합성 또는 처리 다이아몬드들을

천연 다이아몬드로부터 손쉽게 감별하려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2,3)

1999년 미국 아폴로사에 의해 상업적으로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법으로 보석용 무색 다이아몬드의 대량

생산 가능성이 보고된 이후,
4)

 CVD 합성 다이아몬드는 비

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인터넷 주문을 통하여

온라인에서도 2캐럿 이상의 대형 CVD 합성 무색 다이아

몬드의 구매가 용이한 상황이다.
5)

최근 보석용 CVD 다이아몬드는 밀폐된 반응기 속에서

대기보다 낮은 기압과 700 ~ 1000
o
C의 온도조건에서 탄소

가 들어있는 반응가스(메탄가스, 수소가스)를 넣고 반응

기 안에서 플라즈마와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와 같은

외부 에너지원에 의해 가스분자를 라디컬 형태로 만들어

미리 준비된 단결정 다이아몬드 종자결정(seed) 위에 증

착시켜 제조한다.
6)

 CVD 합성법은 대기의 1/10에 해당하

는 기압조건에서 만들어 기존의 고온 고압법보다 낮은 기

압으로 만들 수 있고 가스 조건을 달리하여 질소 또는 붕

소 등이 포함되어있는 다이아몬드등 다양한 조성의 다이

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
7)

 또한 CVD로 성장시킨 다이아

몬드는 수소(H)에 의한 결함 등 완벽한 결정성이 어려워

갈색을 띠며 이후 고온고압 처리를 통해 결정성을 안정

화시켜 무색 혹은 무색에 가까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CVD 합성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의

70% 정도에 거래되는데, 이러한 가격차이 때문에 CVD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로 둔갑되어 유통 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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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구매하려는 다이아

몬드가 과연 천연인지 CVD 합성 다이아몬드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CVD 다이아몬드의 감별 포인트는 순

차적 가스 성장 반응에 의해 큘렛(culet)과 수직한 방향으

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불균일한 성장패턴을 확인하는 방

법,
8)

 또는 ‘다이아몬드뷰(DiamondView)’로 불리는 190 nm

의 고에너지 UV를 조사하여 특정 결정면 또는 성장면에

생길 수 있는 불균일한 형광 패턴을 확인하는 기기를 이

용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9)

 그러나 전자는 최근 기술

발달로 조밀한 성장과 후속 고온고압 처리의 안정화로 대

부분 성장흔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후자는 50만 달러

이상의 고가 기자재여서 실제 일반 감정소나 연구소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천연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균일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만으로는 완벽한 감별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Wang등
10)
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CVD 다이

아몬드는 질소가 거의 제한된 반응기에서 성장하므로

TypeII이며, 천연 다이아몬드 중 대부분은 질소불순물이

3000 ppm 이상 혼입된 Type I 다이아몬드이다. 그러나

HPHT 색향상 다이아몬드나 CVD 합성 다이아몬드에서

Type I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거나 천연 다이아몬드에서도

Type IIa가 발견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제조된 보석용 CVD 다

이아몬드에 대해서 천연 다이아몬드와 쉽게 감별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에 알려진 보석학적인 확

대 감별 방안과 여러 가지 비파괴 광분석 방안을 시도하

여 가장 신뢰성 있는 감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채용된 다이아몬드는 비슷한 정도의 무게

와 GIA 칼라지수를 가진 다이아몬드를 준비하였다. 상세한

다이아몬드 시편의 특징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천연다이

아몬드는 0.30 cts의 라운드브릴리언트(round-brilliant)컷을 가

진 무색 다이아몬드를 준비하였다. CVD 다이아몬드는

Gemesis사를 통하여 CVD라고 제조법이 명기된 0.43 cts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여 준비하였다. CVD 다이아몬드는 종

자결정으로부터 성장시키므로 커팅 시에 가장 중량손실이

적은 정사각형의 프린세스(princess)컷을 가진 특징이 있었

고, 내포물도 매우 적어 클래리티(clarity) 지수가 VS(very

slightly included) 등급을 가지는 특징이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보석학적 확대분석을 위해서 각 다이아

몬드 시편의 표면과 내부 내포물 분석을 GIA 광학 현미

경을 이용하여 10 ~ 60 배율 범위에서 시편의 측면부와 하

단부로부터 광원이 조사되는 암시야 조명과 시편의 위쪽

으로부터 조명을 밝히는 두상광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미지는 광학현미경의 접안렌즈에 연결된 디지털 카메

라(Nikon사, Coolpix4500)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이아

몬드 시편에 대해서 자외선에 의한 형광 이미지를 관찰

하기 위해 자외선램프(UVP사, UVGL-25)를 이용하여 장

파(long wave, LW 365 nm)와 단파(short wave, SW 254 nm)

자외선을 각 시료에 조사하면서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때의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각각의 다이아몬드의 반사도 측정을 위해 UV-VIS-

NIR(Shimadzu사, UV-3101PC)를 이용하였다. 이때의 조건

은 200 ~ 800 nm의 측정 범위로 슬릿(slit) 값은 (20), 스캔

속도 값은 medium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

한 가시광선 대의 피크로부터 컬러 분석을 진행하여 CIE

색지수인 Lab 지수를 판단하였다.

다이아몬드의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 FT-IR(Perkin Elmer

사, Spectrum One)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홀더 내 아무것

도 장착하지 않고 보정을 진행한 후 4 cm
-1
의 해상도로

450 ~ 6000 cm
−1
의 범위를 측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이아몬드의 형광과 인광수명 측정을 위해 광발광분

석기(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PL, Hitachi사, F-

4500)를 이용하였다. 각 다이아몬드의 형광 특성 분석은

상온에서 Xenon 램프를 이용하여 225 nm 광원을 조사하

여 가시광선 영역에서 특정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여 형광성을 판단하였다. 

인광특성은 동일한 PL 기자재를 이용하여 200 nm와

225 nm의 광원을 일시적으로 조사하여 전자를 여기시킨

후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이 가장 크게 여기(emission)되는

파장을 확인하여 인광특성을 확인하였다. 인광수명 측정

은 앞서 조사 파장에 따라 가장 크게 여기된 인광반응 피

크에서 시간에 따른 인광의 세기를 확인하여 인광 세기

가 처음의 반이 되는 지점까지 인광수명으로 판단하였다.

각 다이아몬드의 라만특성 피크 확인을 위해 마이크로

라만 분광기(micro-Raman spectroscopy, Unithink사, Uni-

Raman)를 이용하여 라만 피크를 확인하였다. 다이아몬드

표면에 가시영역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산란된 빛 파장의 주

파수를 측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531 nm 파장의

DPSS(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를 사용하였고, 노출시간

1 sec, 센터값을 1300 cm
-1
로 설정하고 시편에 조사하여 Back-

Table 1. Diamond Samples Description

No. Diamond Cut Carat weight (cts) Color Clarity

1 Natural round brilliant 0.30 H color SI

2 CVD Synthetic princess 0.43 J color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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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ed CCD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다이아몬드의 전자빔 조사에 따른 광발광 현상

을 확인하기 위해 SEM(Hitachi사, S-4300SE) 기기에 부착

된 음극선발광분석기(cathodoluminescent spectroscopy, CL,

GATAN사, MONO CL3+)를 이용하여 전자빔 조사에 의

한 형광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1차적으로 15 kV의 가

속전압을 가진 전자빔을 시료에 조사하면서 가시광선 영

역(380 ~ 700 nm)에서 형광 가시광선 피크를 확인한 후,

이 가시광선 피크를 대상으로 2차적으로 SEM 검출기에

서 확대 관찰하여 80 배율의 CL 이미지를 확보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의 (a), (b)에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c), (d)에는

CVD 합성 다이아몬드의 광원 위치에 따른 광학현미경의

확대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a), (c)는 두상광으로 관찰한

이미지이고, (b), (d)는 다이아몬드 내포물을 관찰할 수 있

는 암시야로 관찰한 이미지이다. (a)의 두상광으로 관찰

한 천연 다이아몬드는 무색의 색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표면부의 깨짐(feather)이나 칩(chip)과 같은 표면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b)는 투과광으로 관찰한 천

연 다이아몬드로 테이블 면 중앙부 화살표 위치에 흑색

결정 내포물(inclusions)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

부 결함은 천연 다이아몬드에서 많이 발견되는 보석학적

특징이며 이로 인해 SI2(slightly included) 등급으로 클래

리티(clarity) 지수가 판정될 수 있었다. 따라서 천연 다이

아몬드의 경우는 관찰 조명을 달리하여 확대 분석한 결

과 앞서 보인 Table 1의 시편 정보인 4C(cut, carat weight,

clarity, color) 지수의 확인 외에 더 이상의 특이사항은 발

견할 수 없었다. (c)에 나타낸 두상광으로 관찰한 CVD 다

이아몬드 역시 무색 색지수와 표면부의 깨짐 없이 보석

용 프린세스 커팅으로 가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의 투과광으로 관찰한 경우에는 CVD로 단정할 만한

특징적인 내포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 CVD 다이아몬드

의 앞면을 확대해서 투과광으로 확인한 결과 CVD의 단

계적 성장흔(growth mark)을 볼 수 없었고, 큘렛 부분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 종자결정과의 접합계면도 확대분

석 시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보석감정

용 확대분석으로는 천연과 CVD를 서로 구별할 감별 특

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 2에는 장파와 단파를 조사한 경우의 천연과 CVD

다이아몬드의 형광 특성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a)는 장

파를 조사한 천연 다이아몬드의 형광 이미지로, 전체적으

로 균일한 블루색(blue)의 형광 반응을 확인하였다. 천연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약 10% 정도가 형광성을 가지는 것

으로 알려졌는데 본 실험의 천연 다이아몬드는 장파에서

중간(moderate) 정도의 형광성을 보였다. (b)는 단파를 조

사한 천연 다이아몬드의 형광 이미지로서, 매우 약한 황

록색(yellowish green) 형광을 보였다. 이는 보석 감정면에

서는 형광성이 없음(none)으로 판단되는 정도로 대부분의

천연 다이아몬드에서 측정되는 수준이었다. (c)는 장파를

조사한 CVD 합성 다이아몬드의 형광 특성 이미지를 나

타내었다. 이 경우는 앞서 보인 천연 다이아몬드와 달리

대부분의 중간(moderate) 정도의 녹색(green) 형광성을 보

이다가 표시한 화살표 부근에서는 특이한 푸른색(blue)의

Fig. 1. Optical microscopy images of (a) natural diamond with

overhead light, (b) with side light (  marks inclu-

sions) and (c) CVD synthetic diamond with overhead

light, (d) CVD with side light.

Fig. 2. UV fluorescence images of (a) natural diamond with

LWUV, (b) natural diamond with SWUV, (c) CVD

synthetic diamond with LWUV (  marks uneven blue

fluorescence part), and (d) CVD synthetic diamond

with SW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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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일한 형광을 보였다. 이는 Martineau등
8)
이 DiamondView

기기를 이용하여 CVD 합성 다이아몬드는 불균일한 형광

이미지를 갖는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하였다. DiamondView

는 190 nm 이하의 강한 UV를 채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으나 본 실험은 동일한 원리로 365 nm 장파에서도 이러

한 불균일성의 관찰이 가능하였고 합성 다이아몬드에 따

라 칼라센터의 준위가 적정한 경우 측정이 가능할 수 있

음을 의미하였다. (d)는 단파를 조사한 CVD 합성 다이아

몬드의 형광 이미지로 앞서 보인 장파의 경우와 달리 매

우 약한(faint) 정도의 황록(yellowish green)색 형광을 보

였다. 다만 너무 약한 반응이라서 국부적인 형광 불균일

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CVD 합성 다

이아몬드는 UV 조사에 따라 국부적인 형광 불균일을 나

타내는 특징이 있어서 UV 형광 이미지를 통해 천연 다

이아몬드의 감별이 가능할 수 있었다. 

Fig. 3에는 천연과 CVD 다이아몬드의 UV-VIS-NIR 스

펙트럼의 반사스펙트럼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다이

아몬드는 거의 비슷하게 가시광선(380 ~ 820 nm) 내에서

모두 높은 반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250 nm 부근의 자

외선 영역에서도 거의 비슷한 반사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하였다. 한편 Wang등
10)
이 보고한 CVD 다이아몬드의

[Si-V]
−

에 의한 결함에 의한 736.6 nm와 736.9 nm의 doublet

특성 피크의 흡수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최근의 CVD

합성 공정에서 규소(Si)가 배제된 새로운 가스 소스가 사

용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였다.

Table 2에는 FIg. 3에서 얻은 스펙트럼으로부터 판단된

천연과 CVD 다이아몬드의 Lab 색지수를 나타내었다. 모

두 무색 다이아몬드이지만 천연 다이아몬드를 기준으로

CVD 합성 다이아몬드의 색차(color difference)가 5 이내

로 나타나서 통상 육안으로 색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UV-VIS-NIR 스펙트럼 분석만으로는 두

다이아몬드의 감별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Fig. 4에는 천연과 CVD 합성 다이아몬드의 FT-IR 결과

를 나타내었다. 천연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질소 분포

특성과 관련된 A aggregate center(1282 cm
−1

),
 
B

 
aggregate

center(1175 cm
−1

)와 isolated single N(1344 cm
−1

) 피크를

나타내어 Type I aAB로 판단되었다.
11)

 한편 CVD 다이아

몬드 경우에는 Type I를 나타내는 1000 ~ 1500 cm
−1

 범위

내의 질소 관련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고, Type IIb를 나

타내는 2500 ~ 3000 cm
−1

 범위 내 Boron peak가 보이지

않으므로 type IIa로 판단하였다. CVD법을 통해 보석용

다이아몬드로의 합성 시 색의 원인이 되는 질소가 분해

능 이하의 극소량만 투입되기 때문에 Type IIa가 되는 것

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Breeding등
11)
이 Type IIa는 천연

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출량이 적고 대부분의 합성 다이아

몬드에서 발견된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일

반적으로 천연, 합성 다이아몬드를 감별할 때 Type IIa가

나오면 일단 합성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이 의심되며, 이는

CVD 다이아몬드 대부분이 Type IIa라는 Wang등
10)
이 보

고한 바와 일치하였다. 물론 천연 다이아몬드도 Type IIa

를 가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감별을 위해 추가 검사가 반

드시 필요하였다.

Fig. 5에는 PL에 의한 각 다이아몬드의 형광과 인광 수

명 결과를 나타내었다. (a)의 천연 다이아몬드 형광의 경

우 450, 670 nm에서 특성 피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

는데, 이는 질소가 들어있는 다이아몬드의 전형적인 스펙

Fig. 3. UV-VIS-NIR spectra of natural and CVD synthetic

diamonds.

Table 2. CIE Lab Color Scale of Natural and CVD Synthetic

Diamonds

L a b color difference

Natural 89.19 -0.14 -1.55
2.951

CVD Syn. 86.19 -0.44 0.14

Fig. 4. FT-IR spectra of natural and CVD synthetic diam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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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으로 Collins등
12)
이 보고한 바와 일치하였다. 한편

CVD 다이아몬드 형광의 경우 천연에서 보고된 두 피크

외에 부가하여 465 ~ 580 nm의 넓은 범위에서 위성 피크

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CVD 제조 공정 시 질

소와 관련된 결함 H3 defect인 503.2 nm를 중심으로 질소

(N)와 관련된 defect들에 의한 sub peak라고 판단되었다.

H3 defect는 vacancy에 질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 만들어

진 defect [N-V-N]으로 green색 형광을 나타내는 칼라센터

로 이는 자연적으로는 A center[N-N]가 있을 때 형성되고

CVD 합성 과정에서의 경우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고온고압 색향상 열처리 과정에서 형성되어

높은 온도일수록 높은 intensity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3)

 또한 CVD 다이아몬드의 400 ~ 450 nm 부근의 위

성 피크군은 N3 defect를 비롯한 질소에 관련된 피크군으

로 확인할 수 있었다. N3 defect는 한 개의 vacancy에 3개

의 Nitrogen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구조로 415.2 nm에서

ZPL(zero-phonon line)의 흡수 피크를 나타낸다. N3 defect

도 H3 defect와 같이 CVD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보고되었으나 고온고압 열처리 과정에서 형성되어

높은 온도일수록 높은 농도를 가질 수 있다.
13)

 따라서 본

CVD 합성 다이아몬드의 PL 결과와 같이 기존에 보고되

지 않은 많은 PL 특성 피크의 존재는, CVD 형성 시 갈

색인 상태의 원석을 고온고압 처리를 거쳐 투명한 색으

로 향상처리 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CVD 다이아몬드는 PL 측정으로부터 천

연과는 다른 위성 피크들의 존재로 감별이 가능한 특징

이 있었다. (b)에 나타난 인광수명 결과에서는, 천연 다이

아몬드의 인광수명이 0초임에 비해 CVD 다이아몬드는

2.6초의 비교적 긴 인광수명을 갖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

서 수초 이상의 인광수명의 차이로 CVD 다이아몬드의

감별 특성이 될 수 있었다. 이는 Element Six사가 제안한

인광수명 측정 장비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CVD 합성 다

이아몬드를 감별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하였다.
14)

따라서, PL 분석을 통해 CVD 다이아몬드의 인광수명을

확인함으로써 인광수명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천연 다

이아몬드와 구분할 수 있는 감별법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Fig. 6에는 천연과 CVD 다이아몬드의 마이크로 라만 결

과를 나타내었다. 천연과 CVD 다이아몬드 모두 1332 cm
−1

의 다이아몬드 결정에 의한 주 피크 외에 다른 피크를 보

이지 않아 기타 결함에 의한 감별 포인트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7에는 CL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a)는 각 다이아

몬드에 전자빔을 조사하여 천연과 CVD 합성 다이아몬드

의 형광 가시광선 피크를 확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b)

와 (c)에는 (a)의 형광 피크를 주사전자현미경의 디텍터에

서 증폭하여 이미지로 나타낸 결과들이다. (a)의 경우, 천

연 다이아몬드는 420 nm에서 가장 큰 형광 피크를 나타

내었고, CVD 합성 다이아몬드는 474 nm에서 가장 큰 형

광 피크를 나타내었다. 또한 각 다이아몬드의 CL 스펙트

Fig. 5.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the natural and CVD

synthetic diamonds: (a) fluorescence peaks and (b)

phosphorescence lifetime.

Fig. 6. Raman spectra of the natural and CVD synthetic

diamonds.



천연과 CVD 합성 다이아몬드의 감별을 위한 물성 연구 355

제51권 제4호(2014)

럼 그래프 모양은 앞선 PL 스펙트럼 결과의 그래프 개형

과 비슷하게 나타내었다. CL 스펙트럼에서 천연 다이아

몬드는 PL의 intensity 한계선 이상의 형광 intensity값을

나타내어 형광 반응이 가장 높은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

고, CVD 합성 다이아몬드는 PL 스펙트럼보다 전체적으

로 intensity값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b)

의 경우, 천연 다이아몬드의 테이블과 베젤부 계면의 CL

형광의 확대이미지로 전체 이미지에서 420 nm 파장의 신

호가 큰 콘트라스트 차이 없이 비교적 균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평방향의 미세한 콘트라스트

차이는 주사(scan)시의 오차에 의한 흔적이라고 판단되었

다. (c)의 경우, CVD 다이아몬드의 CL 형광 이미지로서

테이블 면의 형광 이미지가 특정 면방향에 따라 474 nm의

형광이 특정 면 방향에만 선택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

연속적인 선형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불균일 CL 형광 선형궤적은 다이아몬드가 생성될 때

결정면이 평행 상태로 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빠

른 시간에 불안정하게 배열하였고, 이러한 불균일한 격자

상태가 칼라센터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특정 면 방향으

로 배열됨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불균일성의 정확한 원인

이 격자왜곡에 스트레스인지, 특정칼라센터의 선형배열인

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나, CL 형광 이미지 분석이 명

확하게 CVD 다이아몬드를 판별할 수 있는 감별 포인트

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4. 결  론

외관이 비슷한 무색의 천연과 CVD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기존의 확대분석 감별방안과 함께 비파괴 광분석

기를 활용하여 감별을 시도하였다. 확대분석 UV-VIS-NIR

로는 천연과 CVD 합성 다이아몬드의 감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FT-IR, UV 형광 이미지 분석과 PL 분석을 통해

CVD 합성 다이아몬드 고유의 Type 판별, 불균일한 형광

이미지, 독특한 형광 스펙트럼과 상대적으로 매우 긴 인

광수명의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L 분석으로

천연과 다른 CL 형광 이미지로부터 CVD 다이아몬드의

불연속적인 선형궤적 특징으로 CVD 합성 다이아몬드를

감별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합성 다이아몬드는 일차적으로

질소가 적은 Type IIa의 판별로 1차 감별을 진행하고 후

속으로 UV 형광 이미지, PL, 인광수명, CL 이미지 분석

등의 부가적인 비파괴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감별이 가

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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