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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CVD법으로 증착된 다이아몬드 박막 특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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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mond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pretreated Co cemented tungsten carbide (WC-6%Co) inserts
as substrate by microwave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MPCVD) system, equipped with a 915MHz,
30kW generator for generating a large-size plasma. The substrates were pretreated with two solutions
Murakami solution [KOH:K3Fe(CN)6:H2O] and nitric solution [HNO3:H2O] to etch, WC and Co at cemented
carbide substrates, respectively. The deposi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an input power of 10 kW and
in a total pressure of 100 torr. The influence of various CH4 contents on the crystallinity and morphology of
the diamond films deposited in MPCVD was investigat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Raman spectroscopy. The diamond film synthesized by the CH4 plasma shows a triangle-faceted (111)
diamond. As CH4 contents was increased, the thickness of diamond films increased and the faceted planes
disappeared. Finally, Faceted diamond changed into nano-crystalline diamond with random crystallinity.
Keywords: Diamond thin film, Deposition, CH4 Gas, MPCVD

1. 서 론
WC-Co 공구에 다이아몬드를 코팅하여 공구의 수

해 증착된 코팅층이 재현성이 나쁘거나 증착 필름의
오염 그리고 대면적화의 어려움에 따른 비경제성 때
문이다 [2].

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큰 성
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는 첫째, 바인더로 사용된

코발트는 다이아몬드의 핵생성을 억제하고 흑연의
생성을 촉진시켜 밀착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코발트에 의한 모재와 다이아몬드 필름간의 밀착력

다 [3]. 이와 같은 코발트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밀착

저하에 의한 것이다 [1]. 둘째는 기상화학증착법에 의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재 표면에 존재하는 코발트
를 제거하거나 중간층을 형성시켜 코발트의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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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시키는 방법, 안정적인 코발트 복합물을 형성시

230

J. KIEEME, Vol. 24, No. 3, pp. 229-233, March 2011: J.-S. Song et al.

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었다. 이들 방법
중 2단계 부식법, 즉 무라카미 용액 부식 후 산 용액

Table 1. Experimental
varying CH4 contents.

conditions

for

MPCVD

으로 부식시키는 방법이 현재까지 가장 좋은 결과를

Parameters

Amounts

보이고 있다 [4].
다양한 기상화학증착법 중에서 최근에 다시 주목을

Microwave input power (kW)

10

받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에 의한 다

Deposition time (hour)

1

이아몬드 증착법이다.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법은
공정의 안정성, 막의 재현성, 높은 에너지 효율 등의

Gas pressure (torr)

100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웨이브 발생장치

H2 flow rate (sccm)

2,000

가 고출력화 됨으로써 대면적화가 가능하여 상업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증착법이다 [2].

CH4 flow rate (sccm)

with

10, 20, 30, 40
50, 75, 100, 125

다이아몬드 코팅 공구의 상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조대한 다이아몬드 결정 입자
를 들 수 있다. 조대한 결정 입자는 마모 정도가 높
고 피삭물의 표면 품질과 정밀 공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코
팅층을 기계적으로 연마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복잡한 형상의 절삭
공구에는 적용이 어려워 실용화하기에는 여러가지 문
제점이 있다 [6,7]. 이 같은 비경제적인 후 가공 처리를
생략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복잡한 형상의 공구
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으로는 결정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표면의 평활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8].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기상화
학증착법으로 WC-Co 초경공구의 표면에 다이아몬드
필름을 증착하여 초경공구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이용하여 WC 표면에 스크래치를 형성시켜 핵생성
사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40분간 수행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알루미늄나이트레이트 용액에 수 십분간 처
리를 함으로써 증착 과정에서 모재의 온도 상승 시
모재 내부의 코발트가 표면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하였다 [12].
본 연구에 사용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CVD
(MPCVD) 장치는 915 MHz에서 30 kW까지 출력이
가능한 마이크로웨이브 발생 장치 (IBF, Germany)와
자체 제작한 반응실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전력과 압력 하에서 플라즈마가 발생하기 때
문에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열만으로도 충분히 시편

다. 특히, 공정 가스량이 다이아몬드 결정 입자 형상

이 가열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열 장치가 모재 홀더
(substrate holder)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시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편과 Mo판 그리고 모재 홀더의 과열을 방지할 목적

2. 실험 방법

으로 모재 홀더에는 충분한 냉각수가 공급되어지게
제작된 장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 기상합성 시 메탄량이

본 실험에서는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12.7 ㎜ 크
기에 두께가 3.2 ㎜인 WC-6%Co 인서트를 시편으로
사용하였으며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아세톤 그리고 이소프로필알코올 (isopropyl alcohol)
용액에서 각각 10분간 초음파 탈지를 하였고, 텅스텐
카바이드 부식을 위해서 무라카미 용액 [H2O:KOH:K3Fe(CN)6
= 10:1:1]을 사용하였으며, 코발트 부식을 위해서 35
v/o 질산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4,9-11].

CVD 다이아몬드 결정성과 결정립 성장 속도 그리고
CVD 다이아몬드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메탄량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즉, 입력 전
력, 증착 시간, 가스 압력, 수소량에 의한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값을 고정시켰다. 특히 흑연
의 생성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 공급량은 2,000
sccm으로 충분히 공급하였다.

무라카미 용액 및 질산에서 부식한 시편은 다이아
몬드를 증착하기 전에 핵생성 촉진 및 흑연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에멀젼과 알루미늄나이

3. 결과 및 고찰

트레이트 용액에서 처리하였다. 시편을 약 50 ㎚ 다

CVD 다이아몬드 코팅에 미치는 메탄의 영향을 관
찰하기 위해 10 kW의 입력 전력에 공정압력 100

이아몬드 분말의 에멀젼 (emulsion)에 넣고 초음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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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 수소 2,000 sccm 공정 조건에서 1시간 동안 메탄
량 만을 변화시키면서 증착하였다. 그림 1은 WC-6%Co
인서트의 표면에 증착된 다이아몬드의 미세조직 사진
이다. 미세조직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메탄량이
증가할수록 다이아몬드 합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1(a)은 메탄량이 10 sccm에서 1시간 증착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모재 위에 생성된 다이아
몬드는 핵생성 단계를 거쳐 결정립이 성장하는 단계
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정립들은 서로 합체되
어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일부 다이아몬드
표면에서 작은 다이아몬드가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WC-6%Co 모재 표면에서 다이
아몬드의 성장은 그림 1(a)에 나타나듯이 섬 (island)
형태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메탄량이 증가할수록 결정립들은 더욱 성장하여
서로 합체된 형상을 보였으며 그림 1(c)에서 관찰되
는 바와 같이 메탄량이 30 sccm까지는 CVD 다이아
몬드가 모재 표면을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 그러나
메탄량이 40 sccm 이상에서는 표면을 완전히 덮을
정도로 코팅층이 형성되었으며, 100 sccm 까지는 표

Fig. 1. The SEM micrographs of the films deposited with
various CH4 contents : (a) 10 sccm, (b) 20 sccm, (c) 30 sccm,
(d) 40 sccm, (e) 50 sccm, (f) 75 sccm, (g) 100 sccm, and (h)
125 sccm.

면 형상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1(a)∼
(g)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결정 입자의 형태가 (111)
결정면이 지배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14].
그림 1(h)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메탄량이 125
sccm에서는 표면 형상에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100 sccm까지 나타나던 (111) 결정면은 사라졌고, 표
면의 요철 또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는 메탄량이 각각 100 sccm과 125 sccm 일 때의 미
세조직 사진이다. 메탄량이 100 sccm인 경우 증착된
다이아몬드 결정 입자의 표면이 많이 거칠어진 것을
관찰 할 수 있고, 125 sccm에서는 결정 입자가 특정
한 결정면을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면에 많은 작은 결정 입자들이 생성되어 있음을 관
찰할 수 있는데 이는 이차 핵생성에 의해 생성된 결
정 입자로 판단된다.
다이아몬드 필름이 형성된 각 시편의 단면을 관찰
한 결과가 그림 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메탄량이 증
가함에 따라 박막층의 두께는 점차 더 두꺼워졌고,
다이아몬드의 단면 형상은 주상정의 형태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메탄량이 증가함에 따라

Fig. 2. The SEM micrographs showing cross-section morphologies

다이아몬드 결정 입계사이에서 흑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15].

of the films deposited with various CH4 contents : (a) 30 sccm, (b)
40 sccm, (c) 50 sccm, (d) 75 sccm, (e) 100 sccm, (f) 125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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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Raman spectra of the diamond films deposited
with various CH4 contents of (a) 50 sccm, (b) 75 sccm,
Fig. 3. The SEM micrographs of the diamond films
deposited with different CH4 contents : (a) 100 sccm and (b)

(c) 100 sccm, and (d) 125 sccm.

125 sccm.

연의 생성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시
편 단면 사진에서 확인이 불가능했던 물질이 라만 분
그림 4는 메탄량을 달리한 시편들의 라만 스펙트럼

석 결과 흑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스펙트럼에서 다이아몬드 피

그림 4의 라만 분광 분석 결과 메탄량이 125 sccm

크 (1,332 ㎝-1)가 관찰되어 SEM 사진에서 확인된 바

일 때의 라만 피크는 다른 시편에 비해 특이한 현상

와 같이 다이아몬드가 증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을 나타냈다. 다이아몬드 피크인 1,332 ㎝-1 피크가 다

그러나 시편의 피크가 단결정 다이아몬드가 가지는

른 시편의 피크에 비해 강도가 약해지고 폭이 넓어졌

1,332 ㎝-1 피크보다 조금씩 높은 값인 약 1,336 ㎝-1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140 ㎝ 에서 약한 강도의

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모재와 CVD 다이아몬드간

피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CVD 다이아몬드를 라만 분

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한 압축 잔류 응력 영향에

석함에 있어 중요한 피크 중의 하나가 바로 1,140 ㎝-1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18].

피크이다. 이 피크가 바로 나노 결정립 다이아몬드와

메탄량이 증가할수록 약 1,480 ㎝-1～1,580 ㎝-1 사
이의 피크가 넓어지면서 강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는데 이 영역은 비 다이아몬드와 관계있는 피크다.

-1

관련 있는 피크로 강도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관찰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상의 관찰에서 수소량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상태

이 영역은 흑연의 공명 효과 (resonance effect)에 의

에서 메탄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CVD 다이아몬드 합

해 다이아몬드 피크보다 50배가량 강하게 반응하는

성량이 증가하여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은 비 다이아몬

찰할 수 있었으며, 또한 흑연의 생성량이 많아지는

드 와 관계있는 피크이다. 그러나 그림 4의 라만 분석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메탄이 일정량 이상이 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80 ㎝-1～1,580 ㎝-1 영역의

면 이차 핵생성이 촉진되어 나노 결정립 다이아몬드

강도가 점차 강하게 나타나고 폭이 넓어지는 것은 흑

가 형성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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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기상화학증착법에서 입력
전력 10 kW, 공정 압력 100 torr에서 반응 가스 변화
에 따른 다이아몬드 코팅의 특성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메탄가스 분압이 증가할수록 반응 라디칼공급량이
증가하여 CVD 다이아몬드의 합성량이 증가하였으며
코팅층이 점차 두껍게 증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메탄가스 분압이 높아질수록 흑연의 생성량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높은 메탄가스 분압에서는 2차 결정립 생성이 촉
진되어 나노 결정립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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