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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종래 경질 탄소막에 규소를 적정 수준으로 함유시켜 막의 광학적 특성은 유지시키되 내식성 등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라디오파 플라즈마 CVD 장비의 모식도이다.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에 따라 합성된 규소 함유 경질 탄소막의 규소 함량에 따른 경도 및 탄성 계수 변화를 각각 나타내는 그래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합성된 규소 함유 경질 탄소막의 규소 함량에 따른 적외선 영역에서의 광흡수율 스펙트럼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4는 코팅되지 않은 게르마늄 광학창, 규소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 경질 탄소막이 코팅된 광학창 및 규소 함유 경질 탄소막이 코팅된 

광학창의 광투과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5는 도 4의 시편들의 고체 입자 내식성 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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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계적 특성이 취약한 적외선 광학 기재의 내식성 (errosion resistance)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소 함유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 및 이러한 막을 적외선 광학 기재상에 합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파장 3 내지 5 ㎛ 또는 8 내지 12 ㎛ 범위의 적외선을 감지하는 군수 및 민수용 야시경 렌즈 등 열상 장비 광학계에는 적외선의 투과율이 

높은 Ge, Si, ZnS, ZnSe 등의 광학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원적외선 구간에서의 흡수는 재료 내의 원자 결합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원자 결합의 강도가 작을수록 또한 원자의 무게가 클수록 원적외선의 흡수는 감소한다.  따라서, 적외선 광투과 특성이 

향상될수록 재료의 경도, 탄성 계수 등의 기계적 특성은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외선 광학창 등 광학 

기재의 표면에 투과 특성이 좋으면서도 기계적 특성 또한 우수한 막을 코팅하여 사용해왔으며,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성 카본 박막, 즉 경질 

탄소막을 코팅하여 사용해왔다.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은 적외선 영역에서의 투과 특성이 우수하면서도 경도, 탄성 계수, 내마모성 등의 기계적 특성이 뛰어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적외선 영역에서의 굴절률을 1.8 내지 2.4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Ge 등의 

적외선 광학창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막을 코팅함으로써 무반사 코팅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막을 적외선 광학창의 

보호층 또는 무반사 코팅으로 응용하는 것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 환경이 열악하여 광학창의 긁힘 또는 마식에 의한 손상이 

심각한 군수용 제품에 사용되어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체 입자의 충돌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내식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막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유리하다 [참조: J. E. 

Field, Q. Sun, H. Gao and G. H. Jilbert, Wear, 186-187 (1995) 195].  그러나 경질 탄소막을 이용한 무반사 코팅의 경우에는 박막의 두께를 

제한하는 몇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로는 무반사 코팅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막의 두께가 파장의 1/4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르마늄 광학창에 10 ㎛의 파장 영역에서의 무반사 코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의 두께가 약 1.25 ㎛ 정도로 제한된다.  둘째로는, 

합성된 막은 높은 잔류 응력을 가지게되므로 두꺼운 층의 코팅 자체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팅층의 두께는 

 통상 약 1 내지 2 ㎛ 정도로 제한되게 된다.  따라서, 경질 탄소막의 코팅에 의한 내식 특성의 향상은 여전히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적외선 광학창 위에 보론 포스파이드(BP)와 같은, 광학창 재료와 비슷한 굴절률을 가지면서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재료를 10 ㎛ 이상의 두께로 코팅하고, 그 위에 다시 비정질 탄소막을 코팅하는 방법 등이 개발되어 왔다 [참조: E. M. Waddell, 

D. R. Gibson and M. Wilson, SPIE Proc. 2286(1994) 376].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B2H6, PH3 등의 맹독성의 개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시간의 코팅이 요구된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또한 두꺼운 BP막에 의한 광흡수로 인해 전체 투과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고체 

입자의 충돌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재료의 표면에 고탄성층이 존재하는 경우 내식 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참조: S. van 

der Zwagg, J. E. Field, Phil. Mag. A46(1982) 133].  따라서, 적외선 광학창의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탄성 계수가 높은 막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막의 코팅으로 인한 광학창 광투과율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흡수율은 최소화하면서 막의 굴절률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코팅막의 고체 입자에 대한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규소를 첨가함으로써 종래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의 구조를 변화시키되, 그 광학적 특성은 유지시키면서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본 발명은 맹독성의 개스를 사용하지 않고 두꺼운 막을 코팅하지 않으면서 광학적 특성의 변화 없이 막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체 입자에 대한 내식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0.1 내지 10 원자%의 규소를 함유하는 두께 0.5 내지 3 ㎛의 내식성 무반사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광학 기재 상에 0.1 내지 10 원자%의 규소를 함유하는 두께 0.5 내지 3 ㎛의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을 합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0.1 내지 10 원자%의 규소를 함유하는 두께 0.5 내지 3 ㎛의 내식성 무반사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으로 코팅된 광학 

부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코팅되는 광학 기재의 광투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내식성을 나타내기 위해 본 발명의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은 0.1 내지 10 

 원자%의 규소를 함유하며, 두께가 0.5 내지 3 ㎛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은 탄소막의 합성에 사용되는 통상의 방법, 예를 들어, 플라즈마 화학증착법(CVD), 스퍼터링, 이온 

빔 합성법, 이온 플레이팅법 등을 사용하여 통상의 합성 조건하에 광학 기재상에 합성될 수 있으며, 특히 10 KHz 내지 50 MHz의 고주파 및 1 

mTorr 내지 100 Torr의 압력 조건하에 플라즈마 화학증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되는 탄소원으로서는 벤젠, 메탄, 아세틸렌 

등의 탄화수소 화합물이 있으며, 이중 광학적 특성의 조절이 용이하고 합성 속도가 빠른 벤젠이 바람직하다.  사용되는 규소원으로서는 SiH4, 

(C2H5)2SiH2, (C6H5)2SiH2 등이 있으며, Si와 H로만 이루어진 SiH4가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은 Ge, Si, ZnS, ZnSe, MgF2, 사파이어 등으로 제조된 적외선 광학창 또는 렌즈 등의 광학 

부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 및 실시예를 통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의 합성에 사용될 수 있는 라디오파 플라즈마 CVD 합성 장치의 모식도이다.  장치는 

크게 나누어 반응 챔버, 진공계, 개스 공급계 및 전원 공급계의 4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의 라디오파 플라즈마 CVD법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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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일하다.  단, 합성 중 규소를 첨가하기 위한, 예를 들어, SiH4 개스 공급 장치가 개스 공급계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막의 합성을 위한 

탄화수소 화합물로서는 합성 속도가 빠르고 막의 특성 조절이 용이한 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막 내의 규소 함량은 합성 개스 

내의 규소 함유 개스의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조: 김 명근, 최 준엽, 이 광렬, 은 광용, Proc. 1st 

Int. Diam. Symp., 임 대순, 구 형회 편저 (1996) 164].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에 따라 합성된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의 규소 함량에 따른 경도 및 탄성 계수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2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막 내의 규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막의 경도나 탄성 계수가 모두 증가하지만, 일정량 이상의 

규소가 함유될 때 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규소가 sp 3 결합만을 가지기 때문에 작은 양의 규소가 첨가되면 막 내에 

3차원적 원자 결합 구조를 증가시키지만, 많은 양의 실리콘이 첨가되면 막 내에 규칙성을 가진 Si-C 결합을 증가시키며 수소와 결합하는 

실리콘 결합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합성된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의 규소 함량에 따른 흡수 계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 스펙트럼 

 상의 숫자는 막 내의 규소 원자%를 나타낸다.  도 3에서는 상호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펙트럼들을 상하로 이동시켰다.  3 내지 5 ㎛ 

 구간과 8 내지 12 ㎛ 구간에서 막의 광흡수율은 규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Si-H와 Si-C 결합의 양이 각각 

증가하기 때문이다.  

       도 2a, 도 2b 및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규소 함유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은 규소를 함유하지 않은 탄소막에 비해 경도나 탄성 

계수가 크기 때문에 내식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다량의 규소 첨가는 광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막 내의 규소 

함량을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적외선 광학창의 광투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내식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소를 

적정량으로 첨가하여야 한다.  본 발명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 중 규소 함량이 0.1 내지 10 원자 %, 바람직하게는 2 내지 7 원자 

 %이고, 두께가 0.5 내지 3 ㎛일 때 광학적 특성의 변화 없이 내식 특성이 현저히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시예 1

       본 실시예는 코팅되지 않은 게르마늄(Ge) 적외선 광학창, 규소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으로 코팅된 Ge 광학창 및 

규소 함유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으로 코팅된 Ge 광학창의 광투과 및 내식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적외선 영역에서 광학 재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르마늄(Ge)은 4.02의 높은 굴절률을 가지고 있다.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팅되지 않은 Ge의 광투과도는 12 

 ㎛ 까지의 파장 영역에서 47%를 나타낸다.  

        지름 25.4 ㎜ 및 두께 2 ㎜인 Ge 기판에 다음과 같이 규소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 및 규소 함유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을 각각  1.2 및 1.1 ㎛ 두께로 코팅하였다.  순수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은 Ge 기판에 압력 10 mTorr의 벤젠을 사용하여 기판 

 바이어스 전압 -300 V에서 두께 1 ㎛로 합성하였다.  규소 함유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의 벤젠과 SiH4 개스를 9:1로 혼합하여 합성 챔버 

 내로 공급하고, 압력을 10 mTorr로 유지한 뒤, 기판 바이아스 전압 -300 V에서 두께 1.1 ㎛로 합성하였다.  이 조건에서 합성된 규소의 조성은 

5.6 원자%였다.  

       도 4에는 위와 같이 제조된 시편의 광투과 스펙트럼이 도시되어 있다.  막의 두께 차이로 인해 규소 함유 막을 코팅한 경우에 최대 광투과 

위치가 약간 단파장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규소의 첨가에 의해 흡수가 증가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시편들의 내식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40 내지 63 ㎛ 크기의 실리카 샌드를 이용하여 플럭스 0.36 ㎏/㎡s, 속도 23 m/s의 조건하에 

 내식성 시험을 행하였다.  일정 시간 마식시킨 후에 파장 10 ㎛에서의 광투과성을 측정하여 손상 정도를 비교하였다.  도 5의 곡선 (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코팅되지 않은 게르마늄 광학창은 내식성이 매우 나쁜 것을 알 수 있다.  내식성 시험 시작 50 초만에 광투과도가 25%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이상에서는 단지 20% 정도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곡선 (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순수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으로 코팅된 광학창은 시험 시작 200 초까지는 광투과도의 감소가 거의 관찰되지 않지만, 그 이후 광투과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600 초에는 25% 미만으로 감소 하고 있다.  한편, 적정 범위 내인 5.6 %의 규소가 함유된 1.1 ㎛ 두께의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으로 코팅된 

광학창의 경우에는 곡선 (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내식성이 더욱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시험 시작 700 초까지도 광투과성의 감소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800 초에서는 급격한 감소가 일어났다.  이들 시편을 전자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급격한 광투과성의 감소는 막의 

코팅에도 불구하고 광학창에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예는 적정량의 규소가 함유된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으로 

코팅함으로써 광학적 특성의 변화 없이 내식성 특성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시예 2

       본 실시예는 규소 함량이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에 내식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규소 함유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을 합성하되 합성 개스 내의 SiH4 분압을 9.5 mTorr까지 증가시켜 막 내의 규소 함량이 17%가 되게 

하였다.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내식성 시험을 행한 결과, 내식성 특성은 실시예 1에서 5.6 %의 규소가 함유된 경우와 동일하게 

 시험 시간 700 초까지 광투과성의 현저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17 % 규소 함유막의 경우에는 막 내의 Si-C 결합에 의해 10 ㎛ 

근처에서 광투과성이 나빠져서 적외선 광학창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적정량 이상의 규소가 함유되는 것은 

적외선 광학창의 코팅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종래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에 적정량의 규소를 함유시킴으로써 막의 광투과성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내식성 등의 기계적 강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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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내지 10 원자%의 규소를 함유하는 두께 0.5 내지 3 ㎛의 내식성 무반사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

청구항 2.   

       광학 기재 상에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을 증착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탄소원으로서 탄화수소 화합물을 사용하고, 규소원으로서 규소 

함유 개스를 사용하며, 상기 광학 기재는 Ge, Si, ZnS, ZnSe, MgF2, 사파이어 등으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합성 개스의 규소 분압을 조절하여 

 제조되는 탄소막 중의 규소 함량을 0.1 내지 10 원자% 범위이게 하는, 두께 0.5 내지 3 ㎛의 내식성 무반사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은 플라즈마 화학증착법(CVD), 스퍼터링, 이온 빔 합성법 또는 이온 플레이팅법으로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10 KHz 내지 50 MHz의 고주파 및 1 mTorr 내지 100 Torr의 압력 조건하에 플라즈마 화학증착법으로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따른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막으로 코팅된 광학 부품.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광학 부품이 적외선 광학창 또는 렌즈인 광학 부품.

도면

     도면 1

     도면 2a



WIPS PIView 3.3.3.9

 2008/6/11  5 / 7

     도면 2b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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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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