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1세기 전략적 과학기술분야로서 나노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나노기술의 발전은 재

료, 기계, 전자, 교통, 환경, 의학, 에너지등거의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기술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

고있는데, 이미몇몇분야에서그가능성이제시되고

있다. 예를들면, DNA를이용한대용량의기록저장매

체가개발되고있으며1), 탄소나노튜브를이용한디스

플레이2), 암세포를선택적으로공격할수있는나노분

말3), 그리고나노선을이용한논리소자4) 등이실현되

고있다. 또한, 나노기술은물질의기본적특성을결정

하는원자수준에서물질의특성과반응을제어하기때

문에기존물질과는전혀다른새로운물질의탄생가

능성도나노기술을통해더욱높아질것으로기대되고

있다. 나노입자의크기변화에따라 band gap의변화

가 유발되어 색깔이 변하는 현상5) 등은 물질의 고유

성질도 나노 스케일에서 변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

여주고 있다. 이렇듯 나노기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혹은 산업적 중요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

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전 세

계의나노기술관련연구비규모가 15억불을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6).

1960년대 이후 각종 기계부품과 공구 그리고 금형

등의 성능향상을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경

질박막코팅분야에서도나노구조박막의실현을통해

새로운 물성의 코팅기술을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 모든

물질중가장높은경도를가진것으로알려져있는다

이아몬드에버금가거나이를능가하는경도의나노구

조초경질박막의합성이보고되면서, 이분야의연구

는더욱활기를띠고있다7). 초경질박막의합성은학

문적 중요성 뿐 아니라, 절삭공구나 기계부품의 특성

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산업적

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들어높은생산성과환경친화성을가진건식절삭

의구현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고경도내마모코팅의

구현이 필요하며, 동시에 높은 고온경도와 인성 그리

고낮은마찰계수, 내산화성, 열적·화학적안정성등

매우 다양하고 상반된 특성의 구현이 요구된다. 이러

한코팅층은기존의경질박막으로는구현되기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나노 스케일의 박막 구조제어

기술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8). 국내에서도이분야

의산학연협동을통한활발한연구개발이진행되어왔

으며, 최근에는 나노소재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단에

서도 나노 구조 경질박막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의욕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9). 

본 고에서는 경질 박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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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명과나노구조경질박막의국내외연구동향을개

괄하는데역점을두었으며, 나노소재프론티어사업단

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최근의 국내 연구개발 결과

를 보고하고자 했다. 경질 코팅기술에 대한 총체적인

기술해설은국내외에이미많은리뷰논문이발표되어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나노구조 초경

코팅기술의주요이슈와향후연구방향을살펴보는데

에는 2003년 3월호미국재료학회회보의특집논문모

음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으며10), Veprek에 의해 발

표된 리뷰논문은 나노구조 초경필름의 연구개발 추이

를이해하는데매우유용하다8). 또한, 전반적인경질코

팅의 제조기술과 구조 및 특성평가에 대해서는

Bunshah에 의해 편집된 핸드북에서 자세히 다루어지

고 있다11). 

매우 광범위한 물질이 경질박막 혹은 경질 코팅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물질계로는 전이금

속의질화물및탄화물, 일부산화물, 다이아몬드와수

소함유 비정질 탄소(소위 다이아몬드상 카본) 그리고

입방정 질화붕소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경질재

료는높은경도와내마모윤활특성을갖춘재료를일컬

어 왔지만, 광학 및 광전 분야에서 보호코팅의 필요성

이강조됨에따라그개념이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11). 

아래의그림 1은현재사용되거나연구개발중인경

질 코팅 재료를 경도별로 정리한 도표이다10). 대체로

초경재료라고 하면, 경도 40GPa 이상의 재료를 일컬

으며 대체로 다이아몬드나 tetrahedral amorphic

carbon(ta-C) 혹은 c-BN 등의단일상재료들이연구되

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경질박막의 다층막을 이용

한 초고경도의 구현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그림

의우측에서보는바와같이 90년대중반이후각종질

화물들의 나노구조 다층막을 이용하여 고경도 코팅이

구현되고 있으며, 1999년에는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코팅층이 보고되기도 하 다. 

경질박막의합성에는매우다양한합성기술이사용

되고있다. 그러나, 어떤경우든물질을증착가능한형

태로생성시키는부분과이를기판으로유도하는부분

그리고목표로하는구조로기판에증착시키는부분으

로구성되어있으며, 각부분에적용되는기술에따라

합성기술을 구분할 수 있다. 경질박막에 사용되는 합

성방법은크게물리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과 화학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로 나눌 수 있는데, PVD 기술은 증착재료의

vapor를형성하여기판에증착될수있도록하는것이

며, CVD는 증착원의 기체를 고온에서 분해하여 고온

의기판에증착하는것이다. 그러나, 최근기술의발달

과함께이러한고전적개념이변화되고있다. 최근의

PVD 기술은 형성된 vapor를 이온화시킴으로써 적당

한에너지를가지고증착되도록하고있는데, 이는입

자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착층의 구

조를제어하는데유리하고, 이온화된입자를사용함으

써기판의온도를낮게유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고전적 개념의 CVD는 고온 공정으로 인식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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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1. 각종 경질재료들의경도분포.



만, 최근에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저온 공정 개념으로

확대되어있다. 특히, 플라즈마를이용하는경우고에

너지의 증착입자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 한 구

조의 박막을 합성할 수있게 된다. 

표 1은 경질박막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합성방법의 분류는 그 분류기준에 따

라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PVD와 CVD로

대별하고, PVD의 경우에는 합성재료의 vapor를 형성

하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CVD에서는 기상의 증착원

을여기시키는방법에따라정리하 다. 그러나각방

법에서도 기술적 상세에 따라 더욱 세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evaporation은 증착물의 가열방법에 따라

thermal evaporation, e-beam evaporation 그리고 laser

evapo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마찬가지로 sputtering

기술에서도 증착물 타겟을 sputter 하는 방법에 따라

magnetron sputtering, RF/DC plasma sputtering, ion

beam sputtering 등으로구분된다. CVD의경우에는여

기를 위한 열원 혹은 플라즈마의 에너지원에 따라 더

욱세분화될수있다. 단일조성이아닌질화물이나탄

화물의 합성을 위해서는 reactive 공정이 사용되고 있

다. 즉, 전이금속의 vapor는 sputtering이나 evaporation

을 통해 공급하면서 반응기내에 활성화된 질소, 암모

니아 혹은 탄화수소가스의 분위기를 유지하여 반응물

을생성증착시키는방법이다. 한편, arc evaporation이

나 laser ablation은 질화물 혹은 탄화물의 고체 target

으로부터 직접 코팅을 시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다

양한합성방법이복합화되는추세에있다. 예를들어

협의의 ion plating은 PVD와 CVD의 복합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코팅재료의 vapor는 evaporation이나

sputtering에 의해 만들어 지지만, 이 vapor들이 플라

즈마 내를 통과하면서 여기되거나 이온화되고 기판에

인가된 바이어스 전압에 의해 가속되어 증착된다. 또

한, PACVD와 sputtering, ion beam deposition과

sputtering이복합되듯이개별공정이복합되는공정들

이널리 사용되고 있다. 

물질의경도는소성변형에대한저항으로정의할수

있다. 따라서 경질박막의 경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

로는 구성물질의 원자간 인력과 결정구조, 그리고 박

막내에서전위의거동에 향을미치는미세구조를들

수 있다. 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경도를 고유경도

(intrinsic hardness) 라고 부르며, 원자간 cohesive

energy가 높을수록 커지는데 이는 다시 원자결합거리

가작을수록그리고공유결합의특성이강할수록커지

는 비교적 단순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12-14). 그림 2

는 cohesive energy와물질의경도가 접한관계를가

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15). 또한, 이온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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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질박막에 사용되는 합성방법의 분류

Evaporation Thermal CVD

Sputtering Plasma Assisted CVD

Direct Ion Beam Deposition
Photochemical CVD

Laser Ablation

PVD Process CVD Process

그그림림 2. 재료의경도와 cohesive energy와의관계11).



에비해공유결합의비율이커질수록 cohesive energy

가 증가하고 따라서 경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다이아

몬드는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고유경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전위의 생성과

전파에도 향을 미치므로 전체적인 경도값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그러나, 재료의 경도를 정확히 이해하

기위해서는이외에도소성변형의전반에 향을미치

는 인자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위의 움직임에 향을

미치는미세조직인자가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따

라서, 초경코팅재료의탐색은전위의움직임을억제하

는미세구조의구현이라고할수도있을것이다. 합성

된 필름의 입계, 석출물, 전위분포, 불순물, 공공 등이

경도에 향을미치는데, 상기의경질박막의합성조건

에서는대체로박막내의입자지름이작고결함의 도

가높아서종종동일 bulk재료에비해높은경도값을

나타내기도한다. 나노구조의다층막혹은복합막의경

우에는극도로입자의크기가작아지고결함이높은경

우에해당되어, 초고경도가구현될것으로예상할수

있다. 

박막의미세구조에 향을미치는합성변수에대해서

는 70년대이후로매우활발한연구가진행되어합성온

도, 합성압력, 바이어스전압등에따른구조 역모델

(structure zone model: SZM) 이 제시되어 있다 16-18).

그림 3은 sputtering에서 기판의 온도와 Ar 압력에 따

른필름의미세구조변화를보여주고있다. 온도가낮

을때에는입자의성장보다는반복적인핵생성에의한

박막합성이일어나기때문에입자의크기가작고결함

이 많은 구조를 가지며 코팅원자의 도달각도 등이 구

조발달에 향을 미친다. 기판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기판상에서원자의유동성이향상되면서필름내의

입자크기가증가하고더욱더잘발달된기둥구조를가

지며 형성되게 된다. 증착원자 혹은 이온의 에너지의

향은 좀 더 복잡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증착원자의

kinetic energy가기판재료의 cohesive energy 보다높

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조를 붕괴시키며 비정질구조의

형성의촉진하게된다. 따라서, 기판의온도가낮은경

우에는 비정질 구조의 필름이 얻어지고, 기판의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재결정과 구조

의붕괴가상호경쟁하면서박막의최종구조를결정하

게 된다. 

박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필름내의 주상구조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박막내의 texture가 발달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19-20). 이러한 texture는 인접입자의

orientation차이에 따른 성장속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

하는데, 그림 4는 그 전형적인 미세구조의 발달을 보

여주고있다21). 특히초기성장단계에서주상입자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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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3. Thornton에의해제안된 sputter 필름의구조 역모
델17).

그그림림 4. 주상조직의발달을보여주는 TEM 단면미세조직21).



기 증가가 현저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입자크기의 증

가는필름의물성에큰 향을미치게되는데, 잔류응

력, 경도그리고마찰계수등이이러한필름구조에민

감하다는것이잘알려져있다. 이는입자의크기증가

에따른입계 도의감소, 표면거칠기의증가와 접

한관계가있다. 필름두께에따른구조의변화를억제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층막 구조가 많은 관심을 끌

어 왔는데, 이는 이종의 막을 반복적으로 증착함으로

써 매 층마다 heterogeneous nucleation을 유도함으로

써입자크기성장과 texture 성장을억제할가능성이있

기때문이다. 

대부분의경질필름합성방법에서는성장표면에서고

에너지의이온충돌이발생하는데, 이러한이온충돌역

시필름의구조발달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이온

의에너지가 cohesive energy보다큰경우에는결정질

구조의붕괴가발생하고, cohesive energy보다크지않

은경우에도이온의충돌에의해합성구조가치 해지

고, 결함이증가하며, 2차핵생성을촉진하여주상입자

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22). 그림 5는

이온의충돌에의해필름의주상구조가붕괴되는것을

잘보여주고 있다. 

합성조건에 따라 미세구조가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

에 필름의 물성도 이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나, 미

세구조와필름의물성과의관계는재료에따라그리고

합성방법에따라매우광범위하게변화하기때문에일

반적인관계를찾기는대단히어렵다. 특히, 내마모윤

활특성의경우에는특성자체가박막의미세구조뿐아

니라, 시험조건, 시험환경 그리고 상대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 본고에서는필름의

경도에 향을미치는구조적인자들에대해서만고찰

해 보고자 한다. 박막의 경도는 대부분 압입시험법에

의해 평가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판의 기계적 특성

이 측정값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다. 기판의 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압입깊

이가작은 knoop indentor를사용하고, 압입깊이가매

우 작도록 압입하중을 감소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압

입깊이를수 nm내로제한하여경도를측정할수있는

나노압입시험법이널리이용되고있다. 그러나, 압입

깊이가작은경우에는필름의조도등이측정오차를유

발할수있으며, 압입크기효과가발생하여경도값이실

제보다 크게 평가되기도 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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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5. 기판바이어스전압의증가에따른필름내주상조직
의붕괴를보여주는 TEM 단면미세조직22).

그그림림 6. 기판합성온도에따른필름의경도변화.



박막의 경도에 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입자의크기가논의되고있다24-25). Hall-Petch

관계는입도가감소함에따라경도가증가하는현상을

기술하고있으나, 질화및탄화박막에서는반대의결

과가얻어지기도한다26-27). 그림 6은기판온도의증가

에따라필름내의입자크기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 필

름의 경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경도에 향을미치는다른인자들을충분히

고려해야만 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인자들로는 입계 및 결함 도,

texture, 석출물, 층상구조등을들수있다. 특히, 세라

믹 박막의 경우에는 물성의 이방성이 크기 때문에

texture에따라경도가크게좌우될수도있다. 한편, 결

함 도는 소성변형 자체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필름

의잔류응력을변화시켜서경도에 향을미치기도한

다. 높은 에너지의 이온 충돌이 일어나는 합성조건에

서 필름은 매우 높은 압축잔류응력을 가지는 것이 잘

알려져있다. 이러한압축잔류응력때문에줄어든원

자간 간격이 탄성거동에 크게 향을 미치고 이에 따

라경도가증가하기도한다28). 한편, 필름조성이나구

조의 주기적 변화가 경도에 큰 향을 미치기도 하는

데29-30), 이것이 나노구조 박막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

가되었다. 이부분에대한자세한고찰은본고의 5절

에서 다루고 있다. 

정 기계 산업이나 전자 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수

명과부가가치를증진시키기위한보호층재료로서내

마모경질코팅의필요성이급속히증가되는추세이다.

우리 주위에서 발견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계 부품들

은좀더가혹한환경하에서안정적으로사용할수있

도록 보호 코팅층을 가지고 있다. 표면의 코팅층으로

는 각각의 부품들이 사용되어지는 환경에 따라 경도,

내마모, 내부식, 저마찰계수등필요한특성을가진소

재를 사용하게 된다. 

고경도 내마모 코팅층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공구분야이다. 20세기의산업발전의핵인대량생산체

제는 21세기의산업에서도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할

것으로예상되는데, 이러한대량생산은바로고성능절

삭공구개발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수

송기 등 기계 구조물은 거의 대부분 선반, 링, 드릴

링 등의 기계가공에 의해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고강도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의

공구가구조용소재의제품화에매우중요한부분을차

지하게된다. 일례로차세대자동차엔진부품등으로

개발되고 있는 Duralcan(Al-SiC 복합소재) 소재의 실

제응용에있어서이소재를가공할수있는적합한절

삭 공구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따

라서아무리기계적물성이우수한소재를개발하 다

하더라고, 이를가공할수있는공구의개발이수반되

지않으면실제여러산업분야에서이러한소재의응

용은 크게 제한받게 됨을 쉽게알 수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삭공구 중 초경이나 HSS(고

속도강) 공구위에 TiN 등의 세라믹 박막을 코팅을 하

여 사용하는 코팅 공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 이는경도와인성이모두높은이상적인공구를구

현하기위하여인성이높은초경공구위에경도가높

은세라믹박막이코팅된형태로개발되어온산물이다.

현재코팅에대표적으로사용되는TiN, TiAlN 계의세

라믹박막의경도는 20~30GPa에해당하고, 이경도범

위를 중심으로 각종 소재의 가공에 적합한 다양한 종

류및사양의코팅공구들이개발되어사용되고있으나,

이정도의 경도 범위로는 향후 주로 사용될 고강도 소

재의가공요구조건을만족시키기에는상당한제약이

따르게 된다. 

실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경도가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는 소재는 다이아몬드로써 그 경도 값은

70~100GPa에 이른다. 따라서 최근 10여년간 다이아

몬드 막의 증착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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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구 분야에서의 응용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오

고 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막은 증착 시 막 표면의

거칠기와 철계 금속의 가공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실

제응용범위가한정되어있는약점이있다. 또한다이

아몬드와유사한결정구조를가지면서 40~50GPa 정

도의 높은 경도 값을 나타내는 cBN(cubic boron

nitride) 박막도 활발히 연구되어져 왔으나, 증착된 막

의두께가두꺼울경우, 막이받는응력에기인한박리

현상때문에실제공구분야에의응용에는아직까지해

결해야할 문제점이 남아 있다. 

다이아몬드상 카본(Diamond-like Carbon, 이하

DLC) 박막역시높은경도와윤활성그리고내마모성

을가지고있으며, 표면이매우평활하고저온에서합

성할수있다는점때문에매우다양한분야에서활용

되고 있다31). 특히 DLC 박막의 종류 중, Filtered

Vacuum Arc 증착법, laser ablation, Mass Selected Ion

Beam 증착법으로만들어지는초경질 DLC 박막은 sp3

분율이 매우 높고, 거의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기계적

특성 및 도 등으로 인해 tetrahedral amorphous

carbon(ta-C) 혹은 amorphous diamond(a-D)라고불리

며, 이에대한많은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32-34).

그러나, DLC 박막에서도높은잔류응력에기인한기

판과의접착력저하, 기판으로부터박리가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다. 실제 DLC 박막의잔류응력은 sp3 분

율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35-38), sp3 분율이 80%

에달하는 ta-C 박막은최고 12GPa의높은잔류응력

을 갖는다. 따라서 ta-C 박막의 우수한 기계적 물성은

유지하면서, 잔류 응력을 낮추는 방법은 ta-C 박막의

응용 분야를 확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데, 최근,

Lee 등은 복합 FVA법을 이용하여 ta-C 박막 증착 시

Si의첨가량에따른기계적물성의변화를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때 Si의첨가량이 1at.% 이하인경우에잔

류응력은 46% 감소하는데비해경도는 18%만이감소

하는 것을보고한 바 있다39). 

지난 십여 년간 소위 보호 코팅(protective coating)

소재로가장많이사용되어지고있는전이금속의질화

물, 다이아몬드, DLC 그리고 c-BN 등은여러공정변

수의개선으로경도등의물성향상에서많은진전이이

루어져 왔다. 또한, 공정 변수의 개선 이외에 Al의 고

용에의한 TiAlN의개발, 제삼원소의첨가, AlN 등과

같은다른질화물들과의다층막(mulitlayer) 형성에의

해서경도, 마찰특성, 내산화성등의물성향상이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확대를 위

해서는 코팅층의 경도와 내마모성 외에 광투과성, 인

성, 화학적안정성등다양한물성이복합적으로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물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는이종 phase의복합층혹은다층박막의개발이필

요한실정이다. 많은다층박막에서단일층만으로는얻

을 수 없는 새로운 물성이 얻어질 수 있음이 보고 되

고있는데, 예를들어 TiN/TiB2, Ni/Cu, 경질카바이드

/금속, B4C/SiC 등의 다층박막은 단일층에 비해 월등

히 향상된 내마모 거동을 보이고 있다40). 최근에는 그

물성을극대화하기위한노력으로서나노구조를갖는

코팅 층이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스웨덴의 Linkoping 대학의 연구자

들은 MgO 단결정에 TiN과 VN을 교대로 증착 시킨

다층막구조의시편에서, TiN과 VN 막각각의두께가

수나노미터범위일경우, 그림 7에나타낸바와같이

비커스 경도(Vickers hardness) 최대값이 56GPa를 나

타낸다고보고하 다7). 이는TiN이나VN을동일한조

건하에서 단일 층으로 증착하 을 경우의 경도 값인

22GPa, 16.2GPa에비해 2배이상증가한값으로써기

존의 2~5층정도의단순한다층막구조에서는발견되

지 않은 흥미 있는 현상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소위 “superhard” 나노 다층막 코팅 분야에

있어서연구의시발점이되었다. 이와같이각각의두

께가수 nm 범위의질화물단층막을반복적으로증착

재료마당7

특 집



하여형성시킨나노다층막(nanomultilayer)은이막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단일층의 격자 상수 차이에도 불

구하고 단층막과 단층막 사이에 정합 계면(coherent

interface)을 이루어 하나의 격자 상수를 갖는 초격자

(superlattice)를이루게되는데, 이에따라이러한나노

다층막을 초격자 코팅(superlattice coating)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와 같은 초격자 코팅의 소재

조합을찾는연구와더불어초격자를형성하는나노다

층막에서의 경도값 증가 기구에 대한 여러 논문이 발

표되었다. Northwesten 대학의 Barnett 그룹에의해서

는 TiN/VN 계이외에 TiN/NbN, TiN/(V, Nb)N 계에

서높은경도값증가현상이관찰되었고, 이와같은경

도값증가에미치는여러공정변수에대한 향과경

도값 증가 기구(mechanism)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행해졌다41-43). 한편 Sheffield hallam 대학의 Munz 그

룹에 의해서는 경도값 이외에 CrN/NbN 초격자 코팅

에서의내부식성향상과 TiAl(Y,Cr)N-VN, NbN, CrN

초격자 코팅에서의 내마모, 마찰계수 등의 물성에 대

한 많은 연구가 행하여졌는데44-46), 그 일부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이 밖에 TiN/AlN47), TiN/TaWN48),

TiN/CrN49), TiN/TaN50), AlN/ZrN51) 등의질화물계와

TiN/CN52), ZrN/CN53) 등의질화물/탄화물복합계에서

도초격자코팅에의한경도값및내마모특성, 마찰계

수등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다. 한편이와같은초격

자 코팅이 갖는 뛰어난 물성의 응용을 위해서는 형성

된초격자와서로다른두층간의계면이실제응용되

어지는 고온 분위기 하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의 여부

가관건인데, 이에따라고온에서의초격자유지에의

한물성향상유지라는고온안정성관점에서Mo/NbN,

W/NbN, W/ZrN, ZrN/ZrB2, TiN/TiB2계도 활발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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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 림림 7. Microindenatation hardness of TiN/VN(100)
superlattice structure as a fuction of superlattice period7). 

표 2. Mechanical and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superlattice coatings45)

TiAlN-VN -75 39 -3.3 0.4 0.18 1.26×10-17 70 0.066

TiAlYN-VN -75 42 -4.0 0.6 0.2 2.5×10-17 30 0.073

TiAlYN-VN -95 78 -8.5 0.65 0.22 4.5×10-17 39 0.053

TiAlN-CrN -75 55 -5.1 0.7 0.2 2.38×10-17 50 0.075

TiAlN-CrN -95 60 -9.2 0.92 0.2 3.1×10-17 52 0.062

CrN-NbN, Stoich -75 42 -1.8 0.69 0.2 2.1×10-17 50 0.072

CrN-NbN, Sub-Stoich -75 43 -7.5 0.92 0.23 7.5×10-17 25 0.078

CrN-NbN, Stoich -120 56 -6.5 0.90 0.23 5.0×10-17 62 0.033

HP. 
Stress,

Coeff. Coeff. Fr., Sl. Wear Scratch
Bias. V 50mN,

GPa
Fr., h with without Coeff. Adh. Ra, µm

GPa debris, µ debris, µ m-2N-1 L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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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었고이러한계의초격자코팅에서는 1000℃의비

교적 높은 온도에서의 열처리 시에도 증착 시 형성되

었던 초격자와 이에 따른 경도 값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있다54).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재료의 경도는 소성 변형에

대한저항성으로정의되어질수있다. 결정체에서의소

성 변형은 주로 외부에서 가해준 응력에 대한 전위의

이동에의해발생하므로재료의경도가높다는뜻은재

료내에서전위생성이억제되거나생성된전위들의이

동이억제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조건을만

족시키는재료가앞서언급한나노다층막소재이고이

경우각각단층막의두께는전위활성화를억제할수

있는 10nm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나

노 다층막 소재 이외에, 10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입

자들이얇은두께(<0.5nm)의이차상들에분산된나노

복합체경질박막역시소재내의전위활성화를억제

하여, 60GPa 이상의높은경도값을갖는다고보고되

었다55). 이러한나노복합체경질박막은 Vepřek 그룹

과 Musil 그룹에 의해 집중적인 연구가 행해졌는데56-

59), 나노입자로는대표적으로 TiN이차상으로는대표

적으로비정질 Si3N4가이용되어 100GPa 내외의경도

값도 보고된 바있다56). 

이같은나노복합체경질박막의경도값은그림 8

에나타낸바와같이앞서나노다층막초격자박막에

서의 경도값이 다층막 주기(다층막을 구성하는 두 단

일막단층두께의합)와마찬가지로, 입자크기와입계

상의분율에따라크게달라지므로, 실제증착시의공

정변수조절이매우중요하다. 앞서언급한나노다층

막형태의초격자코팅은서로다른타겟으로부터독

립적으로발생된플라즈마를이용하여서로다른두종

류의 막이 교대로 증착되어지므로 이차원적으로 균일

한박막이적층되는양상을보이는반면, 나노복합체

박막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소재가 동시에 기

판에증착되어지므로 3차원적으로균일한구조의박막

을얻을수있다. 이와같은 nc-TiN/a-Si3N4 나노복합

체경질박막의경우, 앞서언급한초격자코팅과마찬

가지로 경도값 증가 이외에 절절한 공정 변수 조절에

의해(일례로 입자 크기가 10nm 이하로 작고(7nm),

Si3N4 분율이 20at%로 모든 입자를 덮고 있을 경우),

950℃ 정도의 열처리 온도에서도 입성장이 일어나지

않아경도값이유지되거나오히려증가하는고온안정

성이 나타나고 또한 입계상인 Si3N4가 산소 확산의

barrier로 작용해서 내산화성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

다55). 한편나노입자로사용되는소재는 Ti 이외에W,

V, Ti1-xAlx 등이 연구된 바 있고, 비정질 상으로는

TiB2, BN 등의 소재가 보고 된 바 있다57). 이 이외에

ZrN, CrN 등의 나노 입자에 Cu나 Ni를 입계 상으로

하여 40GPa 이상의 경도값을 갖는 나노 복합체 경질

막등의 합성도 보고 된바 있다55). 

1980년대 중반에 처음 TiN/VN계에서 소위

“superhard” 코팅이 보고된 이후에, 그동안 많은 계에

서 경도값을 비롯한 고온 안정성, 내산화성, 내부식성

등의물성향상에대한보고가있어왔다. 현재고온에

그그림림 8. Nanohardness of nc-TiN/a-Si3N4 as a function of
silicon nitride fraction. Insets illustrate the schematic
nanostructure at different compositions55). 



서의초격자유지를위한질화물/붕소화물계에서의소

재 개발 이외에 질화물/질화물 계와 금속/질화물 계의

나노 구조 박막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새로

운 소재 개발 보다는, 실제 앞서 제시한 여러 향상된

물성을응용할수있는응용분야와장치개발에관련

된연구가차지하고있다. 이러한응용관점에서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분야는 공구 시장인데, 이

는 세계적인 코팅 공구 시장이 코팅이 응용되는 다른

분야보다상당히크고, 이에따라공구사용분야에서

높은 경도값을 갖는 막이 코팅된 공구의 사용은 가혹

한 환경 하에서의 공정, 공구 수명, 공정 효율을 증대

시켜생산성향상의효과를높일수있기때문이다. 그

러나이러한초격자코팅이공구에적용되어지기위해

서는 실제 실험적으로 보고된 높은 경도값 뿐 아니라

가공공정시에발생할수있는고온에서의안정성과이

에따른내산화성, 그리고낮은마찰계수등이고려되

어야하는데, 이에따라필요한사용분야에맞는소재

의선택응용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실제

공정상에서 이러한 공구들의 여러 특성들을 복합적으

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절삭 시험에 의해 나타

나는공구의수명을측정해보는일이다. 초격자코팅,

나노 복합체 경질 박막모두에서 이러한 절삭 성능 향

상에 의한 공구의 수명 증가가 보고된 바있다.

그림 9는 TiAlYN/VN 초격자 박막이 코팅된 탄화

물계 end mill로 EN24 steel을건식가공하 을경우

의 공구 수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TiCN 단일막이 코

팅된 end mill보다수명이 2배이상증가했음을알수

있다45). 한편그림 10은 SPCN 형태의공구에여러종

류의막을코팅하 을경우나타나는공구의수명을나

타낸 그림인데, (Ti1-xAlx)N/a-Si3N4 나노 복합체 박막

이코팅된공구가 TiN이나 TiAlN 단일막이코팅된공

구보다수명이 2배이상증가한것을알수있다57). 따

라서 앞서 언급한 초격자 코팅, 나노 복합체 경질 막

코팅모두실제공구분야에서의응용가능성이기대되

고 있다. 이러한 공구 분야 이외에도 hot forging시 사

용되는 performing die 소재나 g-TiAl 소재 등과 같이

고온내산화성이요구되는분야에의 TiAlCrN/TiAlYN

초격자 코팅, 낮은 마찰계수가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TiAlN/VN 초격자 코팅, 내부식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서의 CrN/NbN 초격자코팅등도그응용이활발히모

색되고 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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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9. Life-time of solid carbide end mills coated with
various PVD coatings45).

그그림림 10. Example of the cutting performance of various
coatings. Symmetric milling of steel CK45, feed 0.23
mm/tooth, depth of cut 2mm, cutting speed 179m/min. The
meaning of the symbols: S26 indexable insert SPCN
1203EDSR(P20-P30) without any coating, S26+TiN TiN-
coated, S26+TiAlN(TiAl)N-coated, 826-1&826-2 the same
insert coated with nc-(Ti1-xAlx)N/a-Si3N4 nanocomposit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respective ly, 8026 nc-(Ti1-

xAlx)N/a-Si3N4 multilayer nanocomposite coatings of the
third generation 200057).



나노소재 프론티어 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나노

구조코팅분야의연구는 “절삭공구용나노다층막코

팅 소재 개발”과 “나노구조 표면개질 기술”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초격자코팅의뛰어난경도값을공구에

응용시키기위한연구이고, 후자는 ta-C 박막의우수한

기계적물성은유지하면서잔류응력을낮추기위해나

노 단위의 복합 다층막 합성기술을 개발하여 그 응용

분야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초격자코팅에서는현재까지보고된여러계의초격

자코팅소재중, 실제공구에적용시키기적합한소재

의검토와이들소재의공정변수에따른미세구조, 물

성들의변화그리고이들소재를공구에적용시켰을경

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수행할예정이다. 초격자코팅소재조합에포

함될 수 있는 TiN, NbN, VN, CrN, TiAlN등의 단층

막들의 공정변수에 따른 우선방위, 입자 크기등의 미

세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는 초격자 코팅시의 공정 변

수를정하는데있어서의기본적인자료로활용될수있

다. 특히 NbN의경우는공정변수에따라 cubic 뿐아

니라 hexagonal 구조도나타나게되는데, 따라서실제

NbN이포함된초격자코팅증착시이러한 NbN 의결

정구조변화가초격자구조에미치는 향을여러공

정 변수 하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초격자 코팅의

미세구조 조절 관점에서 이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소

개하고자 한다. 

그림 11은 Si wafer 위에 70%Ar-30%N2 분위기하

에서 -50V의기판바이어스전압으로증착한 NbN 막

의 두께에 따른 X-선 회절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buffer없이 증착한 NbN 막은 증착 초기부터 모두

hexagonal 상(δ′-NbN)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그림

11(a), (b)), Ti buffer의 경우(그림 11(b), (c), (d)), 증

착된 NbN 막은 증착초기에는 cubic 상을 나타내다가

막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hexagonal 상(δ′-NbN)이 나

타나는양상을보이게되는데, 이는 buffer 층인 Ti 의

우선방위인(002)면이증착되는NbN 막의결정구조에

향을 미쳐 막 두께가 얇을 경우, lattice match가 비

교적 잘 일치되는(111) 우선 방위의 cubic 상을 형성

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이러한 buffer 층과막두께에따른 NbN 막의

결정구조변화는NbN이포함된초격자코팅에서의결

정구조와우선방위에도 향을미치게된다. 그림 12

는 Si wafer를기판으로하여 Cr, Ti buffer layer와이

위에각각 CrN, NbN base layer를증착한뒤이위에

다시 CrN-NbN, TiN-NbN 나노다층막을증착한시편

의X-선회절패턴을보여주고있다. CrN을 base layer

로하여 NbN을 160nm 정도비교적두껍게증착한시

편(그림 12(a))의 경우에는, hexagonal 상이 나타남을

알수있는데, 같은 base layer에서 CrN-NbN 나노다

층막을 3.5nm의 주기로 증착한 시편(그림 12(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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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11. X-ray patterns of the NbN film deposited on
Si(100) wafer with or without Ti buffer layers.



는 hexagonal 상이 보이지 않고 cubic 상으로 안정화

되어있다. 따라서막두께가얇을경우, NbN 상은base

layer인 CrN의격자구조와우선방위((100))를따라안

정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그림 5에서

보인 바와 같이 Ti buffer layer 위에 얇

게올린 NbN layer의경우 cubic 구조를

갖게 되는데, 100nm 두께로 얇게 증착

한NbN 위에 4.6nm의주기를갖도록증

착한 TiN-NbN 나노다층막의경우에는

(그림 12(c)), 두께가두꺼워질경우에도

NbN 단층막과는 달리 cubic 구조를 유

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TiN의 cubic 구

조가 NbN을 cubic 구조로 안정화 시킨

결과로판단되며, 따라서 NbN이포함된

나노다층막의증착시결정구조와우선

방위는 buffer layer와 base layer의적절

한 선택에 의해조절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경질박막소재로알려진질화물이외에,

높은 경도와 우수한 윤활특성,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진 ta-C nano 복합막의 합성을 위해서

는 진공여과아크법과 sputtering의 복합공정을 이용한

다. 그림 13은 본 연구에 사용된 복합 증착장치의 모

식도이다. ta-C합성을위한탄소이온은여과아크건으

로부터공급되며, Si함유 ta-C를위해서는아크건과함

께 Si sputter gun을동작시킴으로써구현하게된다. 따

라서, sputter 건의전원인가시간과중단시간을변화

시킴으로써 ta-C 층과 ta-C:Si 층의 두께의 비율을 자

유롭게변화시키는것이가능하다. 또한전원의On/Off

횟수 조절을 통해 층의개수를 제어할 수 있다. 

Filtered Vacuum Arc 증착법의특성은이온 flux 및

이온화율이매우높고, 이온에너지가매우높은탄소

이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이 경우 보조

sputter 건이용시보조가스의농도가클경우에는분

위기가스의 etching 효과를무시할수없기때문에선

행 작업으로 보조 가스로 사용되는 Ar 가스의 향을

먼저조사하 다. 다음으로 ta-C/ta-C:Si 박막을적층하

는실험을진행하 다. 마지막으로 ta-C/ta-C:Si 박막을

적층하되 ta-C 박막의 합성 시에도 Ar 가스를 유입시

킨 다층박막을 합성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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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12. X-ray patterns of the NbN, CrN-NbN and TiN-
NbN films.

그그림림 13. 복합진공여과아크법합성장비의모식도.



한다층박막의 실험 조합은 다음의 표 3과같다.

ta-C 박막의 합성시 단순히 Ar만을 일정 간격으로

유입시킨 SET I의 경우, 결과는 잔류응력은 6.11GPa

에서 4.53GPa로크게감소하는반면, 경도는 46.2GPa

에서 41.4GPa로 소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

결과 값은 다음의 그림 14, 16에 함께 도시하 다. 이

경우의 잔류 응력의 저하에 관한 기구는 아직 명확하

지않지만, 단순히 Ar만을이용하기때문에가장비용

이 저렴하며 공정이 간단하므로 그 산업적인 활용 가

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퍼터 건에 전원이 인가되면

스퍼터 건으로부터 Si이 스퍼터링되어 공급되므로 Si

이함유된 ta-C:Si 층이증착되며, 전원이인가되지않

은상태에서는순수한탄소로만이루어진 ta-C층이증

착된다. 이러한과정을반복하여다층박막의합성이가

능하 다. ta-C:Si층의 증착시에 사용되는 Ar 가스를

ta-C층 증착 시에는 차단하는 경우가 SET II이고, ta-

C층 증착 시에도 계속 Ar 가스를 유입시키는 경우가

SET III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합성된 필름들의 기계적 물성

및 잔류 응력의 변화거동을 조사하 다. 먼저, λ의 개

수가 3으로 고정된 SET II 경우의 잔류 응력 변화는

그림 14와같다. 먼저선행조사된 Si이 0.25at.%이첨

가된 ta-C:Si 단일층의잔류응력은단일층 ta-C 박막에

비해, 29.4%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ta-

C/ta-C:Si 다층박막의경우에는 ta-C:Si 층의비율에따

라서 잔류 응력 값이 선형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

인다. 다층박막의잔류응력은각층의두께비율에따

른각잔류응력의합으로발현되는것이잘알려져있

는데, SET II의 경우에 예상치보다도 약간 감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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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a-C 다층막 합성조건

SET I Ar Off Sputter Off, Ar On 오직 Ar 가스만을 On/Off 시켜서 다층박막 합성.

SET II Ar Off Sputter On, Ar On 순수한 ta-C층과 순수한 ta-C:Si층을적층.

SET III Ar On Sputter On, Ar On ta-C:Si층 증착 시 Ar을유입시켜 surface modification 유도

Series
Description

ta-C Deposition ta-C:Si Deposition 비교

그그림림 14. SET I과 SET II의잔류응력변화. 그그림림 15. SET III의잔류응력변화.



향을볼수있다. 한편, SET III의경우(그림 15)에이

러한 잔류 응력 감소폭은 더욱 현저한 것을 볼 수 있

다. λta-C:Si의분률이 0.44인경우에는잔류응력은 3.16

GPa로 그 감소폭은 45%로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ta-C:Si 적층에 의한 효과

이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ET I에서 나타났던,

Ar에 의한 응력 감소 효과가 함께 발현된 것이라 생

각된다.

그림 16. 17dms 나노압입시험에의해측정된경도

및 plane stain modulus의변화이다. 잔류응력의변화

와는 달리, SET I, SET II, SET III 모두 경도값은

40GPa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SET III의 다층 박

막에서 잔류 응력은 현저히 저하되는 반면 경도의 감

소 폭이매우 작은 것은 괄목할 결과이다.

다층박막의원자구조변화는 Raman spectroscopy

을이용하여분석하 다. 그림 18과 19는합성된 ta-C

단일층, ta-C:Si 단일층, ta-C/ta-C:Si 다층박막(SET I,

II, III)의 Raman 스펙트럼이다. Ta-C 박막의 Raman

스펙트럼은 CVD 등으로합성된수소함유 DLC 박막

의스펙트럼과비교하여몇가지특징을갖고있다. 첫

째, 모든박막의 Raman 스펙트럼에서 900cm-1 근처에

서 Si의 2차 peak을관찰할수있었다. 이것은박막이

매우투명하다는것은의미하는데, 이러한경향을 Tay

등은 ta-C 박막내의 sp3 결합을하고있는탄소의비율

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60). 둘째, CVD 등

으로합성된 DLC 박막의스펙트럼의강도에비해 ta-

C 박막의 Raman 스펙트럼의 강도가 매우 낮다는 것

이다. sp2 결합에대한 Raman sensitivity는 sp3 결합의

경우에 비해 50배 이상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0).

따라서 ta-C 박막의 Raman 스펙트럼의강도가낮다는

것은 박막내의 sp2 결합의 양이 다른 DLC 박막들에

비해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의미한다. 셋째, D-peak

이매우작아스펙트럼의모양이상당히대칭적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DLC 박막의 Raman 스펙트럼은

D-peak(1355cm-1)과 G-peak(1580cm-1) 두 개의

Gaussian peak으로분리된다61). 특히 sp2의결합이증

가함에 따라 D-peak과 G-peak의 분리가 확연히 일어

난다는것이잘알려져있다. 그러나, sp3 분율이매우

높은 ta-C 박막의 Raman 스펙트럼은 매우 대칭적 특

성을보인다. SET II(그림 18)와 SET III(그림 19)에서

볼수있듯이단일층 ta-C 박막은앞서언급한것처럼,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Si 2차 peak이 관찰되며,

매우 대칭적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합성된 ta-C 박막

의 sp3 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제16권 제5호, 2003년 10월 14

나노소재 기술

그그림림 17. SET III의 기계적물성변화.그그림림 16. SET I과 SET II의 기계적물성변화.



ta-C/ta-C:Si 다층박막의경우, Raman 스펙트럼의변

화는 G-peak의위치변화이외에또다른변화는관찰

할수없었다. 이는구조변화는거의발행하지않았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다층박막의 형성으로

인한 sp3 분률의변화는거의일어나지않았다는것을

의미하며, 기계적 물성의 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

던이유를 설명해준다.

본연구에서는 1000에서 2000cm-1 구간에서관찰되

는 탄소의 Raman 스펙트럼을 G-peak과 D-peak으로

분리하여 fitting하고, uncertainty가 가장 작은 G-peak

의 위치변화를 조사하 다. 그림 20은 SET III의 G-

peak 위치변화이다. 다층박막의형성시 G-peak 위치

가 낮은 파수 쪽으로 이동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G-peak의위치변화거동은다층박막의잔류

응력의 변화 거동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DLC 박막

의 G-peak은박막의특성이흑연화됨에따라큰파수

쪽으로이동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62). Shin 등은 ta-

C 박막의 G-peak의위치변화를조사할때, 잔류응력

의 향을완전히배제시키면G-peak의위치변화는구

조적인 정보만을 보이고, 이때의 G-peak의 위치는 응

력 1GPa당 4.1cm-1씩높은파수쪽으로 shift된다고발

표하 다63). 본연구에서는이러한잔류응력의 향을

고려한 G-peak 위치변화를 그림 15에 함께 도시하

다. 결과적으로G-peak의위치변화는잔류응력의 향

이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있다. 

그림 21은 ta-C 단일층과 SET II의 ta-C/ta-C:Si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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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19. SET III의 Raman spectra.

그그림림 20. SET III의 G-peak 위치변화.

그그림림 18. SET I과 SET II의 Raman spectra.



층박막(λ=3, λta-C:Si=0.51), 그리고 SET III의다층박

막(λ=20, λta-C:Si=0.45)의파단면 TEM 사진이다. 그

림 21(b)에서보는바와같이, 층간의경계가뚜렷하며,

ta-C층과 ta-C:Si층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와는달리 SET III의경우(그림 21(c))에는매우

작은간격으로명암의차이만보일뿐, 층의경계는뚜

렷하지않은것을볼수있다. 이는 SET III의경우, λ
의개수 20개로반복되는층의두께는 5nm 이하인데

다가, Ar bombardment로인한층의경계가 mixing 또

는 etching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층의경계파괴가앞서조사한잔류응력의감소폭이

이론치보다도 현저히 저하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대한보다정교한 TEM 분석은진행중에있다.

본 연구는 복합 FVA 공정을 이용하여 합성된 ta-C

다층막의잔류응력은 3.16GPa로현저히저하되는반

면, 경도의감소변화는매우작아 40GPa 이상의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a-C박막 증착 중의

일정량이상의 Ar 가스의유입또한잔류응력감소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 ta-

C 박막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물성치이며, 고경도 내

마모코팅재료로서의후막의합성, 접착력증진등여

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사료된다.

1. R. R. Birge, presented at 9th Conference on
Molecular Nanotechnolgy, Santa Clara, CA,
(2001). 

2. W. B. Choi, D. S. Chung, Y. H. Lee, J. M. Kim,
Appl. Phys. Lett. 75, 3129(1999).

3. J. D. Hood, M. Bednarski, R. Grausto, s.
Guccione, R. A. Reisfeld, R. Xiang, D. A.
Cheresh, Science, 296, 2404(2002).

4. Y. Huang, X. Duan, Y. Cui, J. J. Lauhon, K.-H.
Kim, C. M. Lieber, Science, 294, 1313(2001).

5. C. Gorman, Nanoscale Materials Chemistry,
Introductory Tutorials on Foundations of
Nanotechnolgy, Foresight Institute(2001). 

6. P. Holister, T. E. Harper, The Nanotechnology
Opportunity Report, vol 1., CMP-Cientifica(2002).

7. U. Helmersson, S. Todorova, S. A. Barnett, J.-E.
Sundgren, L.C. Markert and J.E. Greene, J. Appl.
Phys. 62, 481-84(1987).

8. Y.-W. Chung, W. D. Sproul, MRS Bull., 28,
164(2003); 김주선 , KOSEN Expert Review,
http://www.kosen21.org, 2003. 

9. 나노소재프론티어연구사업단의연구내용에대해
서는 http://cnmt.kist.re.kr 를 참고할 것.

10. S. Veprek, J. Vac. Sci. Tech. A, 17, 2401(1999). 
11. Handbook of Hard Coatings, edited by R. F.

Bunshah, Noyes Publications, Park Ridge,
NY(2001). 

제16권 제5호, 2003년 10월 16

나노소재 기술

그그림림 21. ta-C 단일층과 ta-C/ta-C:Si 다층박막의 TEM 사진.



12. E. A. Almond, Vacuum, 34, 835(1984).
13. M. L. Cohen, Phys. Rev. B, 32, 7988(1985).
14. A. Y. Liu and M. L. Cohen, Science, 245,

841(1989).
15. L. Hultman and J. E. Sundgren, in Handbook of

Hard Coatings(ed. by R. F. Bunshah), pp.113,
Noyes Publications, Park Ridge, NY(2001).

16. B. A. Movchan, A. B. Demchishin, Fiz. Met.
Metalloved, 28, 83(1969).

17. J. A. Thronton, J. Vac. Sci. Technol. 11,
666(1977); J. A. Thornton, Ann. Rev. Mater. Sci.
7, 239(1977).

18. R. Messier, A. P. Giri, R. A. Roy, J. Vac. Sci.
Technol. A, 2, 500(1984).

19. R. Messier, J. Vac. Sci. Technol. A, 4, 490(1986).
20. R. Messier, J. E. Yehoda, J. Appl. Phys. 58,

3739(1985).
21. G. Hakansson, J. E. Sundgren, D. McIntyre, J. E.

Greene and W. D. Munz, Thin Solid Films, 153,
55(1987).

22. J. E. Greene, S. A. Barnett, J. E. Sundgren, A.
Rockett, in Ion Beam Assisted Film Growth(ed.
by T. Itoh), ch. 5, Elsevier, Amsterdam(1988).

23. S. J. Bull, D. S. Rickerby, Handbook of Hard
Coatings(ed. by R. F. Bunshah), Ch. 5, Noyes
Publications, Park Ridge, NY(2001). 

24. S. J. Bull, T. F. Page, E. H. Yoffe, Phil. Mag.
Lett. 59, 281(1989).

25. D. S. Rickerby, P. J. Burnett, Thin Solid Films,
157, 195(1988).

26. W. D. Munz, G. Hessberger, Vak. Tech. 30,
78(1981).

27. A. C. Raghuram, R. F. Bunshah, J. Vac. Sck.
Technol. 9, 1289(1972).

28. J. Marschall, F. Milstein, J. Phys. F, 18,
1913(1988).

29. J. E. Sundgren, J. Birch, G. Hakansson, L.
Hultman, U. Helmersson, Thin Solid Films, 193,
819(1990).

30. M. Shinn, L. Hultman, S. A. Barnett, J. Mater.
Res. 7, 901(1992).

31. 이광렬, 은광용, 금속학회회보, 
32. R. Lossy, D. L. Pappas, R. A. Roy, J. P. Doyle,

and J. J. Cuomo., J. Appl. Phys. 77, 4750(1995).
33. Shi Xu, B. K. Tay, H. S. Tan and Y. Q. Tu, J.

Appl. Phys. 79, 7234(1996).
34. P. J. Fallon, V. S. Veerasamy, C. A. Davis, J.

Robertson, G. A. J. Amaratunga, Phy. Rev. B, 48,
4777(1993).

35. T. A. Freidemann, J. P. Sullivan, J. A. Knapp,
Appl. Phys. Lett. 71, 3820(1997).

36. M. Chhowalla, Y. Yin, G. A. J. Amaratunga, D.
R. Mckenzie, T. Frauenheim, Appl. Phys. Lett. 69,
2344(1996).

37. S. Anders, A. Anders, J. W. Ager III, Z. Wang,
G. M. Pharr, T. Y. Tsui, I. G. Brown and C. S.
Bhatia, Mater. Res. Soc. Symp. Proc. 383,
453(1995)

38. D. Sheeja, B. K. Tay, S. P. Lau, X. Shi, X. Ding,
Surf. Coat. Technol. 132, 228(2000)

39. C. S. Lee, K. -R Lee, K. Y. Eun, K. H. Yoon, J.
H. Han, Diamond and Related Mat. 11,
198(2002).

40. L. Knoblauch, R. Hauert, A. Savan, E. Pfluger, S.
Tixier, M. Simmonds, H. Swygenhoven, S.
Mikhailov, Surf. Coat. Technol. 94, 521(1997).

41. P.B. Mirkarami, L. Hultman, S. A. Barnett, Appl.
Phys. Lett. 57, 2654(1990).

42. X. Chu, S.A. Barnett, M.S. Wong and W.D.
Sproul, Surf. Coat. Technol. 57, 13(1993).

43. M. Shinn, S. A. Barnett, Appl. Phys. Lett. 64,
61(1994).

44. W.-D. Munz, L. A. Donohue, P. Eh. Hovsepian,
Surf. Coat. Technol. 125, 269(2000).

45. P. Eh. Hovsepian, D. B. Lewis, W.-D. Munz, Surf.
Coat. Technol. 133-134, 166(2000).

46. W.-D. Munz, MRS Bulletin 28, 173-179(2003)
47. Do-Geun Kim, Tae-Yeon Seong, Young-Joon

Baik, Surf. Coat. Technol. 153, 79(2000).
48. Xu Junhua, Li Geyang, Gu Mingyuan, Thin Solid

Films, 370, 45(2000).
49. P. Yashar, S. A. Barnett, J. Rechner, W. D.

Sproul, J. Vac. Sci. Technol. A, 165, 2913(1998).
50. Maria Nordin, Mats Larsson, Sture Hogmark,

Surf. Coat. Technol. 120-121, 528(1999).
51. M. Nordin, M. Larsson, S. Hogmark, Surf. Coat.

재료마당17

특 집



Technol. 106, 234(1998).
52. Dong Li, Xi-Wei Lin, Shang-Cong Cheng,

Vinayak P. Dravid, Yip-Wah Chung, Ming-Show
Wong, William D. Sproul, Appl. Phys. Lett. 68,
1211(1996).

53. Mei-Ling Wu, Wei-Da Qian, Yip-Wah Chung,
Yun-Yu Wang, Ming-Show Wong, William D.
Sproul, Thin Solid Films, 308, 113(1997).

54. Scott A. Barnett, Anita Madan, Ilwon Kim, Keith
martin, MRS Bulletin, 28, 169-172(2003).

55. J. Patscheider, MRS Bulletin, 28, 180(2003).
56. S. Veprek, A. Niederhofer, K. Moto, T. Bolom,

H.-D. Mannling, P. Nesladek, G. Dollinger, A.
Bergmaier, Surf. Coat. Technol. 133-134,
152(2000).

57. S. Veprek, M. Jilek, Vacuum, 67, 443(2002).
58. J. Musil, Surf. Coat. Technol. 125, 322(2000). 
59. J. Musil, J. Vlcek, Surf. Coat. Technol. 142-144,

557(2001).
60. Shi Xu, B. K. Tay, H. S. Tan and Y. Q. Tu, J.

Appl. Phys. 79, 7234(1996).
61. M. Yoshikawa, G. Katagiri, H. Ishida, T.

Akamatsu, J. Appl. Phys. 64, 6464(1988).
62. G. M. Pharr, D. L. Callahan, S. D. Mcadams, T.

Y. Tsui, S. Anders, A. Anders, J. W. Ager, I. G.
Brown and J. Robertson, Appl. Phys. Lett. 68,
779(1996).

63. J. -K. Shin, C. S. Lee, K. -R. Lee, and K. Y. Eun,
Appl. Phys. Lett. 78, 631(2001).

제16권 제5호, 2003년 10월 18

나노소재 기술

이 광 렬

·1984년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학사

·1988년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 박사

·1988~89년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후 연구원

·1989~91년 Harvard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1991~99년 KIST 재료연구부 선임연구원

·1999년~현재 KIST 미래기술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박 종 극

·1992년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학사

·1998년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박사

·1998~99년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객원

연구원

·1999~2001년서울대학교신소재공동연구소연구원

·2001년~현재 KIST 재료연구부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