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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상 내구성 향상을 위한 DLC 코팅 기술 
(DLC coating technology for improved durability of Automobile accessories)

1 기술개요

● 경도 30 GPa 이상 무수소 DLC 후막화 코팅 기술 및 준양산 장비기술

● 연비향상 규제에 따른 에너지 손실 저감 기술개발 및 엔진오일과     

    반응성이 적고 고온 안정성이 우수한 표면 코팅 개발 요구됨

● 무수소 카본 후막 (3㎛ 이상) 코팅이 차세대 고효율 엔진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여 현재 완성차 적용 시도 중

● 기술특허 : 제 10-2016-0079406 ta-C 층을 포함하는 모재 

3 시장성 및 사업성

 ● 기술적 가치 : 산업화 적용이 가능한 무수소 DLC 후막 코팅기술개발 (기술이전 10억원)

   - 기존 CVD 공정으로 제작된 수소를 포함한 DLC (경도 20 GPa 이하, 산화온도 350℃) 대비 무수소 DLC는 고경도, 고온 내열성 (30 Gpa 이상, 

     산화온도 500℃)을 가짐에 따라, 고온 및 가혹한 산업환경에 적용 가능함

● 인프라 가치 : 무수소 DLC 코팅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이전 (기술이전 2억원)

   - 코팅 장비의 국산화로 고가의 해외 코팅장비 (30억 이상)에 의존하는 국내코팅 시장의 신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장벽 완화 및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

● 사회 & 경제적 가치 : 무수소 DLC 코팅 막과 같은 기술은 energy saving기술로써, 산업화 적용 시 수송분야 30%, 산업전분야 20 % 및 에너지 소비 

    15% 절감가능  

   - 국내 자동차 부품의 DLC 코팅시장 규모는 약 630억원, 국내 전체 DLC 코팅 시장의 90%에 해당됨

   - 본 기술 개발을 통해 DLC (a-C:H, a-C) 코팅을 무수소 DLC 코팅으로 대체시 국내에서만 약 400억원의 시장 형성 예상됨

<내연기관 내 에너지 손실 비율 비교표 (자료제공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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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 주요내용

● 재료연구소 고내구성 및 저마찰 특성을 가지는 대면적 무수소 DLC (ta-C) 후막 코팅 기술

   - 내열온도 550 ℃, 경도 20 ~ 85 GPa 범위를 가지는 Hydrogen-free DLC (HF-DLC or ta-C)

우수성

● 대면적 Tribology 코팅 공정 장치 기술개발 :   

   - 선형이온소스, UBM 스퍼터, 자장여과아크 소스의 융복합 시스템 기술 

 

● 코팅폭 400 mm의 준양산 시스템 개발 기술 : 균일도 10 % 이내

● 아크 방전 안정성 확보를 통한 장시간 코팅 기술

● HF-DLC 코팅 공정 내구성 강화를 위한 코팅막 설계 기술

<자장여과아크플라즈마 원리 및 구성> <DLC 후막코팅 기술의 양산화 적용 시 핵심 인자> <HF-DLC 코팅 준양산 장비 공정 최적화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