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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기판 상에 내마모성과 윤활성 그리고 내마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diamond-like carbon film: DLC 

필름)을 코팅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기판과 DLC 필름간에 텅스텐층과 텅스텐-탄소의 혼합물층을 접착력 증진층으로 

삽입함으로서 DLC 필름의 접착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1

색인어

DLC 필름, 접착 강도, 철계 기판, 접착력 증진층, 잔류 응력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DLC 필름 코팅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 단면도.

       도 2의 (a) 내지 (d)는 다양한 조건 하에서 제조된 DLC 필름 코팅 구조물을 단면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촬영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진공계

       20 : 진공 챔버

       30 : 가스 공급계

       40 : 전원 공급계

       50 : 마그네트론 스퍼터 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판 상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diamond-like carbon film: 이하 "DLC 필름"이라 함)을 코팅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기판과 DLC 필름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들간에 접착력 증진층을 삽입하는 DLC 필름 코팅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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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C 필름은, 높은 경도와 윤활성 및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이 매우 평활하고, 저온에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탄화물을 포함하지 않는 이종 기판과의 접착력이 나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금형, 공구 또는 구조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철계 기판과의 접착력이 나쁘기 때문에, DLC 필름의 응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철계 기판과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이 요구된다.

       종래, DLC 필름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필름의 잔류 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및 필름과 기판의 계면 접착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먼저, 필름의 잔류 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필름을 합성할 때 제3 원소를 첨가하거나 합성 온도를 증가시키거나 추후의 열처리 등을 

통해 필름의 잔류 응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DLC 필름의 경우, 잔류 응력은 필름의 구조나 기계적 물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류 응력이 감소되면 필름의 구조가 열화되고 이에 따라 필름의 기계적 물성도 열화된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필름의 

물성을 우수하게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기판과 필름의 계면 접착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기판의 청결도 및 기판 표면과 필름간의 계면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계면 

접착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통상, 기판을 합성 장비에 장착하기 전에 트리클로로에틸렌, 아세톤 등의 유기 용매로 기판을 세척하여 표면에 

잔류하는 오일이나 유기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며, 기판을 합성 장비에 장착하고 나서 DLC 필름을 코팅하기 전에 아르곤 이온을 

이용한 스퍼터링에 의해 기판 표면의 산화물 등을 제거하고 기판 표면을 활성화시키는 공정을 다시 한번 거치게 된다.  그러나, 철계 

기판에서는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도 DLC 필름의 충분한 접착력을 구현할 수 없으므로, 필름과 기판 재질 모두와 화학적 친화력이 우수한 

재료로 이루어진 접착력 증진층을 개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접착력 증진층으로는, Si(silicon)나 Ti(titanium) 등의 재료가 단일층 

구조 혹은 복합층 구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Si는 자체의 충격 강도가 낮아서 코팅된 부품이 충격을 받을 때 Si층을 따라 필름이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Ti는 산화성이 높기 때문에 산화 Ti가 접착력 증진층에 존재하게 되어 접착력의 증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판과 DLC 필름 사이의 접착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된 접착력 증진층을 제공하는 DLC 필름 코팅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르면, 기판 상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코팅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판이 배치되는 진공 챔버, 상기 진공 

챔버의 내부를 코팅에 적합한 진공 상태로 유지시키는 진공 수단, 상기 기판 위에 제1 원소로 이루어지며 소정의 두께를 갖는 제1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하는 수단,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 위에, 상기 제1 원소와 제2 원소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제2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하는 수단, 

및  상기 제2 접착력 증진층 위에 상기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적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제1 원소는 주기율표 4족 내지 6족에 포함되는 원소들 중의 적어도 하나의 원소인 것이 양호하며, 특히 텅스텐(W), 몰리브덴(Mo), 

팔라듐(Pd) 및 탄탈륨(Ta)을 포함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좋다.

       상기 제2 원소는 메탄(CH4)의 분해에 의해서 얻어지는 탄소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 적층 수단은 스퍼터링(sputtering)에 의해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할 수 있으며, 상기 스퍼터링에 

사용되는 스퍼터 가스는 아르곤 가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접착력 증진층 적층 수단은 스퍼터링에 의해 상기 제2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할 수 있으며, 상기 스퍼터링 시에 사용되는 스퍼터 

가스는 아르곤 가스와 탄화 수소 가스의 혼합 가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상기 탄화 수소 가스의 함량은 10∼60%인 것이 좋고, 특히 

25∼50%인 것이 좋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르면, 기판 상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코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준비하는(preparing) 단계, 상기 

기판 위에 제1 원소로 이루어지며 소정의 두께를 갖는 제1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하는 단계,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 위에, 상기 제1 원소와 제2 

원소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제2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접착력 증친층 위에 상기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적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르면,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구조물에 있어서, 기판, 상기 기판 위에 적층되며, 제1 원소로 이루어지며 

소정의 두께를 갖는 1 접착력 증진층,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 위에 적층되며 상기 제1 원소와 제2 원소의 혼합무로 이루어진 제2 접착력 

증진층, 및 상기 제2 접착력 증친층 위에 적층된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포함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구조물이 제공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DLC 필름 코팅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 단면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DLC 필름 코팅 장치는, 진공계(10), 진공 챔버(20), 가스 공급계(30), 전원 공급계(40) 및 마그네트론 

스퍼터 건(50)을 포함하고 있다.

       진공계(10)는 진공 펌프(11), 예를 들어 터보 몰레큘러 펌프(turbo molecular pump)와 밸브(12)를 포함하여, 진공 챔버(20)의 내부를 

코팅에 적합한 진공 상태로 유지시킨다.

       진공 챔버(20) 내의 하부에는 기판 지지대(21)가 배치되어 있으며, 기판 지지대(21)의 상부에는 코팅하고자 하는 기판(1)이 지지된다.  

기판 지지대(21)는 기판(1)의 온도가 적정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냉각수가 계속 흐르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진공 챔버(20) 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측정기(23)가 제공되어 있다.  이러한 압력 측정기(23)로 측정한 값들은 밸브(12)

의 개방도 조절에 반영되며, 이로써 진공 챔버(20) 내의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가스 공급계(30)는 기판 코팅에 필요한 가스들, 예를 들어 아르곤 가스, 메탄 가스 등을 진공 챔버(20) 내에 공급해준다.

       전원 공급계(40)는, 진공 챔버(20) 내의 기판 지지대(21)에 접속되어 진공 챔버(20) 내부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원(41), 및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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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20)와 전원(41)간에 삽입되어 이들간의 임피던스를 조정하기 위한 정합 회로(42)를 포함할 수 있다.  전원(41)으로서는, 예를 들어 13.56 

 ㎒의 고주파 전원이 사용될 수 있다.

       마그네트론 스퍼터 건(50)은 진공 챔버(20)의 상부에 기판 지지대(21)와 대면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스퍼터 전원 공급계(51)

로부터 스퍼터 전원, 예를 들어 DC 전원을 인가받는다.  마그네트론 스퍼터 건(50)의 하부에는 스퍼터 건 셔터(22)가 설치되어, 마그네트론 

스퍼터 건(50)을 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마크네트론 스퍼터 건(50) 내에는 99.99%의 텅스텐 타겟이 설치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DLC 필름 코팅 장치를 사용하여, 기판(1) 상에 DLC 필름을 코팅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예를 들어, 공구강(SKD11: AISID2 steel)으로 이루어진 기판(1)을 유기 용매로 세척하여, 진공 챔버(20) 내의 기판 지지대(21) 상에 

장착한다.

       이어서, 가스 공급계(30)로부터 아르곤 가스를 6 sccm 공급하면서, 압력 측정기(23)와 밸브(12)를 이용하여 진공 챔버(20) 내의 압력을 4 

mTorr로 유지하고, 전원 공급계(40)로부터 기판 지지대(21)에 RF 전원을 공급하여, 기판 바이어스 -750 V에서 기판(1)을 1시간 동안 아르곤 

플라즈마 세척한다.

       그 후, 마그네트론 스퍼터 건(50)에 DC 전원을 인가하여 마그네트론 스퍼터 건(50) 내부의 텅스텐 타겟을 스퍼터링함으로써, 텅스텐(W)

이 비산되어 기판(1) 상에 텅스텐층(W층)이 증착되게 한다.  이 때, 스퍼터 가스로서 아르곤 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스퍼터링 압력은 10 

 mTorr, DC 전원은 1,000 V, 300 ㎃를 사용할 수 있다.

       계속해서, 아르곤 가스에 대략 25%의 탄화 수소 가스, 예를 들어 메탄 가스(CH4)를 혼합하여 스퍼터링을 실시하여, W층의 상부에 

텅스텐-탄소 혼합층(W-C층)을 증착한다.

        이어서, 벤젠 8 sccm, 압력 10 mTorr, 기판 바이어스 -500 V에서 RF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W-C층 상에 DLC 필름을 대략 2 ㎛ 두께로 

증착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DLC 필름 코팅 구조물을 완성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판(1)과 DLC 필름간에 W층 및 W-C층으로 이루어지는 접착력 증진층을 개재함으로써, 기판과 DLC 필름간의 접착 

강도를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어, 매우 안정된 필름을 형성할 수 있다.

       표 1은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DLC 필름 코팅 구조물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 하에서, 스크래치 테스트(scratch test)를 행하여, DLC 

필름의 박리가 일어나는 임계 하중을 측정한 값을 나타낸다.

[표 1]

실험 번호 W층의 두께 W-C층의 유무 DLC 필름의 접착 강도

1  30 ㎚ 무 30 N

2  14 ㎚ 유 35 N

3  30 ㎚ 유 42 N

4  64 ㎚ 유 50 N

5  84 ㎚ 유 > 50 N

       표 1의 실험 번호 1과 3을 비교해보면, 단순히 W층만 적층되어 있는 것보다 W층 상부에 W-C층을 적층할 때 DCL 필름의 접착 강도가 

더욱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의 실험 번호 2 내지 5를 비교해보면, W층의 두께가 증가할 수록 DLC 필름의 접착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의 (a) 내지 (d)는 각각 실험 번호 2 내지 5에 따라 제조된 DLC 필름 코팅 구조물을 단면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촬영한 도면이다.  도 

2의 (a) 내지 (d)에서 참조 부호 100은 Si 기판, 101은 비정질 실리콘층, 102는 W층, 103은 W-C층, 104는 DLC 필름을 각각 나타낸다.  이 때, 

기판으로서 Si 기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DLC 필름 코팅 구조물의 구조를 단면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경우, Si 이외의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기판보다 Si 기판 상에서 각 층의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Si 기판 이외의 다른 기판에서도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조를 얻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도시한 바와 같이, W층(102)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W층(102)의 원주형(columnar) 구조가 발달하여, W층(102)과 W-C층(103)의 

구조적 연속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W층의 두께 증가에 따라 W-C층(103)과 DLC 필름(104)의 계면이 거칠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층(102)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층간의 구조적 연속성이 잘 유지되고 접착력 증진층, 즉 W층(102) 및 W-C층(103)과 DLC 필름

(104) 사이에 결합(interlocking) 효과가 현저해지므로, DLC 필름(104)의 접착 강도가 향상될 수 있다.

       한편, W-C층(103)을 형성할 때, 아르곤 스퍼터링 가스에 첨가하는 탄화 수소의 함량이 소정값을 넘게 되면, DLC 필름의 접착 강도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  이는 탄화 수소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텅스텐 타겟의 표면 포이즈닝(poisoning)이 심해지면서, W층(102) 위에 

기계적 특성이 나쁜 탄소층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W-C층(103)의 합성 시 탄화 수소의 함량을 조절하는 것이 접착 강도 증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 때 탄화 수소의 함량은 10∼60%, 바람직하게는 25∼50%인 것이 좋다.

       (비교예)

       상기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와 동일한 조건에서, 기판(1)을 아르곤 플라즈마 세척한 후,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하지 않고 벤젠 8 sccm, 

 압력 10 mTorr, 기판 바이어스 -500 V에서 RF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DLC 필름을 2 ㎛ 두께로 증착하였다.

       이 경우, DLC 필름 코팅 구조물은 접착력이 불량하여, 구조물을 진공 챔버(20)에서 꺼내자마자 기판의 모든 부위에서 필름이 분리되어 

깨져나갔다.  즉,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하지 않는 DLC 필름에 존재하는 잔류 응력은 2 GPa에 이르기 때문에, 기판과의 접착력이 나빠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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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C 필름이 스스로 박리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기판과 DLC 필름간에 W층의 접착력 증진층이 없을 때에는 DLC 필름의 높은 잔류 응력 때문에 코팅된 DLC 필름이 

기판으로부터 스스로 박리되지만, W층이 존재할 때는 DLC 필름의 접착력이 현저히 향상되어 안정된 코팅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W층의 

두께가 증가할 수록 접착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W층 위에 W-C층이 적층되는 경우, DLC 필름의 접착력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DLC 필름과 기판과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W층과 W-C층을 접착력 증진층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들 

접착력 증진층과 DLC 필름 사이에 결합 효과가 현저해지므로, 철계 금속 기판을 비롯한 이종 기판과 DLC 필름간의 접착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상기한 실시예들에서는 접착력 증진층 형성 방법으로서 스퍼터링 방법을 사용하고, DLC 필름의 형성 방법으로서 RF 플라즈마 화학적 

기상 성장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이들 방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면의 조성과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면 본 발명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코팅 모재로서 공구강

(SK11)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공구강의 코팅 모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철계, 비철계 금속 모재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텅스텐을 사용하는 접착력 증진층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텅스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질을 가진 다른 물질, 예를 들어 

주기율표 4족 내지 6족 원소 중에서 몰리브덴(Mo), 팔라듐(Pd), 탄탈륨(Ta) 등을 접착력 증진층 형성에 사용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코팅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판이 배치되는 진공 챔버,

       상기 진공 챔버의 내부를 코팅에 적합한 진공 상태로 유지시키는 진공 수단,

       상기 기판 위에 제1 원소로 이루어지며 소정의 두께를 갖는 제1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하는 수단,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 위에, 상기 제1 원소와 제2 원소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제2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하는 수단, 및  

       상기 제2 접착력 증진층 위에 상기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적층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원소는 탄소이고,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은 그 소정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상기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의 

접착력이 증가하도록 구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원소는 주기율표 4족 내지 6족에 포함되는 원소들 중의 적어도 하나의 원소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원소는 상기 주기율표 4족 내지 6족에 포함된 텅스텐(W), 몰리브덴(Mo), 팔라듐(Pd) 및 탄탈륨(Ta)으로부터 

선택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는 메탄(CH4)의 분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 적층 수단은 스퍼터링(sputtering)에 의해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스퍼터링에 사용되는 스퍼터 가스는 아르곤 가스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접착력 증진층 적층 수단은 스퍼터링에 의해 상기 제2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스퍼터링 시에 사용되는 스퍼터 가스는 아르곤 가스와 탄화 수소 가스의 혼합 가스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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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탄화 수소 가스의 함량은 10∼60%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탄화 수소 가스의 함량은 25∼50%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

청구항 12.   

       기판 상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코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 위에 제1 원소로 이루어지며 소정의 두께를 갖는 제1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하는 단계,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 위에, 상기 제1 원소와 제2 원소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제2 접착력 증진층을 적층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접착력 증친층 위에 상기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을 적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원소는 탄소이고,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은 그 소정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상기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의 

접착력이 증가하도록 구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원소는 주기율표 4족 내지 6족에 포함되는 원소들 중의 적어도 하나의 원소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원소는 상기 주기율표 4족 내지 6족에 포함된 텅스텐(W), 몰리브덴(Mo), 팔라듐(Pd) 및 탄탈륨(Ta)으로부터 

선택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는 메탄(CH4)의 분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 적층 단계에서,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이 스퍼터링에 의해 적층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스퍼터링에 사용되는 스퍼터 가스는 아르곤 가스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

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접착력 증진층 적층 단계에서, 상기 제2 접착력 증진층이 스퍼터링에 의해 적층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스퍼터링 시에 사용되는 스퍼터 가스는 아르곤 가스와 탄화 수소 가스의 혼합 가스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탄화 수소 가스의 함량은 10∼60%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탄화 수소 가스의 함량은 25∼50%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방법.

청구항 23.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구조물에 있어서,

       기판,

       상기 기판 위에 적층되며, 제1 원소로 이루어지며 소정의 두께를 갖는 제1 접착력 증진층,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 위에 적층되며, 상기 제1 원소와 제2 원소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2 접착력 증진층, 및 

       상기 제1 접착력 증친층 위에 적층된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을 포함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구조물.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원소는 탄소이고, 상기 제1 접착력 증진층은 그 소정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상기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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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력이 증가하도록 구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구조물.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원소는 주기율표 4족 내지 6족에 포함되는 원소들 중의 적어도 하나의 원소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구조물.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원소는 상기 주기율표 4족 내지 6족에 포함된 텅스텐(W), 몰리브덴(Mo), 팔라듐(Pd) 및 탄탈륨(Ta)으로부터 

선택되는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구조물.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는 메탄(CH4)의 분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인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 코팅 구조물.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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