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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new adhesion evaluating equipment and data processing methods were developed to overcome 

some limitations of existing evaluating equipment. Nano-diamond coated tool is a specimen of experiment. When 

applying frictional force and shear force on the specimen by a rotating polishing pad, delamination occurs at a 

moment. During each experiment, the vibration, load, and torque is obtained by accelerometer, loadcell and torque s+ 

kpensor. Frictional force and coefficient of friction are obtained by calculating torque and load. Based on FFT 

transformation, acceleration is process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moment of delamination and the load at that 

time can be detected by the new developed equipment and measurement system. Finally, we call this load as an 

Adhes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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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항공, 우주, 자동차 산업 등에서 고강도와 경량성을 동

시에 만족하는 탄소섬유로 이루어진 소재를 사용하는 추

세이다.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은 탄소섬유와 수지를 번갈아 쌓아 만든 초경량 복합소재

로 위에서 언급한 산업에서 금속재료를 체할 가능성을 

가진 재료이다. 최근 들어, 수송기기를 중심으로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경량화 소재를 사용하여 연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

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1]. 하지만 CFRP의 특성은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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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 물성, 적층 방향, 직조방법 등에 따라 달라진다. 

표적인 난삭재인 CFRP는 절삭공정에서 탄소섬유조

직이 들리거나 공구 회전 시 섬유가 말려들어가는 현상

이 발생하여 기존의 가공법과 공구로 가공하는 데에 어

려움이 있다[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절삭력이 뛰

어난 다이아몬드 코팅 공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코팅공구는 코팅층이 공구의 성능 및 내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코팅층의 부착력을 측정하

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착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스크래치 테스트, 압입 테

스트, 테이프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정

량적인 값을 얻지 못하며 고가의 다이아몬드 압입자를 

사용하여 실험비용이 비싸며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착력 평가방법을 개발하였고, 코팅층의 부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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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량화하였으며, 수명이 짧은 고가의 다이아몬드 압입

자의 체제로 연마패드를 사용하여 실험 비용 또한 절

감하였다. 

개발한 부착력 평가 장비는 회전하는 연마패드에 공구

시편을 접촉시키고 하중을 증가시킨다. 이때 공구표면에 

발생하는 마찰 및 전단력에 의해 코팅층의 박리가 발생

한다. 부착력 측정방법은 로드셀, 가속도센서, 토크센서를 

사용하여 실험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속 퓨

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분석 및 

비교한다. 그 결과 박리 발생 시점과 이때의 마찰력을 확

인할 수 있고, 이를 부착력이라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이아몬드 박막 
다이아몬드가 가진 주요 물성치인 높은 경도와 높은 

열 전도성, 낮은 마찰계수 등은 절삭 공구의 성능과 직접 

관계되는 물성치이다. 

1980년 초, 개발된 마이크로 결정 다이아몬드(MCD: 

Micro-crystalline Diamond) 박막은 1~5μm 크기의 결정립을 가

져 MCD 코팅공구를 이용한 가공 이후, 표면 후처리가 필

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나노 결정 다

이아몬드(NCD: Nano-crystalline Diamond) 박막이다. 이 박막

은 10~100nm의 결정으로 구성 되어있어, MCD에 비해 표

면 조도가 매우 좋아 정밀가공 및 난삭재 가공용으로 사

용된다. Fig. 1에 텅스텐카바이드(WC) 모재에 다이아몬드 

박막의 코팅 과정을 나타냈다. WC입자는 코발트(Co)를 바

인더로 하여 서로 결속된 상태이다. 이 공구 표면의 코발

트를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다이아몬드 박

막의 기초가 되는 다이아몬드 씨드를 뿌려 박막을 성장

시킨다[3-5]. 

 

 
Fig. 1. Nano-crystalline diamond manufacturing process. 

 
위 방법으로 제작된 다이아몬드 코팅 공구의 단면을 

Fig. 2에 나타냈다. 다이아몬드와 텅스텐카바이드가 공존

하는 경계층을 가진다. 이 중간층은 비금속과 금속이 공

존하므로 다른 층에 비해 작은 강도를 가지므로 이 층에

서 박리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2. Nano-crystalline diamond coated tool cross-section. 

 

2.2 부착력 측정 
다양한 부착력 평가 방법 중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스

크레치 테스트, 압입 테스트이다. 

 

2.2.1 스크레치 테스트(Scratch Test) 

스크레치 테스트는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인덴터

(Indenter)가 측정하고자 하는 상의 표면상에서 상 적으

로 움직이면서 단계적으로 힘을 가한다. 일정 하중이 가

해지면 박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의 하중을 임계하중

점이라 하고, 이 하중을 박막의 부착력이라 한다. 이를 규

명하기 위하여 음향센서, 현미경 등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하중이 최  30 N 정도로 제한되어 공구 

박막의 측정에는 어려움이 있다[6]. 

 

 
Fig. 3. Scratch test overview. 

 

2.2.2 압입 테스트(Indentation Test) 

압입테스트는 취성 박막의 부착력을 측정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접촉 이후 

일정 깊이까지 인덴터를 압입하여 추가하중을 가하고, 이

후 추가하중을 제거하여 Fig. 5와 같은 기준을 이용하여 



 

나노 다이아몬드 코팅박막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한 계측시스템의 개발 

 

Journal of KSDT Vol. 18, No. 1, 2019 
 
 

27 

부착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 방법은 실험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이 실험 결과로 발생하는 

균열은 모재와 박막의 부착력보다 박막의 취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7]. 

 

Fig. 4. Indentation test overview. 

 

Fig. 5. Evaluation of indentation test. 

 

2.3 마찰마모시험 
마찰은 일반적으로 물체들의 표면 돌출부가 부딪히면

서 발생하는 접촉부의 탄성변형, 소성변형, 응착 부위의 

전단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있다. 

마모는 물체의 표면에서 기계적 운동으로 인하여 점차 

부스러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마모의 원인으로는 표면의 

반복접촉에 의하여 발생하는 표면 피로 마모, 경질 소재

나 단단한 면의 돌출부에 의한 절삭작용으로 발생하는 

연삭 마모, 마찰 시 발생하는 전단에 의하여 생기는 응착 

마모, 분위기나 윤활제로 인한 부식과 기계적 마찰로 인

하여 생기는 부식 마모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에 따른 

마모면 형상을 Fig. 6에 나타냈다. 

NCD코팅 공구로 마찰마모시험을 할 때 최초 접촉하는 

NCD 코팅층이 가진 높은 경도로 인하여, 상 적으로 결속력

이 약한 연마패드의 연마 입자가 Fig. 7과 같이 탈락되면서 마

모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마찰만이 공구표면에 작용하게 된다. 

이 마찰력이 코팅층의 부착력 이상이 될 때, 박리가 발생하고 

모재가 노출된다. 모재인 텅스텐카바이드는 마모의 특성을 가

진다. 그러므로 실험 중 코팅층의 마찰특성에서 모재의 마모로 

진동특성이 변하게 된다. 

Fig. 6. Wear surface shape according to wear type. 

 

Fig. 7. Particle dropout of abrasive wear.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마찰마모시험 장비 중 Pin-on-disc

형 미끄럼 마찰마모시험기 구조를 응용하여 장비를 개발

하였다. 

 

3. 평가장비 구성 및 실험방법 

3.1 평가장비 및 실험방법 
Fig. 8, Fig. 9에 실험 장비와 각 부분의 명칭을 나타냈다. 

시편 표면에 마찰력을 발생시켜 박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실린더 모터를 이용하여 시편을 고정하고 있는 

JIG가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마 플레이

트는 BLDC모터와 벨트를 통해 구동된다. 이때 시편이 연

마패드에 닿으면 마찰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시편에 하중

이 인가된다. 

인가하중을 측정을 위하여 지그부에 부착된 로드셀, 회

전하는 플레이트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측정하기 위하

여 토크센서, 그리고 장비의 진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

속도 센서를 사용하였다. 

Fig. 10에 실험의 개념도를 나타냈다. 본 실험은 마찰마

모시험에서 마찰력을 가하는 부분을 기존보다 큰 마찰력

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착력보다 큰 힘을 가하여 박

리를 발생시킨다. 

실험에 사용한 시편은 Taegutec에서 제공받은 지름 8 mm의 

NCD 코팅 공구를 5 mm로 절단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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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perimental equipment. 
 

Fig. 9. Structure of experimental equipment. 
 
 

 

 

 

 

 

 

Fig. 10. Concept of experimental equipment. 

 

기 위하여 JIG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은 코팅이 되어있지 않은 Shank부분과 코팅이 되

어있는 Flute부분을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6 RPM의 속도로 회전하는 원판에 일정한 속도로 시편

을 접근시키고 설정한 하중값에 하중이 도달하면 반 방

향으로 시편을 이송하고 하중이 0 kg가 될 때까지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실험 중 연마 패드의 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크

게 발생하여, 연마 패드는 1 회만 사용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Shank 부분 실험 
Fig. 11에 실험 중에 발생한 하중, 가속도, 토크데이터를 

나타냈다. Fig. 12는 하중과 마찰력을 통하여 구해낸 마찰 

Fig. 11. Experimental result of shank part. 

Fig. 12. Coefficient of friction of shank part. 
 
계수이다. 마찰계수가 0.32 부근에서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2 Flute 부분 실험 
Fig. 13에 실험 중에 발생한 데이터를 나타냈다. Shank 부

분 실험에 비하여 실험 도중 발생하는 진동이 크며 Fig. 14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마찰계수가 0.6에서 0.3까지 하락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후의 시편 표면을 Fig. 15에 나타냈다. Shank 부분의 

경우 표면의 특성이 바뀌지 않고, 모재의 마모만이 발생

하였다. Flute의 경우 코팅층의 박리 발생 후, 모재의 마모

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박리순간 검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 
수집한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Fig. 16에 나타냈다. 토크

데이터와 연마 플레이트 중심으로부터 시편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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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시편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구하고, 필터링 

된 하중 신호를 이용하여 마찰계수를 구하였다. 가속도 

데이터는 1 초 단위로 FFT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3. Experimental result of flute part. 

Fig. 14. Coefficient of friction of flute part. 

 

Fig. 15. Surface of specimen after an experiment (a) Shank 

part, (b) Flute part. 

 

실험 중, 공구 표면에 가해지는 마찰력으로 인하여 코

팅층의 박리가 발생하면, 모재층이 외부에 노출되게 된다. 

NCD코팅층은 높은 경도로 인하여 마찰과 응착 마모의 

특성을 나타내고, 모재는 마모의 특성을 가진다. Fig. 1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편에 가해지는 하중의 최댓값을 기

준으로 하중 증가와 하중 감소 구간으로 구분한다. 

Fig. 16. Process of data processing. 

 

Fig. 17. Classification of load change area. 

 

실험 도중 박리가 발생했다면 박리는 하중 증가 구간

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A 구간

에서 NCD의 마찰로 인한 진동에서 모재의 마모로 인한 

진동으로 변화하는 구간이 존재하고, B구간은 A 구간에서 

박리가 발생했으므로 모재의 마모로 인한 진동만이 발생

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A, B 각각 구간에서의 가속도 데이터를 0.1초 간격으로 

1초 길이의 신호를 각각 FFT분석하여 스펙트로그램으로 

Fig. 18, Fig. 19에 나타냈다. 이는 각 시점에서의 특정주파수

와 강도를 한눈에 확인하기 쉽도록 나타낸 것이다. 

Shank와 Flute 부분의A, B구간에서의 주파수 강도값을 

평균으로 나타내면 Fig. 20, Fig. 21과 같다. 

 

 
Fig. 18. Spectrogram in s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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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pectrogram in flute. 

 

 
Fig. 20. FFT average data of A, B section in shank. 

 

  
Fig. 21. FFT average data of A, B section in flute. 

 

 
Fig. 22. Relative error with FFT average data in flute. 

Shank부분에서는 A, B구간 모두 모재의 진동특성을 나

타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일치한다. 하지만 Flute 부분에서

는 A와 B구간의 진동특성이 다르다. 

그러므로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데이터로 박리시점을 검출하기 위하여 마모의 특

성만을 가지는 B구간의 FFT평균데이터와 A, B구간 각 시

점에서의 FFT 데이터의 상 오차를 구한다. Fig. 22에 Flute 

부분의 상 오차를 나타냈다. 10초 부근에서 변곡점이 발

생하였다. 이 지점에서 진동특성이 가장 크게 바뀌었으므

로 박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박리시점에서의 마찰력

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21에 마찰력을 나타냈다. 마찰력의 

최댓값은 1.917 kg로 확인되었고, 이를 부착력이라 한다. 
 

 

Fig. 23. Frictional forc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부착력평가 장비의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새로운 부착력 평가장비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장

비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박리시점을 검출하고 부착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고, NCD 코팅 공구의 부착력이 1.917 kg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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