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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is of importance to improve the wear resistance and 

the corrosive resistance for high accurate mechanical parts such as LM guide, Ball Screw and 

Roller Bearing etc., Those has generally featured on rolling contact mechanism to improve not 

only the wear and the friction, but also the accuracy and the corrosion performances. For surface 

modifications of high accurate mechanical parts, normally thermal spray, PVD, CVD and E.P. 

processes have been used with many materials such as DLC, raydent, W, Ni, Ti etc. Diamond-

like carbon (DLC) films possess a combination of attractive properties and have been largely 

employed to modify the tribological behaviors such as friction, wear, corrosion, fretting fatigue, 

biocompatibility, etc. However, for rolling contact mechanism mechanical parts DLC films are 

needed to study for commercial benefit. Rolling contact mechanism has features on effects of 

cyclic motions and stresses, and also not simply sliding motions. The papers focused on the 

performance test of wear and corrosive resistance according to Me-DLC film thickness. And also, 

its thickness effect of wear analysis was carried out through the simulation of the maximum shear 

stress under the rolling contact surface. As the results, Me-DLC films have more potential to 

improve the wear resistance for high precision mechanical parts than raydent films. 

 

Key Words: Me-DLC Coatings (카본코팅), LM Guide (선형가이드), Wear Resistance (내마모성), Corrosive Resistance (내

부식성), Accuracy (정밀도) 

 

 

1. 서론 

 

LM 가이드, 볼스크류 및 베어링 등 구름 운동

을 하는 정밀 기계 부품의 수명향상을 위해서는 

내구성 및 내식성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밀기계부품의 내구성 및 내식성 향상

을 위해서 Thermal Spray, PVD, CVD 및 E.P. 등의 

코팅공정을 통한 성능향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1 

구름운동 부품의 경우 구름 운동과 슬라이딩 

운동이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수명 및 성능 평

가가 복잡하다. 그러나 대부분 구름운동 부품의 

수명 및 성능에 영향이 큰 Crack 의 발생원인으로 

표면하부에서 발생되는 응력으로 알려져 있다.1-3 

최근 Raydent 를 이용한 표면 코팅 공정이 LM

가이드 및 베어링 부품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구성의 추가 향상에 대한 요구와 구름운

동 부품의 환경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코팅공정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무 윤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진 DLC 코팅소재를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29 권 4 호 pp. 409-416 

 

 

April 2012  /  410

구름운동 부품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1,4-7 

이러한 DLC 소재의 경우 하드 디스크, 베어링, 

기어 등의 부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무 윤활 또는 

저 윤활 환경에 대한 사용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

다. 1,4,5,7 

DLC 코팅 공정은 Sputter(PVD)와 PE-CVD 에 

의한 공정이 주로 이용된다. 코팅 설계 시 고려되

는 파라미터로는 코팅두께, 경도, 접착력, 표면조

도 및 내부응력 등이 고려된다. 이중 코팅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접착력이 커지며, 내식성 또한 커

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6 

코팅 두께에 또 다른 특성으로 압축응력이 수 

GPa 정도가 발생되며, 두께가 증가될수록 압축응

력 또한 커지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기관내부 실험 결과로도 확인되었다.1,9,10 

구름 운동 부품의 수명에 따른 연구 결과에서 

코팅 두께의 경우 0.5-2 ㎛정도에서 수명이 최대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지고 있다.1,4,6 또한 압축응

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명 향상에 긍정적인 요소

로 작용되어진다. 그러나 PVD 공정과 다르게 

CVD 공정의 경우 구름 운동 부품 수명에 압축응

력이 과도할 경우 표면박리 현상을 유발할 수 있

다는 보고가 있다.1 

본 연구는 DLC 코팅 중 기계부품과의 접착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Sputter 공정을 통한 Ti 증착

과 C2H2 가스를 사용한 PE-CVD 공정을 동시에 수

행하여 메탈이 포함된 DLC 인 Me-DLC(Metal 

composited DLC) 공정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기 수 

차례의 Me-DLC 공정 실험결과와 타 연구 결과를 

검토 후 코팅 두께를 1 ㎛ 정도로 선정하였으며, 

LM 가이드의 내마모성 및 내식성 연구를 수행하

였다. 또한 Raydent 코팅 소재와의 비교 연구를 수

행하였다. 

구름 운동의 경우 Hertzian Contact에 의한 응력 

분포가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LM

가이드와 블록에 작용하는 Elliptical Hertizian 

Contact Stress 와 마찰계수에 의한 응력 형태 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코팅두께에 따른 내마

모성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기계적인 정

밀도 성능을 분석하였다. 

 

2. 구름 운동의 응력분포 및 내마모 이론 

 

구름 운동의 내마모 및 수명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Herizian contact 응력이 주로 많이 이용된다. 

Herizian contact응력이론에 의하면, 구름 운동의 경

우 표면 하부에서 최대 전단응력이 발생되고 있으

며, 반복되는 피로파괴의 패턴도 표면하부에서 시

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4 또한 구름 운동

시 접촉 영역간의 마찰계수에 의해서 최대 전단응

력의 크기 및 발생위치가 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5 

해당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수식은 기 발표된 

이론을 사용하였다.13-15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경도

는 210GPa, 포아송비는 0.325가 사용되었다. Fig. 1-

2 는 마찰계수가 없을 때 볼 직경 및 부하에 따른 

최대 전단응력 크기의 결과이다. 최대 전단응력의 

크기와 위치는 볼 사이즈와 볼 볼하에 따라 변화

가 되며, 많은 논문에서 구름운동부품의 수명 예

측에 있어 전단응력이 이용된다.2,8,19 따라서 최대 

전단 응력지점과 전단응력의 크기를 예측하는 것

은 DLC 코팅 두께에 따른 내마모 특성(또는 부품 

수명)과 표면박리의 영향을 예측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Fig. 1 에서 볼 크기가 증가될수록 최대 전단응

력 발생지점이 깊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Fig. 2는 

볼 부하에 따른 최대 전단응력 발생지점이며, 볼 

부하가 증가될수록 깊이가 깊어진다. 본 연구에 

사용된 LM 가이드의 볼 직경은 4.6mm 이며, 수명

실험에 사용된 부하는 정격부하인 볼당 43N 이다. 

이때 최대 전단응력 발생 지점은 28 ㎛ 정도인 것

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정격부하의 경우는 가속

수명 테스트에 사용되는 부하이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는 43N 보다 낮은 부하이며, Fig. 2 의 결과로 

보아 28㎛의 깊이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마찰계수에 따른 표면 하부 응력 분포

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 응력의 경우 마찰계수

가 0.3 정도에서는 표면까지 영향이 큰 것으로 예

측되어졌다. 그러나 DLC 필름의 경우 무 윤활 상

태의 마찰계수가 0.1~0.2 정도로 보고되고 있

다.4,5,9,10,12,18-20 

따라서 DLC 코팅소재의 경우 코팅 두께가 비

교적 얇고 경도가 HV 1500-2500 정도로 알려져 있

어 구름 운동 부품의 내마모성 향상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1,4,17,18 

결론적으로 LM 가이드 등의 구름운동 부품의 

경우 코팅 두께에 따른 최대전단응력으로 인해 코

팅이 표면 박리 현상의 발생이 가능할 것이다. 따

라서 사용 부하하중 및 볼 직경에 따라 코팅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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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팅두께의 

경우 내마모성과 내식성 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코팅두께의 설계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코팅 두께가 두꺼워 질 경우 내마

모성이 커지며, 내식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또한 마모량의 경우 수식(1)에서와 같이 경

도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보인다.11 코팅층 두께에 

따른 경도 특성은 수식(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두께가 감소 될수록 경도 또한 점차 증가되는 경

향을 보인다.12  

따라서 구름 운동 부품의 내마모성 및 내식성

을 고려한 DLC 필름 두께를 결정할 때 전단응력

의 크기 및 위치를 고려해야 하며, 최대 경도값을 

가지며 최대 내구성을 가지는 최적의 두께 값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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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bsurface location applied at maximum shear 

stress according to bal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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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bsurface location applied at maximum shear 

stress according to bal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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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maximum shear stress according to 

frictions at rolling contact mechanism 

 

Volume of wear =   (1) 

 

         (2) 

H0 : An intrinsic material parameter [MPa] 

k1: A constant [MPa/m1/2] 

d : Layer thickness [m] 

 

3. 실험장치 및 조건 

 

3.1 Me-DLC 코팅 및 내식성 테스트장비 

Fig. 4 는 실험에 사용되어진 Me-DLC 코팅 장

비이다. 주요 사양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시료 

크기는 1m 정도까지 가능하다. 특징으로는 Sputter

와 PE-CVD 를 동시에 수행가능하며, UBM 

Magnetron 방식의 Sputter 가 이용되었다. Sputter 

Target 은 Ti 이며, C2H2 가스가 PE-CVD 공정에 이

용 되어지며, Me-DLC증착하기 위해 Sputter와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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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D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Table 2는 주요 공정조건이며, RF Plasma와 DC 

Plasma 의 Power 등의 다양한 공정 조건 파라미터

를 이용하여 Me-DLC 공정을 수행하였다. 

Table 3 은 내식성 실험에 사용된 주요 조건 및 

장비 사양을 나타내었다. 

 

 

Fig. 4 Me-DLC Coating Equipment (Manufactured by 

Applied Plasma Company) 

 

Table 1 Specifications of Me-DLC Equipment 

Items Details 

Company Applied Plasma 

Effective Coating Volume Φ800x1000 mm height 

Max. Load 650kg 

Rotating Roll-In / Roll-Out 

UBM Magnetron 

4 (1100mm Rectangular 

Cathode) 

Pulsed Power (Option) 
Pulse Generator (-1200V, 

450A, 100Hz) 

Pulsed Sputter Power 40kW (4set) 

Plasma Cleaning &PECVD 2kW 13.56MHz RF Power

 

Table 2 PE-CVD Process Conditions 

Items Conditions 

RF Power[W] 100 

DC Power[kW] 5(13A) 

Ar Flow rate[sccm] 140 

Cleaning Time[min] 30 

Metal Sputtering Time[min] 10 

DLC Processing Time[min] 25 

Rotation Speed[rpm] 3 

Table 3 Specifications of Corrosion Test 

Items Conditions 

Standards KSD9502 

Specimen Size[mm] 60x23x22 

Quantities 6/each tests 

Temperature 35℃ 

Concentration 5% salt solutions 

Test Time 150 hours 

Checking Time between 24 hours 

 

3.2 Me-DLC 및 Raydent 코팅 시료 

 

Me-DLC Coating Raydent Coating 

Rail

  

Block

 

 

Fig. 5 Photographs of Specimen of LM Guide coated 

(Manufactured by THK Company) 

 

Me-DLC Coating Thickness 

Rail

< 1st raceway>      <2nd raceway> 

Block

<1st raceway>       <2nd raceway> 

Fig. 6 Photographs of SEM of Me-DLC coating layer 

(Manufactured by TH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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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dent Coating Thickness 

Rail 

<1st raceway>       <2nd raceway> 

Block 

<1st raceway>     <2nd raceway> 

Fig. 7 Photographs of SEM of raydent coating layer 

(Manufactured by THK Company) 

 

Fig. 5 는 실험에 사용되어진 Me-DLC 와 

Raydent 가 코팅된 LM 가이드 및 블록이다. Fig. 6

과 Fig. 7 은 코팅 두께를 확인한 결과이며, Me-

DLC 코팅 부품의 경우 가이드는 1 ㎛이며, 블록은 

0.4 ㎛ 정도였다. 또한 Raydent 의 경우 가이드와 

블록 모두 5㎛정도로 확인 되었다.  

Table 4 는 Me-DLC 코팅 전후의 표면 조도의 

변화를 살펴 본 것이다. 표면조도의 경우 내마모

성 및 수명 등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Me-DLC 코팅 전후의 표면조도의 변화는 

수십 nm(Ra) 정도 이하로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조도변화에 따른 내마모 영향은 매

우 작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 Surface Roughness with Before and After Me-

DLC Coating Process for Block Part 

No. 

1st raceway [Ra, ㎛] 

(of Block Part) 

2nd raceway[Ra, ㎛]

(of Block Part) 

Before 

(Me-DLC) 

After 

(Me-DLC) 

Before 

(Me-DLC 

After 

(Me-DLC)

1 0.1551 0.1485 0.2044 0.1990 

2 0.1552 0.1479 0.2075 0.2017 

3 0.2158 0.2085 0.2365 0.2293 

4 0.1491 0.1405 0.2359 0.2239 

4. 내마모성 및 내식성 평가 

 

4.1 내마모성 평가 

내마모성 평가를 위해 하중은 9,250N (0.25C) 

정도를 가하였으며, 시험속도는 20m/min 정도로 테

스트를 수행하였다. 레일의 길이를 고려하여 이송

거리는 450mm 정도로 테스트 되었다. Fig. 8 은 내

마모 테스트 후 70km 까지의 표면 마모상태를 간

략화하여 나타내었다. Me-DLC 코팅 표면의 경우 

초기 마모가 관찰되었던 2.5km 부터 70km 까지 

점진적으로 내마모가 일어난 반면, Raydent가 코팅

된 Block부위는 5km에서 표면의 박리가 발생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Block 부위의 경우 Rail 에 비

해 반복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빠른 마모가 진

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e-DLC 코팅표

면의 경우 Rail 과 Block 모두 70km 까지 코팅의 

완전 마모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9 는 이에 관한 사진을 나타내고 있으며, 

5km 지점에서의 Raydent 코팅면의 경우 표면 코팅

부가 국부적으로 완전히 벗겨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Me-DLC 코팅면의 경우 마모가 전반적

으로 발생되며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형태를 보

이고 있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 Me-DLC 코팅 소재의 내

마모성은 Raydent 소재와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

는 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Block 의 

Me-DLC 코팅면의 경우 코팅 두께가 0.4 ㎛정도로 

Rail 의 Me-DLC 코팅 두께인 1 ㎛ 정도보다 얇으

나 현격한 마모의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

는 앞서 예측한 표면응력의 깊이와 코팅두께에 따

른 경도변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Me-DLC 코팅 

 

 

Fig. 8 Results of wear test according to trave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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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Me-DLC Coating Raydent Coating 

2.5km 

 

Initial Wear Initial Wear 

5km 

 

Advance Wear Fully Wear 

Fig. 9 Photographs of the results of wear test 

 

두께는 0.4-1 ㎛정도에서도 내마모성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Raydent 코팅의 내마모 특성이 표면 박리 현상

을 보이는 것은 최대 표면 전단응력 지점인 28 ㎛ 

영역과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전단응력의 반복하

중에 의한 표면 박리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4.2 내식성 평가 

내식성 테스트 결과 150 시간 까지 Raydent 코

팅 소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실험 결과에서 여러 차례의 Me-DLC 

코팅 공정 변화를 통해 내식성이 우수한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Me-DLC 코팅은 코팅 두께가 비교적 얇기 때문

에 공정 파라미터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내마모성과 내식성을 우수하게 갖기 위해

서는 코팅 두께 이외 추가적인 Me-DLC 공정 파라

미터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5 코팅 전후 정밀도 성능평가 

 

LM 가이드의 경우 내마모성과 내식성 이외 정

밀도 항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Me-DLC 코팅 

두께가 부분적으로는 1 ㎛ 정도 이나 공정 시 발

생되는 열화 등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정밀도 감

소의 영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Time

(hours)

Me-DLC Coating 

(Rail Part) 

Raydent Coating

(Rail Part) 

24 

 

(Spot Corrosion) 
 

(Spot Corrosion)

48 

 

(Spot Corrosion) 
 

(Spot Corrosion)

120 

 

(Areal Corrosion) 

 

(Areal Corrosion)

150 

 

(Areal Corrosion) 
 

(Areal Corrosion)

Fig. 10 Photographs of the results of corrosion test 

 

Table 5 는 LM rail 부의 Distortion 오차이며, 코

팅 전후의 오차는 1 ㎛ 이내로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6은 LM블록이 이송시 발생되

는 진직도 오차와 각도 오차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코팅 전후의 영향이 1 ㎛ 이내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Distortion errors of LM rail part 

No. 

Distortion Error[㎛] 

Before Me-DLC 

coating 

After Me-DLC 

coating 

1 3 4 

2 3 2 

3 5 5 

4 2.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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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raightness and Angular errors of LM Guide 

No. 

Moving Error(X-axis moving) [㎛]

Z-axis Y-axis Rolling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1 3.5 4.5 2 2 2.5 1.5

2 2 2 3 2 1.5 1.5

3 3 2.5 2 2 3 1.5

4 2.5 2 2 2 1.5 2

 

6. 결론 

 

본 연구는 Me-DLC 코팅 공정으로 PE-CVD 및 

Sputter 방식을 동시에 이용하였으며, LM 가이드의 

내마모성 및 내식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Raydent 코팅 소재와의 비교 연구를 수행한 후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LM 가이드 등의 구름운동 부품은 코팅두께

에 따라 최대 전단 응력으로 인해 코팅이 표면 박

리 현상이 발생 가능하며, 따라서 사용 부하하중 

및 볼 직경에 따라 코팅두께의 설계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2) Me-DLC 코팅 소재의 내마모성은 Raydent 소

재와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lock 의 Me-DLC 코팅면 경우 코팅 두께가 

0.4 ㎛정도로 Rail 의 Me-DLC 코팅 두께인 1 ㎛ 정

도보다 얇으나 수명의 차이가 Raydent 와 같이 현

격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3) Raydent 코팅의 내마모 특성이 표면 박리현

상을 보이는 것은 최대 표면 전단응력 지점인 28

㎛ 영역과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전단응력의 반복

하중에 의한 표면 박리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내식성 테스트 결과 150 시간 까지 Raydent 

코팅 소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타나 않았다. 

그러나 Me-DLC 코팅은 코팅 두께가 비교적 얇기 

때문에 공정 파라미터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났

다. 

5) 코팅 전후의 LM Rail 의 뒤틀림 오차, LM 

Block 의 이송시 발생되는 진직도 오차 및 각도 오

차가 1㎛이내로 큰 변화가 없음을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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