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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밀도 정보  

저장 시스템, MEMS, NEMS 등의 나노 

시스템이 다양한 과학 기술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1]. 이러한 나노  시스템 구성  

요소의 크기가 점차 작아짐에 따라 요소의 

표면의 특성 및 신뢰성 또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부피대비 표면적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나노 시스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서  시스템의 신뢰성,  

수명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박막은 

표면의 특성을 개선시키거나, 보호층으로  

사용되는 등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금, 은,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상대적으로 무른 금속 코팅 박막  [2], 자기  

조립 분자막 (Self-assembled monolayer, SEM) 과 

같은 유기 박막 [3], 또는 다이아몬드 코팅 [4]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코팅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코팅의 활용 분야를  

제한하는 고진공 또는 고온  등의 실험적  

환경이 요구된다. 이러한 코팅 조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온과 대기압과 같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조건에서도 코팅할 수 

있는 코팅 기법이 요구된다.  

대기압 플라즈마 젯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APJ) 코팅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 

코팅 방법에 비하여 그 공정이 비교적 간단할  

뿐만 아니라 저가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APJ 방법의 장점들을 고려해 볼 때,  

APJ 방법으로 형성된 코팅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6,7]. 

본 연구에서는 APJ 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Si wafer (110) 위에 nano-composite Carbon-ZnO 

와 DLC 코팅을 형성하고, 두 가지 코팅에 

대하여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트라이볼로지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8]. 이를 위하여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 (Ar) 가스를 이용한 

axial-type DC 플라즈마 젯이 사용되었다. 

코팅 시 주입되는 가스의 질량 흐름 률 

(Mass flow rate), precursor 의 농도와 질량 흐름 

률, 모재에 가해지는 온도 등과 같은 다양한 

코팅 조건이 코팅의 결정 구조, 화학적 성분 

그리고 표면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팅의  

트라이볼로지적 특성을 파악하고 코팅의  

형태와 트라이볼로지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SEM -EDS), 

Atomic Force Microscopy (AFM), 그리고 X-Ray 

diffraction (XRD) 등이 사용되었다. 코팅의 마찰 

계수와 내마모성 등과 같은 트라이볼로지적 

특성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reciprocating 

타입의 ball-on-plate 트라이보 테스터를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코팅의 구조가 그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해 질 수  있으며, 이는  

트라이볼로지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APJ 의 코팅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는 박막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마찰 및 내마모 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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