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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발색연구의 경우 양성자 조사에 의한 녹색  황색 다이아몬드 발색  Co 이온 주입에 

의한 청색 사 이어 등은 상업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론  계산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여 여러 가지 보석에 해 다른 발색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 청색사 이어 제조기술은 참여 업체로 기술이  추진 임. 

- 녹즙기 기어의 경우 특허가 등록이 되었으며 업체로 기술이  완료. 

- 녹즙기기어의 착즙과정  속원소의 탈락율을 인 연구결과는 다른 산업  부품에 해서도 

폭 넓게 용 가능.

- 속 소재에 세라믹 코 을 하여 채색하고 이온빔 믹싱 기술로 합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3 

단계 1차 연도 까지 연장 연구개발.

- 코  층의 합성 향상을 해 이온빔 믹싱 기술을 용하는 것은 범 한 용분야를 가진 

새로운 기술 분야를 열어 효과 기 .

- 황색/청색 사 이어 발색 기술은 당장에 상업화 가능한 아이템이며, proton 주입에 의한 

다이아몬드 발색도 상업성이 있음. 특히 보석의 경우는 공정 단가 문제가 없어 상업화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템  하나임. 

- 녹즙기기어는 쇳가루 동이라는 부정 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모든 연구 아이템이 업체가 만족하여 기술이 을 요청할 정도로 제때에 좋은 결과를 내었다.

- 2단계  SCI 논문이 6편이 게재되었고 1 편은 게재 정. 특허는 9건이 출원되었고 3건이 

등록. 기술이 은 1건 완료, 1건 비 .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양성자/이온 빔, 이온주입 장치 응용, 녹즙기기어 표면처리, 채색코팅, 이온빔 

믹싱, 보석발색 

영  어
Proton/Ion beam, Ion implantation equipment, jiuce extracting gear, 

decorative coating, ion beam mixing, gemstone co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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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저 에너지 가속장치 기술의 산업적 응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양성자 가속기를 개발하면 양성자 빔을 학문 , 산업 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속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치 기술의 노하우

가 생겨나게 되고 이 장치 기술은 산업  양산 장치를 해 필수 인 요소이다.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에서 개발하는 양성자 가속기는 류 가속기 이므로 특히 산

업  양산에 합하다. 본 과제는 양성자 가속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의 기 장치 기술인 

입사기 장치를 응용하여 이온주입장치를 개발 산업  응용  용 연구를 수행하 고 

 에 지 양성자 빔 (3 MeV 이하)을 이용 연구 개발을 수행하 다. 산업  응용분야는 

무수히 많을 수 있으나 우선 실 가능한 몇 가지 아이템에 해 실용화 연구를 하여 업

체에 기술이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는데 이 에는 보색 발색 기술 개발  속/고분자 

소재의 내마모성  내 화학반응성 향상 표면처리 기술 개발을 포함하 다.

보석 발색 연구개발

다이아몬드, 사 이어, 루비 등 천연상태의 보석은 모두 단결정으로 투명해야 하나 

생성과정에서 유입되는 다소간의 불순물은 격자 뒤틀림  정공 는 자 생성을 유발 

보석 자체의 학  밴드 갭을 변화시키고 유색화 되게 된다. 불순물의 함유량이 극히 미

미한 경우 투명도를 그 로 유지하므로 있는 그 로 가치가 크나 불순물의 함유량이 증

가하면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보석의 가치가 달라진다. 

보석은 다른 산업  부품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으면서도 희소성이 높아 비싸며, 동

일 빔 조건으로 어떤 산업  부품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가속기를 이용한 발색

기술의 개발은 기존의 확산 공정에 비해 처리 공정의 간소,  처리 비용,  처리 시간

의 단축 등 장 이 있다.

한 보석가격(특히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세계 공통이며 국내에 국한되기 보다는 

보다는 세계시장이 상이므로 바로 외화획득이 가능 하므로 매우 심을 끄는 분야 이

다.

이온주입 방법에 의해 불순물을 첨가하여 보석의 색상을 인 으로 조 하는 기술

은 색상이 불균일하거나 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보석에 특정 색상을 발색하게 하여 

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므로 새로운 생활 미학을 창출하는 기술이다.

속  고분자 표면처리 기술개발

에 지 가속장치에 의한 이온주입은 속  고분자 재료의 표면을 단단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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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  내 화학반응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 시계 외장부품의 경우 흠집 방지를 해 

경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도 있으나 재료가격이 비싸고 가공이 어려우며 Ni 알

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시 되며 한 외 이 차갑게 보여 추운 지방 사람에게 선호

도가 떨어진다. 스테인 스 304  316L 강 등은 연마를 하면 보다 고 스런 택을 발

하나 재료의 강도가 비교  약해 흠집이 비교  잘 발생하는 단 이 있는데 이온 주입기

술을 용하면 경에 비해 택은 좋으나 내마모성이 떨어지는 스테인 스 강에 택을 

유지하면서 표면을 경수 으로 경화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손목시계 내부 부

품의 정 가공 기술의 수 은 세계 으로 거의 평 화가 되어 있어 차 외장의 품질이 

시장 유율의 핵심이다.

휴 폰 외장 부품은 라스틱으로 주로 만들어 지는데 내구성이 약하고 자  차

단이 않 되어 속 소재로 바 는 것이 요구되는데 경량 속인 Mg 합 이 유력한 후

보재료이다. 속 소재에 채색을 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세라믹 소재의 코  두께  

재질에 따라 색상이 바 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라믹 코  층과 속 간의 

합이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온빔 믹싱이라는 기술 목이 필요하 다. 이온주입은 

표면 택을 그 로 유지 하면서 표면 특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이런 유형의 부품에 

한 기술이다.  손목시계가 장식품으로 변하 듯 당 1억원 짜리 휴 폰이 노키아사(스

웨덴)에서 출시될 정도로 휴 폰도 장식품화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표면 택은 유지

하면서 내 마모성을 향상시키는 본 연구개발은 시  가치 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었

다.

녹녹즙기용 클린기어는 속부품(스테인 스 강)이 서로 맞닿지 않게 고분자

(poly-acetal)부품을 상 하단에 덧붙여 사용하는데  채소류와 맞닿는 속 부품의 마모도

와 고분자 부품간의 마모도의 균형이 제 조립 기어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핵심이다. 녹

즙기용 기어로 사용되는 속재료는 가공성이 비교  좋은 SS303을 사용하는데 반면에 

마모성은 상 으로 좋지 않다. 마모로 인해 속 원소(특히 Cr)가 녹즙 내에 과다하게 

유입되면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어 표면을 이온주입 방법으로 경화하여 내마모성을 

이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온 주입된 속재료 표면은 마모성이 향상 속원소의 발생을 

억제 할 뿐 아니라 화학반응성이 낮아 부식을 억제해 주며 생성과정 에 발생할 수 있

는 녹즙의 인체 유해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녹즙기는 건강에 계되는 것이며 생즙의 

효능 이미 잘 알려진 만큼 수요가 차 증가 할 것으로 상되므로 인체 유해성을 이

고 보다 오래 사용하는 녹즙기의 연구개발은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  요구에 잘 부응하

는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보석발색기술개발

일차 으로 1 단계에 개발되었던 블랙 다이아몬드를 상업생산하기 해 i) 기존 장

치의 실용화 개량, ii) 불순물첨가에 의한 다이아몬드, 사 이어,  루비의 학  밴드구



- iii -

조 계산, iii) 이온주입  열처리 공정 개발로 보석의 발색  탈색조 , iv)블랙다이몬드 

시제품 생산 순으로 진행하 다.

다음, 회색, 청색  핑크 색 발색 보석 발색 연구를 해  B  속이온주입에 의

한  다이어먼드 발색 거동을 연구, ii) 사 이어, 루비 발색연구, iii) 다 이온주입 공정 에 

의한 다이어먼드, 사 이어, 루비 발색연구 등을 수행하 다.

속  고분자 부품 표면개질 기술개발

녹즙기 기어  휴 폰외장 부품 채색코  등을 심으로 하 으며 i) 표면의 물리

, 화학  특성 이해 연구  자료수집, ii) 이온주입  열처리 공정의 수회 반복으로 

심층부 원소주입 공정 개발, iii) 채색코 기술  코  층 합성 향상 이온빔 믹싱 기술 

개발, iv) 녹즙기 기어 표면처리 기술 개발  v)볼펜 볼, 직조지그,  날류, 드릴류 등 산

업  용 연구를 하 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수립 

i) 유형에 따른 기술이  시스템 구축  ii) 기업체 애로 기술 지원  기술이  시

스템을 구축으로 나 어 고려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보석발색기술개발

- 기존 가속 장치를 수직빔 조사장치로 개량하여 (100 keV, 20mA, 250mmø) 블랙

다리아몬드 시제품  사업생산을 시작하 음.

- 불순물첨가에 의한 다이아몬드, 사피이어,  루비의 학  밴드구조를 계산하여 

발색 메카티즘 규명함.

- 이온주입  열처리 공정 개발로 보석의 발색  탈색을 조 할 수 있는 공정을 

확립함.

- Co 이온주입  열처리 조건 확립으로 청색발색 사 이어 개발 완료

- Proton 빔 조사에 의한 녹색  황색 다이아몬드 생산 성공

- Proton 빔 조사에 의한 탈색 루비 생산 기술 확립

- Mg 이온주입 도핑에 의한 핑크 색 사 이어 발색 가능성 확인

속  고분자 부품 표면개질 기술개발 

- 이온주입  열처리 공정의 수회 반복으로 심층부 원소주입 공정 개발: 시계 부품

으로 사용되는 316L 스테인 스 강에 해 표면 택을 유지하면서 표면 경화하는 공정 

개발  성능 분석 

- 녹즙기 기어 성능 향상 공정 개발: 70 keV 질소 이온 1x10
17
/cm

2
를 녹즙기 기어

(SUS303) 표면에 주입 한 후 솔잎 녹즙내 속 탈락실험 결과. Cr 함량 0.22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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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mg/L, Ni 함량 0.48 mg/L -> 0.09 mg/L 으로 주는 등 속 탈락 감소확인. 

특허 등록  기술이  완료

- 세라믹의 종류 선택  두께 변화에 의한 착색 코  기술개발

에 지 가속장치의 이용/응용 기업체 애로기술 분야 지원 체제 구축

-업체 참여로 인한  매칭 펀드 형식의 과제 운 이 아닌 보다 범 한 빔 서비스

를 해 매칭 펀드  기타 펀드로 과제 운 하는 방안 구축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블랙 다이아몬드 상업생산의 경우 (주)아자젬스의 의뢰에 따라 사업단에서 생산하

고 (주)아자젬스에서 유통 하는 단기 수탁과제 형식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 녹즙기기어는 업체로 기술이  완료하 으며 기존 이온주입 장치 인 라를 이용

하여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년내에 장치를 구축하여 시장성을 악한 후 양산 계획 임.

- Co 이온주입에 의한 청색 발색 사 이어, Fe  Cr 주입에 의한  짙은 황색  연

노랑색 발색 사 이어의 기술실시를 (주)엑셀코리아가 생산하고 (주)아자젬스가 매하는 

형태로 계약 체결 정.

 -  proton 주입에 의한 발색 다이아몬드는 향 후 사업단과 (주)아자젬스간에 계약

을 맺어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 함. 

- 코  층의 합력 향상을 한 이온빔 믹싱은 매우 넓은 용분야를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은 향 후 별도의 과제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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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1. Title : Industrial application to the technology of low energy accelerator. 

2. Objective of and need for R&D Project.

The development of a proton accelerator can create new scientific and 

industrial values as well as a lot of know-hows for the installation technology 

which is the essential element of the industrial mass production. In fact, the 

proton accelerator which is developed by 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 

(PEFP) is good for the industrial mass production due to it's large current 

capacity. We performed an industrial applicable research using low energy proton 

beam (less than 3 Mev) and ion beam implanter that is made by the basic 

technology for the proton accelerator development. Our target is the technology 

transfer to companies after feasibility experiments for the practical uses. The 

application areas include the coloring of gemstones and the surface modifications 

for improving the wear-resistance and reducing the chemical reactivity on the 

surfaces of the metallic/polymeric materials.

Generally. the natural gemstones like diamond, sapphire and ruby contain 

impurities in the natural jewels giving rise to band gap variations due to the 

lattice distortion and hole/electron doping effects, and then such changed band 

gaps generate new colors. It is noted that the value of gemstone can be evaluated 

by the properties of impurities. Compared to the industrial components, the 

gemstone is small in size but expensive due to the rarity. Here, we emphasize 

that the realization of color in gemstone using the proton accelerator has several 

advantages such as a simple process, an inexpensiveness, a shorter process time, 

etc. In addition, this technology is attractive because the colored gemstone can be 

exported. 

The ion implantation from the low energy accelerator makes 

metallic/polymeric surfaces harder and  less chemically reactive. In order to 

prevent flaws at cladding component of watches, one can use hard metals though 

they are expensive, hard to machine and cause Ni allergy. Stainless steels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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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16L) have graceful metallic luster but their hardness is not that high. 

However, the ion beam implantation can improve their properties like the wear 

resistance and suppression of chemical reaction. In addition, cladding components 

of mobile phones is usually fabricated by plastics which are rather brittle and not 

good ion, claddinection of electromagnetic wavemagnus light metals such as Mg 

alloy is needed but their color is not good ion,commercial ddiducts. In this 

situation, it is useful to use ceramtionhin film though the adhesion between Mg 

alloy and ceramtiocoating is not good. In fact, the adhesion can be improved by 

the ion beam implantation. In the case of the cladding component of watches, 

stainless steels having graceful metallic luster can inc lige their commercial 

valueher britabric liton,  of ion beam implantation. In fact, the cladding 

component of watches is a key factor of their market occupancy because the 

technology for the other components of watches are not that special in the world. 

As the watches turned to ornaments, the mobiles phones are going to turn to 

ornaments too. For example, Nokia sells mobile phones whose price is about 100 

million won per each. Thus, our researches are getting along with the world 

market trends. 

A juice extraction devise has stainless gears combined with poly-acetal 

components whose wear resistance is the key factors. The materials for the gears 

can be used SS303 which has a good machining property but lower 

wear-resistance. The abrasion of the gears causes the metallic powder (especially 

Cr) in the liquid which is harmful to human. Here, the ion implanted gears shows 

a good wear-resistance and less chemical reaction properties. Since the juice 

extraction gear is related to health,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metallic powder 

during extracting juices. Thus, an importance of this research can be justified.

3. Contents and scope of R&D

 Coloration of the gemstone has been progressed as following steps to 

fabricate commercial diamonds from black diamonds; i) modification of state of the 

arts ion implantation apparatus, ii) the band calculation for impurity effect on 

diamonds, sapphire and ruby, iii) color control through ion implantation and heat 

treatment, iv) production of black diamonds. Next, the research for the color such 

as grey, blue, and pink has been performed; i) coloring by B or metal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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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ation into diamonds, ii) coloring for sapphire and ruby, iii) multi ion 

implantation process.

The research for the metallic/polymeric components has been performed 

mainly for the juice extracting gears and cladding components of mobile phones 

including i) literature review of the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ii)  

development of ion implantation process, iii) development of a color (ceramic) 

coating on the metallic component and an ion beam mixing technique, iv) ion 

implantation surface modification of juice extracting gears, v) attempting surface 

modifications of  ballpen ball, jig for textile weaving,  cutting edge, drills, etc..

We consider the application of our research results as following; i) 

developing the technology transfer system for the different application types, ii) 

trouble shooting system development in the industrial technologies.

4. R&D result

1) Gemstone coloration

- Modification of a state-of-the-arts ion implantation apparatus (100 keV, 20mA, 

250mmφ), and then assistance for the production of commercial black diamonds.

-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coloring of the gemstone through a calculation 

of the band gaps as a function of various impurities addition using a density 

functional theory(DFT).

- Development of technology that controls the coloration and decoloration of 

gemstone via ion beam implantation and heat treatments.

- Success in green colored sapphire production by Co ion implantation followed by 

annealing

- Success in blue(yellow) colored diamonds by proton beam irradiation (followed 

by annealing).

- Success in a decoloration technology of ruby bt proton irradiation followed by 

annealing.

- Confirmation of the possibility to produce the pink sapphire through Mg ion 

implantation followed by an annealing.

2) metallic/polymeric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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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ion implantation process  via repeating ion implantation and heat 

treatments

- Development of ion implantation proces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juice 

extracting gears; a test of the heavy metal ingredient inclusion in a pine needle 

juice indicates after implanting N ion on the juice extracting gears with 70 keV 

and an ion dose of 1x1017/cm2: Cr incredient 0.22 mg/L --> 0.04 mg/L, Ni 

incredient 0.48 mg/L --> 0.09 mg/L)

-Development of the color coating by controlling the thickness of ceramic coating 

and by selecting the materials

- Improving the coating layer adhesion through ion beam mixing.

3) Establishing the companies, technological trouble shooting 

-  Consulting and development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to tackle the industrial 

difficult technologies. 

5. Utilization of the R&D result

- In the case of black diamond, KAERI/PEFP and Aza gems Co. Inc. made a 

contraction in which PEFP is responsible for the black diamond production and 

Aza gems, Co. Inc. is a distributor

- Techniques for production blue sapphires by Co ion implantation will be 

transferred to Azagems and Accelkorea; Azagems is in charge of marketing and 

Accelkorea produces yellow sapphires by Fe ion implantation and light yellow 

sapphires by Cr ion implantation.

- The juice extracting machine company, Green Power Kempo Co. LTD wants to 

set up the facility at Gyeongju where PEFP is supposed to be established.

- For the production of blue colored diamonds by the proton implantation, we 

consider the contract between Aza gems Co. LTD and PEFP.

- Color coating technology for the mobile phone case has been conformed for 

variou application areas and will be continued.



- ix -

C O N T E N T S (   문  목  차)

Chapter 1 Introduction to R&D project ............................................................. 27

Section 1 Objectives of and needs for R&D project .................................... 27

1. Objectives of R&D................................................................................................................. 27

2. The needs for R&D ............................................................................................................. 28

   가. Weakness of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 28

(1) Gemstone coloration ................................................................................................. 28

(2) Surface modification of metals/polymers for enhancing wearability and 

decreasing in the chemical reactivity ................................................................... 28

   나. Technological, economical, and social needs ........................................................ 29

(1) Technological aspect ................................................................................................. 29

  (가)Gemstone coloration .............................................................................................. 29

  (나) Surface modification of metals/polymers for enhancing wearability and 

decreasing in the chemical reactivity ............................................................ 29

(2) Economical and social aspects ............................................................................... 29

  (가) Gemstone coloration (diamond, sapphire, ruby etc.)................................... 30

 (나) Surface modification of metals/polymers (watch/cell phone case, juice 

extracter gears) ..................................................................................................... 30

Section 2 Contents and scope of R&D .................................................... 31

1. Contents and scope of 1st year R&D ............................................................................. 31

    가. Gemstone coloration ..................................................................................................... 31

    나. Surface modification of metals/polymers .............................................................. 31

2. Contents and scope of 2nd year R&D ............................................................................ 31

    가. Gemstone coloration .................................................................................................... 32

    나. Surface modification of metals/polymers ............................................................. 32

3. Contents and scope of 3rd year R&D ........................................................................... 32

    가. Gemstone coloration .................................................................................................... 32

    나. Surface modification of metals/polymers .............................................................. 32



- x -

Chapter 2 Reviews of Domestic and Oversea's 

State-of-the-art technologies ..................................................................... 33

Section 1. Domestic and Oversea's State-of-the-art 

technologies .......................................................................................................................... 33

1. R&D on Gemstone coloration ............................................................................................. 33

   가. Introduction ....................................................................................................................... 33

   나. Oversea's State-of-the-art techniques ............................................................. 34

(1) Diamond .......................................................................................................................... 34

(2) Sapphire and Ruby ...................................................................................................... 35

   다. Domestic State-of-the-art techniques.................................................................. 36

2. Surface modification of metals/polymers.......................................................................... 41

    가. Introduction ..................................................................................................................... 41

    나. Oversea's State-of-the-art techniques ........................................................... 44

(1) Juice extracter gear .................................................................................................... 44

(2) Watch/ cell phone case ............................................................................................. 44

(3) Color coating ................................................................................................................. 44

   다. Domestic State-of-the-art techniques.................. .............................................. 45

(1) Juice extracter gear .................................................................................................... 45

(2) Watch/ cell phone case ............................................................................................. 47

(3) Color coating ................................................................................................................ 47

Section 2 State-of-the-art of the R&D results in the domestic and the oversea's 

state-of-the-art techniques ...................................................................................................... 49

1. Gemstone coloration ............................................................................................................... 49

   가. Diamond ............................................................................................................................ 49

   나. Sapphire and Ruby ........................................................................................................ 50

2. Surface modification of metals/polymers ........................................................................ 51

   가. Juice extracter gear ...................................................................................................... 52

   나. Color coating ................................................................................................................... 53

Chapter 3 Contents and scope of R&D ......................................... 54

Section 1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approach of the R&D  

............................................................................................................................................................ 54

1. R&D methodology ................................................................................................................. 54

   가. Gemstone coloration........................................................................................................ 54



- xi -

(1) Diamond coloration ................................................................................................... 54

  (가) Background of R&D .......................................................................................... 54

  (나) Process condition for the black diamond ................................................... 54

  (다) Partly black colored diamond ......................................................................... 54

  (라) Decoloration of black diamond ....................................................................... 54

  (마) Coloration effects of H, B and Co ion implanted diamond ................... 54

(2) Process condition for the colored sapphire ....................................................... 55

(3) Decoloration of ruby ................................................................................................. 55

(4) Theoretical approach for gemstone coloration ................................................. 55

 (가) Introduction .............................................................................................................. 55

 (나) methodology.............................................................................................................. 55

   나. Surface modification of metals/polymers ............................................................... 55

     (1) Juice extracter gear .................................................................................................. 55

 (가) Experimental approach .......................................................................................... 55

 (나) Ion implantation ...................................................................................................... 56

 (다) Surface modification by coating and ion beam mixing techniques........ 56

 (라) Impurities' measurement  in  the extracted juice ...................................... 56

(2) Surface modification of watch/cell phone decorative parts .......................... 56

 (가) Background ............................................................................................................. 56

 (나)Ion implantation process ........................................................................................ 56

(3) R&D of Color coating technology......................................................................... 57

 (가) Theoretical approach ............................................................................................ 57

 (나) Experimental method  .......................................................................................... 58

Section 2 Contents of R&D ............................................................................... 60

1. Gemstone coloration ............................................................................................................. 60

   가. Diamond   ....................................................................................................................... 60

(1) Theory for black diamond generation ................................................................ 60

(2) Green/yellow colored diamond by proton irradiation ..................................... 60

   나. Sapphire ............................................................................................................................ 60

   다. Decoloration of ruby ..................................................................................................... 61

   라. Theoretical approach .................................................................................................... 61

2. Surface modification of watch case ................................................................................ 63 

3.  Surface modification of juice extracting gear ............................................................ 64

4. Color coating technology of cell phone case ............................................................... 64

Section 3 Results of R&D...................................................................................... 67

1. Gemstone coloration ............................................................................................................. 67

   가. Diamond  ........................................................................................................................  67



- xii -

(1) black diamond ............................................................................................................. 67

 (가) Mass production system establishment .......................................................... 67

 (나) Characterization of black diamond ................................................................... 72

 (다) Decoloration of black diamond............................................................................ 72

(2) Colored diamond of diamond by Proton beam irradiation ........................... 78

   나. Sapphire  ......................................................................................................................... 78

   다. Decoloration of ruby .................................................................................................... 91

   라. Results of theoretical study........................................................................................ 92

(1) Band structure calculation of diamond by Density functional theory .... 92 

(2)Band structure calculation of sapphire by Density functional theory  .... 98

2. Surface modification of decorative parts of watch ................................................... 101

3. Surface modification of juice extracting gear ............................................................ 101

4. Color coating of cell phone case ................................................................................... 118

Chapter 4 R&D achievement and contributions to the 

related technologies................................................................................................. 124

Section 1 Achievements of  R&D goals and evaluation check 

points ........................................................................................................................................ 124

Section 2 Contribution of R&D results to associated 

technologies ......................................................................................................................... 127

Chapter 5 Application plans of R&D results................................ 129

Section 1 Needs for additional R&D............................................................ 129

Section 2 Application to the other R&D projects ........................ 129

Section 3 Promotion plan for industrialization ................................. 145

1. Gemstone coloration ............................................................................................................. 145

   가. Black diamond mass production .............................................................................. 145

   나. Green/yellow colored diamond production ............................................................ 146

   다. Sapphire coloration techniques................................................................................... 147

2. Surface modification of metals/polymers........................................................................ 147

   가. Juice extracting gear ................................................................................................... 147

   나. Color coating .................................................................................................................. 147



- xiii -

Chapter 6 Oversea's technology informations collected 

during the R&D............................................................................................................. 148

Section 1 Gemston coloration associated literatures ................ 148

Section 2 Literatures for metal/polymer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 149

Appendix : Visiting experiment in Japan Atomic Energy Agency Takasaki Lab 

........................................................................................................................................................... 151



- xiv -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7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 27

1. 연구개발의 목 ........................................................................................................................ 27

2. 연구개발의 필요성................................................................................................................... 28

   가.  기술 상태의 취약성 ................................................................................................. 28

(1) 보석 발색 연구개발 ..................................................................................................  28

(2) 속/고분자 소재의 내마모성  내 화학반응성 향상 표면처리 기술 개발

     .................................................................................................................................................  28

   나. 기술 , 경제 , 사회  필요성 ..................................................................................  29

(1) 기술  측면 .................................................................................................................  29

  (가)보석 발색 연구개발................................................................................................  29

  (나) 속/고분자 소재의 내마모성  내 화학반응성 향상 표면처리 기술 개발

       ...........................................................................................................................................  29

(2) 경제·사회  측면 ......................................................................................................  29

  (가)보석발색(다이아몬드, 사 이어, 루비 등 보석) ...........................................  30

  (나) 속/고분자 소재의 표면개질 (시계/휴 폰 외장제품, 녹즙기 기어 등) 

       ...........................................................................................................................................  30

제 2  연구개발의 내용  범  ................................................................  31

1. 1차 연도 연구개발 내용  범  ....................................................................................  31

    가. 보석발색기술개발 .......................................................................................................  31

    나. 속/고분자 부품의 표면개질 연구개발 ..............................................................  31

2. 2차 연도 연구개발 내용  범  .....................................................................................  31 

    가. 보석발색기술개발 .......................................................................................................  32

    나. 속/고분자 부품의 표면개질 연구개발 ...............................................................  32

3. 3차 연도 연구개발 내용  범  .....................................................................................  32

    가. 보석발색기술개발 ........................................................................................................  32

    나. 속/고분자 부품의 표면개질 연구개발 ...............................................................  32



- xv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  33

제 1  국내외 련기술분야에 한 기술개발 황 .................  33

1. 보석 발색 연구개발 ..............................................................................................................  33

   가. 개요 ...................................................................................................................................  33

   나. 해외 기술개발 황 ......................................................................................................  34

(1) 다이아몬드 ...................................................................................................................  34

(2) 사 이어  루비 ......................................................................................................  35

   다. 국내기술개발 황 ........................................................................................................  36

2. 속/고분자 소재의 표면개질 ............................................................................................  41

   가. 개요 ..................................................................................................................................  41

   나. 국외 연구개발 황 .....................................................................................................  44

(1) 녹즙기 기어 ................................................................................................................  44

(2) 시계/휴 폰 외장 부품 ............................................................................................  44

(3) 채색코  ......................................................................................................................  44

   다. 국내 연구개발 황 .....................................................................................................  45

(1) 녹즙기 기어 ................................................................................................................  45

(2) 시계/휴 폰 외장 부품 ............................................................................................  47

(3) 채색 코  ....................................................................................................................  47

제 2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치 ................................  49

1. 보석발색 연구 개발 .............................................................................................................  49

   가. 다이아몬드 발색 기술 ................................................................................................  49

   나. 사 이어 발색 기술 .....................................................................................................  50

2. 속/고분자 소재의 표면개질 기술개발 .........................................................................  51

   가. 녹즙기 기어 ....................................................................................................................  52

   나. 채색코 ............................................................................................................................  53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   54

제 1  연구개발 이론 , 실험  근방법 ........................................   54

1. 연구수행 방법..........................................................................................................................  54

   가. 보석 발색 ........................................................................................................................  54

(1) 다이아몬드 발색기술개발 ........................................................................................  54

  (가) 연구개발 배경 ......................................................................................................  54

  (나) 블랙 다이아몬드 생산 조건 ..............................................................................  54

  (다) 부분발색 블랙다이아몬드 ..................................................................................  54

  (라) 블랙다이아몬드 탈색 실험..................................................................................  54



- xvi -

 (마) 새로운 원소로 H, B  Co를 다이아몬드에 주입하여 열처리 후 발색 효과 

      ................................................................................................................................................ 54 

(2) 사 이어 발색  조사조건 .......................................................................................... 55

(3) 루비 탈색 기술개발 .................................................................................................... 55

(4) 이론  근 .................................................................................................................. 55

 (가) 배경 ............................................................................................................................. 55

 (나) 방법 ............................................................................................................................. 55

   나. 속/고분자 재료 표면처리 기술개발 ........................................................................ 55

(1) 녹즙기 기어 표면처리 기술개발 ............................................................................... 55

 (가) 실험 근 방법 .......................................................................................................... 55

 (나) 이온주입 방법 ............................................................................................................ 56

 (다) 코 /이온 빔 믹싱에 의한 표면처리 실험........................................................... 56

 (라) 즙내 불순물 측정실험 ............................................................................................. 56

(2) 시계/ 휴 폰 부품 표면 개질 기술개발 ................................................................. 56

 (가)연구개발 배경............................................................................................................... 56

 (나)이온주입 방법............................................................................................................... 56

(3) 채색 코  기술개발 ..................................................................................................... 57

 (가) 이론  근 ............................................................................................................... 57

 (나) 실험 방법 ................................................................................................................... 58

제 2  연구내용 ............................................................................................................ 60

1. 보석 발색 연구 ........................................................................................................................ 60

   가. 다이아몬드 ........................................................................................................................ 60

(1)블랙다이아몬드 생산 기술 확립  이론  연구 ................................................. 60

(2) 녹색/황색 다이아몬드 발색 기술개발 .................................................................... 60

   나. 사 이어 ............................................................................................................................ 60

   다. 루비 탈색 .......................................................................................................................... 61

   라. 이론  근 ...................................................................................................................... 61

2. 시계 부품 표면개질 ................................................................................................................ 63

3. 녹즙기 기어 표면개질 연구 ................................................................................................. 64

4. 휴 폰 부품 채색 코  연구 ............................................................................................... 64

제 3  연구결과 ............................................................................................................ 67

1. 보석 발색 연구 ........................................................................................................................ 67

   가. 다이아몬드 ........................................................................................................................ 67

(1) 블랙다이아몬드 ............................................................................................................ 67

 (가) 양산 시스템 확립 .................................................................................................... 67

 (나) 블랙 다이아몬드의 특성 분석 결과 ................................................................... 72

 (다) 블랙 다이아몬드 탈색 ............................................................................................ 72



- xvii -

(2) Proton 조사에 의한 발색 다이아몬드 ................................................................... 78

   나. 사 이어 ............................................................................................................................ 78

   다. 루비 탈색 기술 개발 ...................................................................................................... 91

   라. 이론  계산 결과 ............................................................................................................ 92

(1) 다이아몬드 도핑 후 밴드구조계산 .......................................................................... 92

(2)사 이어에 불순물 도핑 후 밴드 구조 변화 계산 결과 ..................................... 98

2. 시계 부품 표면개질 ............................................................................................................... 101

3. 녹즙기 기어 표면개질 연구 ................................................................................................ 101

4. 휴 폰 부품 채색 코  연구 결과 ................................................................................... 118

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 124

제 1  연도별 연구목표  평가착안 에 입각한 연구개발목

표의 달성도 ......................................................................................................................... 124

1. 2단계 연구개발 목표  평가의 착안  .......................................................................... 124

   가. 2단계 연구개발 목표...................................................................................................... 124

   나. 2단계 연구개발 내용 ..................................................................................................... 124

   다. 평가의 착안  (주요 상 결과물 포함) ................................................................... 125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 125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 125

   나. 상기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결과 .................... 127

제 2  련분야의 기술발 에의 기여도 .............................................. 127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129

제 1  추가연구의 필요성 .................................................................................. 129

제 2  타 연구에의 응용 ..................................................................................... 129

1. 연구개발의 배경 ..................................................................................................................... 129

2. 연구 내용 ................................................................................................................................. 130

   가. 최  소재 선정을 한 계산 ...................................................................................... 130

   나. 박막증착 ........................................................................................................................... 130

   다. 이온빔 mixing ............................................................................................................... 131

   라. 박막  계면 특성 분석 ............................................................................................. 131

   마. 부식 실험 ........................................................................................................................ 131

3. 연구 결과 ................................................................................................................................. 132

  가. 사용 온도  소재의 두께에 따른 박막-모재 간 온도 구배 ............................ 132



- xviii -

  나. SiC 박막 특성 분석: 원소 depth profile ................................................................ 133

  다. 900°C 이상 온도에서 열응력에 의한 박막의 건 성 실험결과 ....................... 133

  라. SiC 박막 증착  이온빔 혼합 후의 해 부식 실험결과 ........................... 133

  마.  SiC 박막 증착  이온빔 혼합 후의 황산 부식 실험결과 .......................... 134

제 3  기업화 추진방안 ........................................................................................ 145

1. 보석발색..................................................................................................................................... 145

   가. 블랙다이아몬드 생산...................................................................................................... 145

   나. 녹/황 색 다이아몬드 생산 기술 ................................................................................ 146

   다. 발색 사 이어 생산 기술 ............................................................................................ 147

2. 속/고분자 소재의 표면개질 ............................................................................................ 147

   가. 녹즙기 기어/시계 외장 부품 표면처리 .................................................................... 147

   나. 휴 폰 부품 채색 코  ................................................................................................. 147



- xix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48

제 1  보석 발색 련 문헌 ............................................................................. 148

제 2  속/고분자 표면개질 련 참고 문헌 ................................ 149

부록: 일본 원자력기구 다카사키 연구소 (JAEA Takasaki Lab) 시설 이용 연구 련 

자료 ................................................................................................................................................. 151



- xx -

표 목 차

표 1. 이온주입  열처리에 의해 발색조 이 가능한 보석  특성................................. 37

표 2. 방사선 처리에 의한 보석 발색 기술의 ...................................................................... 40

표 3. 이온주입과 박막코 공정의 비교 ..................................................................................... 43

표 4. 최근 10년간 박막과 이온주입 분야의 논문  특허 건 조사 결과 ........................ 50

표 5.  다양한 세라믹 단결정들의 다양한 색깔 ....................................................................... 57

표 6. 이온주입  열처리 조건에 따른 탈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실험 결과 .................. 73

표 7. 솔잎 성분 분석(농 진흥청 2001) ................................................................................... 114

표 8. 솔잎 즙내 속 성분 분석 1 차 실험 결과: 60 keV N ions, 5X10
16
/cm

2
............. 115

표 9. 솔잎 즙내 속 성분 분석 결과: 70 keV N ions, 1X10
17
/cm

2
.................................. 115

표 10. 여러 가지 후보 속재료  SiC의 온도에 따른 물리  특성 ............................. 132



- xxi -

그 림 목 차

그림 1. Ion Beam Mixing을 할 경우 기 되는 Mg 합 과 코 층 계면 ......................... 59

그림 2. Ion Beam implantation setup과 E beam Evaporator .............................................. 66

그림 3. 블랙다이아몬드 양산을 한 수직 이온빔 조사 장치 .............................................. 68

그림 4. 여러 가지 크기의 다이아몬드 조사 지그  한 : 다이아몬드는 테이블 부분

(면)과 큐렛 부분(아랫면)으로 나뉘는데 한 면을 조사 한 후 다른 면은 다른 지

그를 에 겹친 후 뒤 집어서 장착하고 조사한다. .................................................. 69

그림 5. (a) 다이아몬드 이온 조사 지그를 이온주입 내에 장착한 모습 (b) 이온 조사후의 

지그. 이온주입으로 다이아몬드들이 블랙 발색됨을 볼 수 있다........................... 70

그림 6. 블랙 발색 처리된 여러 가지 크기의 다이아몬드들: (a) 왼쪽부터 2링, 3부, 5 부, 

7부 크기. (b) 다양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용 지그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하며 

한번에 50 carat 가량 생산이 가능하다........................................................................ 71

그림 7. 블랙 다이아몬드의 XPS 분석 결과: as-implanted N는 부분 비화학양록비 이

나 열처리 후 N는 부분 화학양론비 이다. 이온주입에 의한 블랙 다이아몬드

의 형성은 흑연화(garaphitization)에 의함이 아님..................................................... 74

그림 8. 1282 cm-1  1175 cm-1에 나타나는 흡수 peak은 각각 N-N  칭 인 4N- 

vacancy bonds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갈색 다이아몬드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

이나이온 주입 후 열처리 결과 블랙으로 나타난 이 특이 함............................ 75

그림 9. 질소 이온조사 결과 조사된 표면은 모두 비정질로 변하 으나 진공  600℃에서 

2 시간 열처리 후  결정화한 것을 나타낸다. ............................................................. 76

그림 10. 질소 도핑한 다이아몬드의 경우 unpaired 자에 의해 다이아몬드도 자성을 띨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자성을 보인 온도가 10 K로 무 낮은데 그 이

유는 이온주입의 조사 볼륨이 제 샘 에 비해 무 작아서 그런 것으로 사료 

됨. .......................................................................................................................................... 77

그림 11. (a) 양성자 조사 후 블랙으로 변한 다이아몬드. (b) 이를 600℃의 온도로 진공 

에서 2 시간 열처리 했을 때 purple-red로 다이아몬드가 발색됨 (지  까지 

행한 모든 이온주입은 검은 색 계열이었으나 양성자 조사 후 자주색 계열을 내

는 흥미로운 결과임) ........................................................................................................ 79

그림 12. 2 MV 양성자 ~7X1016/cm2로 다이아몬드에 조사하 을 경우 녹색 발색 다이아

몬드가 생산되었다.  2 MV 양성자 ~1X1017/cm2 + 900℃에서 열처리 하 을 경

우 녹색은 황색 으로 변화 음. 이의 정도는 이온 량에 비례함이 찰됨......... 80

그림 13. 조사되는 양성자의 에 지의 차이에 따른 발색변화: (a) 1.0 MeV 의 양성자를 

조사(녹색)한 후 열처리한 다이아몬드(황색). (b) 1.5 MeV의 양성자를 조사(녹

색)하고 열처리한 다이아몬드(황색). ............................................................................ 81

그림 14. 다이아몬드와 사 이어에 양성자가 조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색상변화 찰

하 다. 양성자 조사 시작 후 (a) 5분 경과, (b) 30분 경과, (c) 50분 경과, (d) 



- xxii -

180분 경과후 결과. 가운데 작은 4개의 시료가 다이아몬드이며 좌우 총 4개의 

붉은 빛을 띠는 시료는 사 이어임. ............................................................................. 82

그림 15.  Fe, Cr  Co 이온을 주입 한 후 900℃ 공기 에서 6시간 열처리 후의 사

이어 각각   노랑색(a), 연 노랑색(b) 그리고 청색(c) 발색을 나타낸다............. 83 

그림 16. 코발트(Co) 이온을 주입한 사 이어 내에서 Co2p XPS 스텍트럼을 분석한 결과  

이온주입만 한 경우 결합 에 지 778.7eV에 peak이 두드러져 속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 85

그림 17. 코발트(Co) 이온을 주입한 사 이어를 1150℃에서 약 6시간가량 열처리 후 

Co2p XPS spectrum을 분석하니 도4에 나타난 778.7eV peak은 사라지고 결합에

지 783.6eV에 peak이 주로 형성되어 있어 속 Co는 Al과 O와 화합물을 이루

고 있음을 나타낸다. ......................................................................................................... 86 

그림 18. Electron dispersive X-ray fluorescent spectroscopy ( ED-XRF)로 노랑색 발색 

사 이어의 원소들을 분석한 결과 trace 원소 외에 Fe가 존재함을 보인다. 이는 

노랑색 발색의 원인이 주로 Fe에 있음을 나타낸다.................................................. 87

그림 19. Co 이온주입  열처리 후 하늘 색 (sky-blue) 발색시편의   자외선-가시 선 

분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588 nm- 626nm 장 역의 넓은 흡수 는 Co 도핑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 88

그림 20. (a) 투명 사 이어의 볼록한 면에 100 keV 의 Co 이온을 1.0×1017 ions/cm2 정

도 주입한 후 공기  1,150℃에서 5시간 열처리로 하여 발색된 청색 사 이어에 

(b) 반 쪽 평평한 면에 추가로 100 keV 의 Co 이온 1.0×1017 ions/cm2 정도를 

주입하여 색상이 어둡게 변하 다. (c) 이를 다시 공기 에서 1,000℃에서 2시

간 열처리하니 색상이 한쪽 면에만 주입했을 때 보다 더욱 진해짐을 알 수 있

다. 이는 Optical density가 주입된 이온 량이 많을수록 비례해 높아짐을 보여

다. ........................................................................................................................................ 89

그림 21.  Mg이온을 백 사 이어(a)에 조사하니 다른 조사와는 달리 노랑색 발색(b)이 

열처리 없이도 나타나며, 이를 다시 열처리 하니 약한 핑크색 색상(c)이 나타남.

         ............................................................................................................................................. 90

그림 22. 양성자 조사 후 900℃ 공기  열처리로 탈색이 되어 투명성이 향상된 루비: 

(a) 처리 의 루비는 투명성이 떨어짐을 볼 수 있다. (b) 양성자 조사와 열처리

로 투명성이 향상된 루비 ............................................................................................ 91

그림 23. 계산에 의한 다이아몬드의 구조 ............................................................................... 93

그림 24. 불순물이 없는 다이아몬드의 격자 상수 계산 결과 ............................................. 94

그림 25. 깨끗한 다이아몬드 결정의 밴드구조 ........................................................................ 95

그림 26. N이 첨가되었을 경우 다이아몬드 밴드구조 .......................................................... 96

그림 27.  H가 첨가되었을 경우 다이아몬드 밴드구조 ......................................................... 97

그림 28. DFT를 이용하여 계산한 깨끗한 사 이어의 밴드 구조 ..................................... 99



- xxiii -

그림 29. DFT를 이용하여 계산한 Mg 도핑된 사 이어의 밴드 구조 .............................. 99

그림 30. DFT를 이용하여 계산한 Co 도핑된 사 이어의 밴드 구조 ............................. 100

그림 31. DFT를 이용하여 계산한 Cu 도핑된 사 이어의 밴드 구조 ............................. 100

그림 32. 이온주입  열처리 공정 반복표면 경도  경화 깊이 증가 효과: 실험에 사용

한 시계 부품들(a), nano-indentation에 의한 경도 변화 실험 결과(b)............. 105

그림 33. 한꺼번에 20개의 기어를 장착하여 각각의 기어가 회 을 하면서 체 장착 이 

회 하는 이온빔 균일 조사 지그 도면: 평면도(좌)  측면도(우) .................. 106

그림 34. 녹즙기 기어세트(상)  이온주입을 해 고안된 지그에 장착한 기어들....... 107

그림 35. Poly-acetal 소재의 이온주입  후 경도 변화....................................................... 108

그림 36. 스테인 스 강의 이온주입  후 표면 경도 변화 ................................................ 109

그림 37. 질소 이온주입된 SUS 재질 내 질소의 화학결합상태: 부분 Cr-N  Fe-N이

고 Free N 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10

그림 38. N 이온주입 된 SUS303 시편의 표면에서 깊이 방향 Auger 원소 분포: 표면에서

의 질소 농도는 약 4at/o................................................................................................. 111

그림 39. 이온 주입 (상)과 후(하)의 Ball-on disc 표면 마모 특성 실험 결과 ........... 112

그림 40. 이온 주입 (상)과 후(하)의 Ball-on disc 표면 마모 특성 실험 결과: 이온주입

을 않한 시편의 경우 실험 시작 즉시 마모가 되었으나, 이온주입한 시편의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서야 마모가 되기 시작함.................................................................. 113

그림 41. 이온주입 후 표면에 압축잔류응력이 형성되는 과정의 개념도 .......................... 117

그림 42. SiC 코    IBM 40 nm 후 50 nm coating(상)  IBM 40 nm 후 400 nm 

coating 후의 색 ................................................................................................................ 119

그림 43. SiC 박막의 두께에 따른 색상 변화 ........................................................................... 120

그림 44. Fe2O3를 사용했을 경우 구 된 색상, 두께가 다를 경우 다른 색상을 보임 (얼

룩무늬는 촬  빛의 분균일 반사 때문).................................................................. 121

그림 45. AES 원소 mapping: IBM을 하지 않은 경우(a)와 한 경우(b) Hastelloy X 

substrate와 SiC 코  층의 경계면에서의 원소 분포.............................................. 122

그림 46. 코  된 Mg 합 (상)  Mg 합  자체(하)를 4시간 염수 침  실험한 결과.

        ................................................................................................................................................ 123

그림 47. SiC의 온도에 따른  Hastelloy X의 물리 /기계  성질 변화........................ 135

그림 48. SiC 박막의 두께를 1 μm 모재의 두께를 약 5mm로 추정하고 여러 가지 후보

재료들의 계면에서의 온도 구배를 1 차원  열 확산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

과 열 도도가 비교  작은 Ni alloy 계열의 재료가 온도 구배가 더 완만하다.

       ............................................................................................................................................. 136

그림 49. 각 재료들의 열팽창 계수를 고려하여 온도구배에 따른 변형 율 .................. 137



- xxiv -

그림 50. 변형이 탄성범  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변형에 따른 응력을 나타냄. 박

막과 모재는 서로에 해 응력을 미치는데 이온빔 믹싱은 이러한 응력을 완화시

키는 방법임......................................................................................................................... 137

그림 51. Auger depth profile of SiC film on Alloy 690: 표면에서부터 두꺼운 SiO2층

이 형성되어 있으며 계면에도 속 산화물이 존재한다...................................... 138

그림 52. Auger depth profile of SiC film on Alloy 690: Auger peak position의 차이

에 의해 알 수 있듯 속 산화물내의 산소와 SiO2내의 산소의 화학상태가 다르

다......................................................................................................................................... 138

그림 53. SiC 박막을 SUS과 Hastelloy X에 증착 한 후 900℃온도에서 약 1 시간 열을 

가한 후 표면을 비교하니  SUS에 증착한 SiC 박막은 박리가 되어 SUS 표면

이 드러나 있으나, Hastelloy x에 증착한 SiC는 표면의 오염 는 산화로 색상

이 검게 나타나나 그 로 남아 있다......................................................................... 139

그림 54: 1 차 코 (두께 약 80nm)을 한 후 질소 이온을 에 지 약 70 keV, 이온 량 

약 1x1017/cm2로 충돌시킨 후 해 부식 실험을 한 결과. 이온빔 믹싱을 하지 

않은 시편은 코  층의 가장자리부터 벗겨져있으나 이온빔 믹싱을 한 시편은 부

식에 의한 박리가 없다.................................................................................................... 140

그림 55. 이온빔 믹싱  후의 시편을 900℃로 가열한 후 해부식 실험을 한 결과.. 141

그림 56. optical microscopy로 찰한 이온빔 믹싱을 하지 않은 코  시편의 해부식 

실험 후의 표면. 박막의 유실이 많다....................................................................... 142

그림 57. 이온빔 믹싱을 한 SiC 코  시편의 Optical microscopy 찰: 박막의 유실이 

으며 해부식 후 표면 변화가 거의 없다................................................................... 143

그림 58. 황산 용액 내에서의 부식 실험 결과: 320℃에서 1시간 30분가량 가열하여 실

험 하 는데 코 만 한 시편은 해부식 실험과 마찬가지로 코  층이 거의 벗

겨져 있으나, 코  후 이온빔 조사를 한 시험편은 코  층이 거의 부분 남아 

있다.................................................................................................................................... 144



- 1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

양성자 가속기를 개발하면 양성자 빔을 학문 , 산업 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속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치 기술의 노하우

가 생겨나게 되고 이 장치 기술은 산업  양산 장치를 해 필수 인 요소이다.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에서 개발하는 양성자 가속기는 류 가속기 이므로 특히 산

업  양산에 합하다. 본 과제는 양성자 가속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의 기 장치 기술인 

입사기 장치를 응용하여 이온주입장치를 개발 산업  응용  용 연구를 수행하 고 

 에 지 양성자 빔 (3 MeV 이하)을 이용 연구 개발을 수행하 다. 산업  응용분야는 

무수히 많을 수 있으나 우선 실 가능한 몇 가지 아이템에 해 실용화 연구를 하여 업

체에 기술이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는데 이 에는 보색 발색 기술 개발  속/고분자 

소재의 내마모성  내 화학반응성 향상 표면처리 기술 개발을 포함한다. 연구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석 발색 연구개발은 자연 상태로는 불순물이 바람직하지 않게 포함되어 색

상의 상업성이 떨어지는 다이아몬드  사 이어/루비 등 고  보석에 이온주입으로 원

소를 도핑하거나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색 심(color center)을 생성하여 색상의 변화를 

주어 가치를 높이는 연구개발을 한다. 보석은 시장성도 좋거니와 수출을 할 수 있어서 좋

은 연구 항목이었다.

둘째, 속소재의 연구개발은 표면의 내구성 향상  내 화학반응성 향상 공정 조건

을 확립 인데 휴 폰 부품이나 시계 부품에 용되는 채색 코  기술을 개발하고 합성

을 향상시키기 해 이온빔 믹싱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을 개발 하는 것과 녹즙기 기

어의 착즙  기어 표면이 섬유질로 히어 속 원소가 탈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 하

지 한 이온주입 공정을 개발하는 것을 업체를 참여 시켜 주로 연구개발하고, 그 외에도 

날류, 볼펜 볼, 등 여러 분야의 용 가능성을 탐구 하 다.

셋째, 개발 기술의 활용 방안 수립  용분야가 늘어 날 경우 모두 연구과제로 진

행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시스템화하는 방안의 수립이다.

이를 달성하기 해 보석발색 기술은 각종 불순물이 첨가된 보석의 밴드갭 변화에 

한 이론  연구, 즉 밴드 갭 변화를 이론 으로 측하여 실험  연구의 시행착오를 

인다. 이는 이온주입에 의한 불순물이 첨가된 보석재료 개발을 보다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함이다. 녹즙기 기어의 표면 속원소 탈락은 솔잎의 녹즙을 통해서 분석하고 공정 조

건을 개선함으로 공정을 개발하 고, 채색 코  기술개발은 주로 휴 폰 외장재로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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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상되는 Mg 합 에 세라믹 코  방법으로 색상을 입히는 방법을 개발하 다.

한 1단계 연구기간  기 개발된 블랙다이아몬드의 상업생산은 기존 장치를 개선

하여 보석 양상에 맞는 수직 빔을 조사하는 장치를 개발하 다.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은 각 기술  업체의 유형에 따라 별개로 용하여 추진하

는 방안을 수립하 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 상태의 취약성

(1) 보석 발색 연구개발

다이아몬드, 사 이어, 루비 등 천연상태의 보석은 모두 단결정으로 투명해야 하나 

생성과정에서 유입되는 다소간의 불순물은 격자 뒤틀림  정공 는 자 생성을 유발 

보석 자체의 학  밴드 갭을 변화시키고 유색 화 된다. 불순물의 함유량이 극히 미미한 

경우 투명도를 그 로 유지하므로 있는 그 로 가치가 크나 불순물의 함유량이 증가하면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보석의 

가치가 달라진다. 

(2) 속/고분자 소재의 내마모성  내 화학반응성 향상 표면처리 기술 개발

 시계 외장부품의 경우 흠집 방지를 해 경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도 있으

나 재료가격이 비싸고 가공이 어려우며 Ni 알 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시 되며 

한 외 이 차갑게 보여 추운 지방 사람에게 선호도가 떨어진다. 스테인 스 304  316L 

강 등은 연마를 하면 보다 고 스런 택을 발하나 재료의 강도가 비교  약해 흠집이 

비교  잘 발생하는 단 이 있다. 

휴 폰 외장 부품은 라스틱으로 주로 만들어 지는데 색상을 잘 구  할 수는 있

어도 내구성이 약하고 자  차단이 않 되어 속 소재로 바 는 것이 시 으로 차 

요구된다. 경량 속인 Mg 합 이 유력한 후보재료인데 속 소재에 채색을 하기 

해는 세라믹 소재의 코  두께 이용  재질에 따라 색상이 바 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라믹 코  층과 속 간의 합이 큰 문제이다. 

녹즙기 기어는 속부품(스테인 스 강)이 서로 맞닿지 않게 고분자(poly-acetal)부

품을 상 하단에 덧붙여 사용하는데  채소류와 맞닿는 속 부품의 마모도와 고분자 부품

간의 마모도의 균형이 제 조립 기어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핵심이다. 녹즙기용 기어로 

사용되는 속재료는 가공성이 비교  좋은 SS303을 사용하는데 반면에 마모성은 상

으로 좋지 않다. 마모로 인해 속 원소(특히 Cr)가 녹즙 내에 과다하게 유입되면 인체

에 해를 미칠 수 있어 표면을 이온주입 방법으로 경화하여 내마모성을 이는 기술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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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 경제 , 사회  필요성:

(1) 기술  측면

(가)보석 발색 연구개발

불순물의 함유량이 극히 미미한 경우 투명도를 그 로 유지하므로 있는 등 에는 

차이가 있을 지라도 그 로 일정 가치를 지니나 불순물의 함유량이 증가하면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보석의 가치가 달

라진다. 이온주입에 의해 불순물을 첨가하여 보석의 색상을 인 으로 조 하는 기술은 

색상이 불균일하거나 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보석에 특정 색상을 발색하게 하여 가치

를 높이는 기술이며 조사 각도의 조 로 보석이 균일한 색상을 발하게 하는 장 이 있다. 

가속기를 이용한 발색기술의 개발은 기존의 확산 공정에 비해 처리 공정의 간소,  처리 

비용,  처리 시간의 단축 등 장 이 있다. 

구체 이고 정량 인 이론  실험 연구을 해 각종 불순물이 주는 보석의 밴드 

갭 변화 측은 이온 주입에 의한 보석 재료 개발을 한 기 자료를 도출하는데 효율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온 주입  양성자 빔 조사 방법으로 나오는 발  상을 이해하

기 해서는 밴드 구조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본 탁연구에서는 도범함수 이론

을 이용한 자구조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밴드 구조를 분석이 필요하다. 

(나) 속/고분자 소재의 내마모성  내 화학반응성 향상 표면처리 기술 개발

에 지 가속장치에 의한 이온주입은 속  고분자 재료의 표면을 단단하게 하

는 효과  내 화학반응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 의 손목시계는 제품의 정 도보다는 

외장의 흠집 방지  부식 방지가 기술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스테인 스 304  

316L 강 등은 연마를 잘하면 보다 고 스런 택을 발하나 재료의 강도가 비교  약해 

흠집이 비교  잘 발생하는 단 이 있는데 이온주입은 표면 택을 그 로 유지 하면서 

표면 특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이런 유형의 부품에 한 기술이다. 이온 주입기술을 

용하면  스에 비해 택은 좋으나 내마모성이 떨어지는 스테인 스 강에 택을 유지

하면서 표면을  스수 으로 경화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손목시계 내부 부품의 

정 가공 기술의 수 은 세계 으로 거의 평 화가 흠집 있어  부상외장의 품질기술의장

유율의 핵심이다. 다른 기술로는 박막코  있는데 박리가 발생하기 쉬워 매우 조심스럽

게 용해야 한다. 

휴 폰 외장 부품 한 시계와 같이 장식품으로 사용  흠집 발생이 어야 하며 

채색을 하여 외 을 처리함이 필요한데 도료 등에 의한 채색은 속 기 에는 실  가능

성이 없고 세라믹을 코  하여 합 성을 향상 시키는 기술이 완성되면 기술 으로는 부

가가치가 매우 크다. 합성 향상을 해서는 원자력연구원이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는 

이온빔 믹싱이라는 기술의 목이 필요하다. 

 녹즙기용 기어의 표면처리를 해 사용하는 이온 주입 기술은 속재료 표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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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향상 시키고 따라서 마모성이 좋아져서 마찰 작용  속원소 탈락을 억제 할 뿐 

아니라 화학반응성이 낮아 부식을 다.

휴 폰의 색상은 도료에 의해 다양하게 라스틱에 구 할 수 있으나 내구성과 

자기  차단에 취약하여 경량 속소재를 사용하여 이 단 을 극복하는 것이 최근에 

요구되고 있다. 경량 속소재로는 Mg 합 이 주로 고려되고 있으며 색상은 아노다이

징 방법으로 구 할 수도 있으나 외 이 거칠어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Mg 합 에 세라믹을 코 하여 색상 조 을 하는 것인데 이 방법

은 Mg 합 과 세라믹 코 층의 합력이 약하여 코 층이 박리되는 상이 일어나곤 한

다. 그러므로 강한 합력을 가지면서 다양한 색상을 구 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2) 경제·사회  측면

(가)보석발색(다이아몬드, 사 이어, 루비 등 보석)

보석은 다른 산업  부품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으면서도 희소성이 높아 비싸다. 따

라서 동일 빔 조건으로 어떤 산업  부품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품목이다. 가속기

를 이용한 발색기술의 개발은 기존의 확산 공정에 비해 처리 공정의 간소,  처리 비용, 

 처리 시간의 단축이라는 장 이 있으며 한 보석가격(특히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세

계 공통이며 국내에 국한되기 보다는 보다는 세계시장이 상이므로 바로 외화획득이 가

능 하므로 매우 심을 끄는 분야 이다. 이온주입이나 양성자 빔 조사 방법에 의해 불순

물을 첨가하여 보석의 색상을 인 으로 조 하는 기술은 색상이 불균일하거나 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보석에 특정 색상을 발색하게 하여 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므로 새로운 

생활 미학을 창출하는 기술이다.

(나) 속/고분자 소재의 표면개질 (시계/휴 폰 외장제품, 녹즙기 기어 등)

시계 외장부품의 경우 경에 비해 택은 좋으나 내마모성이 떨어지는 스테인 스 

강에 택을 유지하면서 표면을 경수 으로 경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므로 

경제성이 높으며 손목시계 내부 부품의 정 가공 기술의 수 은 세계 으로 평 화되어 

있으며 재 더 이상 기술경쟁 상이 아니고 장식품으로 차 외장의 품질이 시장 유율

의 핵심이며 휴 폰 외장부품도 같은 개념이다. 

녹즙기 제품의 핵심인 기어를 구성하는 고분자와 속 제품의 성능을 이온주입 질

소 이온주입 방법으로 향상 시키면 기어의 강도가 높아져 기어 간격을 여도 속원소가 

탈락되는 것을 방지 시키므로 녹즙기의 착즙 효율이 높일 수 있으며 이온주입 조간에 따라

녹즙에 속원소가 섞여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  

이하로 낮출 수 있다. 특히 지난 1994년 녹즙기 쇳가루 동 이후, 섞여 나오는 속 성

분을 이기 해 기어와 기어 사이 간격을 넓히거나 속 기어 신 라스틱 기어로 

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하 으나 착즙 효율이 떨어지는 단 이 있었다. 착즙 율이 높을 

수록 즙내 양성분이 훨씬 많이 포함된다는 결과가 있다. 질소 는 탄소이온을 주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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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녹즙기 기어 간격을 좁  착즙 효율을 높이면서도 속 탈락 율은 크게 일 수 

있으며 이온빔이 조사된 기어는 부식성도 개선되어 장기 으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기

어 표면에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휴 폰 외장재는 라스틱에서 속으로 환되는 추세이고  그 시장 규모는 국

내만 연간 500억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과제는 경제, 산업  측면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손목시계가 장식품으로 변하 듯 휴 폰도 이제 통신 수단의 용이성 측면의 가치뿐

만 아니라 장식품으로도 고려되고 있다. 한 당 1억 원에 달하는 노키아사의 휴 폰은 

휴 폰의 장식성을 확연히 변한다. 한 자기 가 인체에 악 향을 다는 보고가 꾸

히 보고되고 있으므로 속 재료를 사용한 자 를 차단하는 휴 폰 외장재의 개발은 

향 후 자 가  더 강해지는 추세이므로 시의 한 개발 아이템이다..

제 2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1차 연도 연구개발 내용  범

가. 보석발색기술개발

기 개발된 블랙다이아몬드의 상업화를 해 수직빔 조사가 가능하게 기존 가속 장

치를 개량하여 양산 채비를 완료하 다(100 keV, 20mA, 250mmø). 블랙다이아몬드 생산 

계약을 참여업체인 아자젬스와 체결 하고 시제품을 생산 (0.02carat를 포함 약 1,000개이아

하여 참여업체에서 일부 매하 고 양산에 따른 불량품 발색 원인 악  품질 리 체

계를 수립하 다. 탁 과제로 불순물첨가에 의한 다이아몬드, 사피이어,  루비의 학

 밴드구조 계산을 수행하 다. 이온주입  열처리 공정 개발로 다이아몬드  사 이

어 발색  루비 탈색조  연구를 수행하 다.

나. 속/고분자 부품의 표면개질 연구개발

 표면의 물리 , 화학  특성 이해 연구  자료를 수집  이온주입  열처리 공

정의 수회 반복으로 심층부 원소주입 공정을 연구개발 하 으며 녹즙기 이온조사를 한 

지그시스템을 개발하 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수립을 해 유형에 따른 기술이  시스템 구축으로  블랙다

이아몬드의 실용화 생산을 해 사업단이 생산을 하고 (주)아자젬스가 매를 하는 시스

템을 고안하 다.

2. 2차연도 연구개발 내용  범

가. 보석발색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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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  속이온 주입에 의한 다이어먼드 발색  속이온주입에 의한 사 이어 

발색 연구개발을 하 다.  이 연구를 해 일본 원자력연구기구 다카사기 연구소의 장치

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 하 다. 조사 이온 량 조   부분 으로 이온빔을 다이아몬드

에 조사하여 회색에서 블랙다이아몬드까지 다양한  색상을 내는 공정을 개발하 다. Fe 

 Co 이온을 조사하여 황색  청색 발색 사 이어 개발에 성공하 다. 양성자 조사에 

의한 다이아몬드 발색 연구를 실시하 고 양성자를 루비에 조사한 후 열처리를 통해 탈

색하는 공정도 개발하 다.

나. 속/고분자 부품의 표면개질 연구개발

휴 폰 용 고분자/ 속 부품의 표면개질 이온주입 공정 개발을 하 고 공구류  

날류 제품 내구성 향상 빔 조사 공정개발(SS, SKD11  경제품)을 하 고 녹즙기 기

어 이온주입 연구는 공정을 보완하여 WHO기 이하의 녹즙내 속 성분이 검출되는 조

건을 찾아 특허를 출원하 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수립 방안으로 유형에 따른 기술이  시스템 구축은 블랙다이

아몬드 상업생산은 단기 수탁과제 형식으로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개발하

다. 

3. 3차연도 연구개발 내용  범

가. 보석발색기술개발

혼합 이온주입 공정 에 의한 다이어먼드, 사 이어, 루비 발색연구를 수행하 으며 

다양한 색상 발 의 가능성을 확인 하 다. 한 속 이온주입에 의한 사 이어 발색의 

재 성을 확인하여 상업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M앧먼드, 사으로 핑크 색이 감도는 사

이어 생산가능성도 확인하 다.

나. 속/고분자 부품의 표면개질 연구개발

휴 폰 채색코  층의 합력 강화를 해 이온빔 믹싱 공정을 개발하 으며 다양

한 색상 코 이 가능함을 확인 하 다.

녹즙기 기어는 이온빔 믹싱 기술을 용한 실험을 하 으며 상업화 공정조건을 확

립하여 기술이  하 고 지 은 시제품 생산을 하게 되었다.

소기업 애로기술을 상담하고 용하기 한 시스템을 고안 과제 참여 업체에만 

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범 하게 용하는 방법을 모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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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외 련기술분야에 한 기술개발 황

1. 보석 발색 연구개발 

가. 개요

보석의 수요/가격에 향을 미치는 세 가지 인자는 COLOR,  CLARITY, 

CARAT 등이며 요즘에는 Cut proportions을 추가하여 네 요소, 즉 4C 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천연 보석은 그 량이 한정 이어서 특정 색상의 공 이 제한 인 경우가 부

분이다. 따라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색상을 조 하는 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

며 보석 수요에 큰 향을 미친다. 

보석은 치환 형 불순물이나, 공공의 유입에 의해 색상이 바 게 된다. 

를 들어 다이어몬드 결정 내에 N 나 B 이 C 격자 에 유입되면 각각 electron 

donor 와 electron acceptor로서 작용하여 가시 역내의 자 에 지 이 수 으로 되

게 하여 색상변화를 유발한다. 한 산화물이나 질화물 보석의 경우 O나 N가 격자 을 

이탈하게 되면 하나 는 두 개의 자가 공공에 존재하여 부분 으로 band gap이 변

화되어 color center로 작용하게 된다. band gap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다른 요인은 상

기  결함(point defects)으로 인한 격자 뒤틀림이다. 천연상태에서의 다이아몬드는 투

명한 무색에서 검은색까지 거의 모든 색으로 산출된다.  이 에서 불순물의 혼입이 없

는 무색의 다이아몬드가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희귀한 색을 내는 것일수록 높은 가

치가 있다.  그러나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해 인공 으로 합성된 다이아몬드는 매로 

사용된 물질 등이 잔류하여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고 어느 특정의 색을 띠게 된다.  이 

경우 강도와 내산성면에서는 좋아지나 보석으로서의 가치는 크게 떨어진다.

루비나 사 이어는 단결정 산화알루미늄으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한 강도를 

지니고 있으며, 순수한 사 이어는 가시 선에 투명한 물이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자주

색을 발색하는 산화알루미늄 단결정은 루비라 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사 이어는 

환경에 따라 다른 불순물이 포함되어있고, 포함된 불순물들이 단결정 산화알루미늄의 격

자에 치환되면 단결정 산화알루미늄의 에 지 밴드갭에 향을 다.  그 결과, 높은 강

도, 투명성  불순물에 따라 청색, 녹색, 붉은색, 노란색 등의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는 

사 이어는 보석으로 가공되어 사용되고 있다.  유색 사 이어는 자연 상태에서 다량 산

출되며 출처에 따라 다른 색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 이다. 이들 사 이어가 보석으로 

사용되기 해서는 균질화 열처리 등 후처리가 일반 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천연 상태의 

사 이어는 불순물의 함량이나 종류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후처리를 하여도 가치 향

상에는 한계가 있다. 



- 8 -

입자 빔 조사 후 열처리를 통해 발색효과를 기 할 수 있는 보석의 목록은 표 1

에 나타내었다.

나. 해외 기술개발 황

(1)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경우 고에 지 입자충돌로서 pale yellow에서 fancy blue, green, 

brown, orange, very dark green, 그리고 yellow로 변화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

러한 고에 지 입자들은 자, 성자, 양성자, 감마선, 알  입자등을  포함한다.  감마선

(보통 60Co사용)에 노출시 blue & yellow color center 생성하며 brownish & brownish 

green color 외 을 나타내며, yellow color center는 열처리에 의해 쉽게 제거된다.  

한, Linac 처리라 하여 자빔에 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deep blue color(sky 

blue 라고도 함)를 생성하며, 후 열처리(냉각 는 가열)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잔여 

yellow color가 제거된다.  원자로에서 고속 성자에 노출하여 blue color를 낸 경우가 있

으며 보다 자세히는 medium 에서 dark grayish blue 색상을 내며 steely 는 inky로 명

명하기도 하는데 후 열처리가 없이도 색상이 그 로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다.  원자로에

서 발색 처리를 하는 경우 자빔 가속기 처리와 함께 상업  거래 시 방사성 활성

(radioactivity) 계로 NRC의 규제  허가가 필요하며, 한 원자로(Nuclear reactor), 

 자빔 가속기  열처리(Linac & Heat treating)로 이루어진 복합 처리를 통하여 

Dark blue color를 내며 상업  명칭은 Electra blue, super blue, New blue, Swiss blue, 

Max blue, American blue, super sky blue,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이아몬드 주변에 분말 는 액상형태의 속 성분을 치시키고 특정온도로 온

도를 상승시켜 열확산에 의해 표면부로 부터 속 성분을 확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산

화를 방지할 수 있는 고온로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경제 인 장 이 있다. 이 방법은 면 

방향에 따른 확산정도의 차이로 불균일한 색상변화가 가능하지만 다이아몬드와 같이 소

형 보석에는 육안 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방법이다.  구체 으로, 이러한 방법은 

Coating 이나 baking으로 색상 변화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Coating이 아주 잘되면 

coating의 흔 도 없이 색상을 감쪽같이 변화시킬 수 있으나 coating막이 벗겨지면 흉해

지며 색상이 원상복귀 되는 단 이 있다. 

갈색(brown 는 pale brown)다이아몬드를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HPHT) 공법을 용하여 고압에서 가열하여 color center을 제거하거나 여서 무색 

는 pale pink 는 pale blue로 되게 하여 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은 GE에서 

개발하여 Pegasus Overseas Limited(POL)사에서 “GE POL"보석이라 명명하여 매하

고 있다. 

다이아몬드 내부에 존재하는 hole 이나 불순물 덩어리는 보석의 clarity를 하 

시키므로 이져를 이용하여 이들을 태워 없애 clarity(투명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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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방법에 의한 유색 다이몬드 등이 개발 매되고 있으며 그  블랙 다이어

몬드도 시 되고 있다. 그러나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외국산 수입 블랙다이아몬드의 경

우 엄 하게 말하면 블랙 색상이 아니라 짙은 남색인 경우가 많았다. 

(2) 사 이어  루비

다이아몬드와는 달리 사 이어는 투명한 사 이어 보다 발색 사 이어의 가치가 

수배이상 높다. 종래의 인공  보석 발색방법으로는 방사선조사방법, 표면 코  후 확산

방법, 이온주입법 후 열처리 방법 등이 있다.

우선, 방사선 조사법은 α선이나 γ선 등의 고에 지 입자를 보석 표면부에 노출시

켜 격자결함을 유발시킴으로써 색을 내는 원리이다.  방사선을 사 이어에 조사하면, 사

이어 격자 결함이 유발되고 상기 격자 결함은 발색원 (color center)으로 작용한다.  이

러한 원리로 방사선의 종류와 에 지크기에 따라 사 이어의 다양한 발색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일시 인 격자 결함을 유발하는 방사선 조사법은 산소와의 결합으로 안정

화를 이루는 사 이어의 특성상, 기 에 일정 시간 방치하거나 약간의 열만 가하여도, 

산소와 결합하여 격자 결함이 사라지게 되어 원래의 색상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  

한 조사된 방사선이 사 이어로부터 계속 방출되어, 반감기를 고려한 안 한 수치까지 내

려오기까지 1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용화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 높은 온도로 처리할 경우 보석 사 이어 자체의 변질

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표면 코  후 확산 방법은 표면에 불순물을 코 한 후, 열처리를 통해 불순

물이 물 내부로 확산되도록 처리하는 방법이다.  상기 방사선 조사 방법에 비해 확산 

처리 방법은 원래의 색상으로 돌아가는 문제와 방사능이 방출되는 문제는 보완할 수 있

으나, 사 이어 내부 깊이 확산을 하기 해서는 장시간  고온의 처리조건이 요구되어 

생산 비용이 상 으로 높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온주입법은  이온화한 원소를 고진공하에서 가속시켜 물 표면에 충돌

시켜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온의 종류에 따라 조 되는 학  밴드 갭이 달라지므로 다

양한 발색이 가능한 장 이 있으나, 각 물과 이온의 종류  화학반응성이 고려되어야

만 한다.  한 이온주입 시 에 지가 무 클 경우, 물의 표면에서 조사손상이 커지고,  

무 약할 경우 이온주입이 표면에서만 일어나 표면코  확산 방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

을 수도 있고 한 불균일하게 발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한편, 사 이어의 원소 첨가에 의한 발색효과는 다른 보석 재료와 다르다.  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보다 원자번호가 하나 많거나 하나 

은 질소  붕소 원소를 첨가하면 노랑 는 청색 계열로 발색된다.  그러나 사 이어

는 질소  붕소 등 비 속 원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발색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는 반면 속원소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발색효과가 두드러진다.  이는 사 이어의 밴드 

갭이 약 9.0 eV로서 다이아몬드의 약 5.5 eV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에 사 이어는 속

원소를 주입하면 발색효과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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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속 원소를 첨가하는 것이 사 이어의 발색에 바람직한 결과를 내

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C. Marques 등은 (Au) 원소를 사 이어에 주입하면 흑갈

색(dark black)색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Nuclear Instrument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b 59(1991)1173-1176]. 그러나, 열처리를 하면 사 이어와 반응성이 없

는 은 알루미늄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고 유리되어 석출되며, 색상은 제거되기 때문

에 흑갈색은 단순한 조사 손상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Saito 등은 코발트 이온을 사 이어에 주입하여 각각 800 ℃와 1000 ℃에서 

열처리하여 각각 녹색과 엷은 청색을 발색하는 사 이어를 얻었다고 발표하 다[Nuclear 

Instrument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b 218(2004)139-144].  그러나, 이들이 사

용한 이온에 지는 20 keV이기 때문에 이온의 침투 깊이는 매우 얕으며,  에 지로 인

해 코발트가 사 이어의 구성원소인 알루미늄과 산소의 주입 직후에는 화학결합을 이루

지 못하다가 열처리로 인해 에 지를 받으면서 화학결합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Alves 등은 티타늄  코발트를 사 이어에 주입 후,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

하는 상에 해 연구하 는데 이온주입 후 1000 ℃까지는 티타늄  코발트가 알류미

늄과 치환되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발표하 다.  환원 분 기에서 열처리를 한 경

우  다량의 이온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주입 이온들 끼리 결합하여 속 상태로 더 많

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여 1회에 주입량이 이온주입방법에서 요한 요소임을 발표하 다

[Nuclear Instrument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b 207 (2003) 55-62]. 

방사선조사에 의한 발색조 의 는 표 2에 열거하 다.

다. 국내기술개발 황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HPHT) 공법을 용하여 유색보석에 색상이 없

게 하는 기술이 개발 되고 있으며, 하나로 등 시험용 원자로 내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해

서 유색화한 사례도 있으나 상업생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블랙 다이어몬드는 아

직 개발되어 매된 가 없다. 

국내의 몇 가지 연구개발 사례에서 나타난 결과는 시험용 원자로 내에서 생산된 유

색 보석들이 시효 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업화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결과로 평가 

되고 있다. 이 시효 상은 조사 직후와 몇 년이 지난 후의 색상이 다르다는 것인데 원자

의 치만 변화시켜 일시 인 발색원 (color center)을 만들어 발색하게 되는 경우 흔히 

상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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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
C h e m i c a l 

composition 
 Properties

Pricing and 

Valuation

DIAMOND
C(covalently 

bonded)

-. high luster, extreme 

hardness, single reflection

-. S.G.:3.5

-. low dispersion

-.highest thermal 

conductivity

4C's

-. color

-. cut proportions

-. clarity

-. carat weight

PEARL
conchiolin+

CaCO3

Hardness:2.5-4

S.G: 2.66-2.78

UV fluorescence

-.luster

-.shape(spherical 

preferred)

-.color

-.size

CORUNDUM

Al2O3
R u b y ( r e d 

corundum)

Sapphire(all 

other color)

Hardness: 9, S.G: 4, 

R.I 1.761-1.799

Birefingence: Low

UV fluorescence

Dispersion: low

-.Carat base acc. 

to

color, clarity, size

$100,000 -over 

$1,000,000/carat

J A D E 

( J A D E I T E , 

NEPHRITE

Jade i t e (Na 

r i c h 

a l um i n o u s 

pyroxene)

Nephrite(Ca 

rich Ma, 

i r o n , 

a l um i n o u s 

amphibole)

very hard (6-7)

highly intergrown, 

interlocking)

monoclinic

Fibrous crystals

R.I. 1.62-1.66

U.V. fluorescence

-.Color(principle)

-.Color 

uniformity& 

match

-.Tanslucency

-.Clarity

-.Brightness

-.weight and size 

TOURMALIN

E

H y d r o u s 

m i n e r a l s 

c on t a i n i ng 

Li, Al, B, Si 

+ K, Na, Fe, 

Mg, Mn

hardness: 7-7.5

hexagonal

S.G 3.0-3.2

-. pink: 3.03

-. red: 3.05

-. pale green:3.05

-. brown:3.04-3.1

-. dark green: 3.08-3.11

-.blue:3.05-3.11 

-. black: 3.08-3.2

R.I: 1.62-1.64

Birefingence: high

average about 0.018

dispersion: 0.017

-. color (most    

expensive: pink, 

red, blue, 

general: green, 

brown, orange)

-. Depth of color 

and tone

-. Clarity

표 1. 이온주입  열처리에 의해 발색조 이 가능한 보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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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DOT

(OLIVINE)
[Mg,Fe]2.SiO2

Hardness: 6.5-7

Toughness: fair to good

S.G.:3.3.-3.4

R.I: 1.65 - 1.69

Birefingence: 0.0036

Dispersion: 0.02

UV fluorescence: none

-. flawless

-.good yellow green 

color

 

GARNET

R3M2(SiO2)

R:Ca. Mg, or 

Fe2+

M: Al, Fe3+, or 

Cr

Hardness: 6.5-7.5(reds 

7-7.5)

UV fluorescense: none

anomalous double 

refraction

Color

비교적 저가

BERYL

Be3Al2Si6O18

+Cr(Emerald)

+Fe(Aquamarin

e)

+Mn(Moganite)

Hardness:7.5- 8

Toughness: fair

S.G: 2.65-2.9

R.I: 1.57-1.59

Birefringence:0.005-0.00

9

UV fluorescence: none

Carat base acc. to

color, clarity, size

-. >5 ct: $25000/ct

-. 1-2 ct range:      

 $1500-4500/ct.

-.0.12-1.5 ct:

   $245/ct.

TOPAZ Al2(F,OH)2SiO2

Hardness:8

S.G: 3.5-3.6

R.I: 1.61-1.64

B i r e f r i n g e n c e : 

0.005-0.009

weak UV fluorescence

Color enhancement with 

Gamma ray, high energy 

electron beam, and 

neutrons

-Color(Biggest 

selling: blue)

-.Flawless

-.most expensive: 

Red, Intense pink or 

violet, $300-1000/ct, 

in 1-5ct size

next: evry intense 

orangish-red, 

$$100-$400/ct. in 5 

ct. $50-200/ct. in 

1-2 ct. size

ZIRCON ZrSiO2

hardness: 6.5-7.5

S.G: 3.95-4.8

R.I.: 1.92-1.98

Brefringence: 0.04-0.06

Dispersion: 0.039

Some UV fluorescence

Diamond like optical 

property

Color(The most 

proced is

 "electric" blue 

followed by red, 

orange and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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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L

MgAl2O3

(Fe, Cr, Zn, Mn 

replace Mg or 

Fe)

Similar to ruby or sapphire

Hardness: 8

S.G: 3.58-4.40

R.I.: 1.72

Strong UV fluorescence 

under long wavelength

Color(depth and 

purity) and clarity

Blue: $100-300/ct. 

Red: $500-1500/ct

pink: $100-600/ct

Lavender:$50-350/

ct.

QUARTZ SiO2

Hardness: 8

S.G:2.6-2.65

R.I.: 1.54-1.55

Birefringence: very low

color zoning in some 

varieties

The least 

expensive

of common gem 

materials

$5-40/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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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발색효과

감마선(보통 
60
Co사용)에 노출

blue & yellow color center 생성- brownish & 

brownish green color 외 , yellow color center는 

열처리에 의해 쉽게 제거됨

Linac treatment( 자빔에 노

출)

 deep blue color 생성(sky blue 라고도 함): 열처

리(냉각 는 가열)에의해 unwanted yellow color 

제거 됨

Nuclear reactor(fast neutron

에 노출)

blue color 생성. 보통 medium to dark grayish 

blue(steely 는 inky로 명명). 후 열처리 불필요. 

Linac treatment와 함께 상업  거래시 

radioactivity 계로 NRC의 규제  허가가 필요

Nuclear reactor  Linac & 

Heat treating 복합 처리

Dark blue color, 상업  명칭: Electra blue, super 

blue, New blue, Swiss blue, Max blue, American 

blue, super sky blue, 등

표 2. 방사선 처리에 의한 보석 발색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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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고분자 소재의 표면개질 

가. 개요

자연상태로 부터 추출되어, 정련, 제련, 는 인공 인 합성등의 차를 거쳐 제조

된 재료들은 사용 환경에 따라 히 선택되어 여러 가지 형상으로 성형 가공되어 진다. 

강도, 경도, 피로, 괴등 기계  특성이 강조되는 재료, 학 는 자/ 기  특성이 

강조되는 재료, 성형성이 강조되는 재료등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해 각각의 선정과정은 

많은 경험과 사 지식, 그리고 연구개발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택

되어진 재료들이 최종 으로 고려되어 져야 하는 것은 내마모성, 내부식성 등으로 표되

는 내환경성이며 재 산업 으로 그 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분야 기술개발은 

재료자체(bulk)의 특성이 표면(surface)의 특성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요하

며, 재료의 본래의 특성은 유지한 채 근  표면의 성질만 개질시킴이 바람직하므로 

한 수단의 선정  공정개발을 해 최근에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표면의 성질을 주어진 사용 환경에 보다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즉 표면 개질의 

수단으로는 표면에 막을 우는 물리  화학  코 방법  재료자체의 표면을 직

으로 개질 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서로 장단 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방법이 동시

에 용되어 져야한다 (표 3). 재료자체의 표면을 개질 하는 방법으로는 기계  는 화

학  방법이 있으나, 보다 근 표면을 개질시키기 해 최근에는 자빔, 이져 빔, 라

즈마/이온 빔 등의 수단이 효과가 크다고 입증이 되어, 차 그 응용범 가 늘어나고 있

다. 

재료의 표면을 개질하는 방법으로 재료의 표면에 이온을 주입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온주입 후 재료에 발생하는 효과는 근  표면 효과(near surface effect)와 내부 

표면 효과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  먼  이온주입으로 인한 재료의 근  표면

(near-surface) 효과로는, 1) 가열, 2)물리  는 화학 으로 붙어 있는 이물질들의 탈착, 

3) 표면에 덧붙어 있는 다른 원자(adatoms)들의 운동성 증가(enhancement of mobility), 

4) 충돌하는 이온의 표면 착, 5) 이차 자의 방출, 6) 이온이나 성원자 등의 충돌입자

들의 반사, 7) 표면의 원자나 입자덩어리(clusters)의 스퍼터링 는 스퍼터된 원자들의 

재흡착 등이 있다.  

다음으로, 내부 표면(sub-surface) 효과로는, 1) 가열, 2) 연쇄충돌과정 격자원자들

의 이탈  격자결함의 증가, 3) 충돌이온의 주입, 4) 표면원소들의 내부주입(recoil 

implantation), 5) 격자결함에 이동원자의 갇힘(trapping of mobile species at lattice 

defects)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시  물리  화학  변화는 재료의 거시 인 제반특성의 변화와 련되어 

있다.  즉, 고분자재료에 이온을 주입하면 첫째, 학  성질이 변하게 되고, 둘째, 기

도도가 향상되며, 셋째, 표면의 경도가 향상된다.  속재료의 경우에는 기계  성질, 즉 

경도, 굽힘 강도, 괴 인성, 피로 항, 마찰 항 등이 증가하며,  내 화학반응성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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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되고 있다.

기계  성질 향상의 기구로는 첫째, 표면의 부피증가로 인한 압축잔류응력의 형성, 

둘째, 고용경화효과, 변형경화효과, 미세 게재물(질화물, 탄화물, 화합물 합  등)의 형성 

등으로 인한 (dislocation)의 움직임 둔화  셋째, 반응성이 은 질화물 는 탄화

물이 표면에 형성될 경우 다른 재료와의 반응성 하로 인한 표면 착(microwelding)방

지 등의 기구가 알려져 있다.  

한, 내 화학반응성 향상의 기구로는 표면에 반응성이 은 질화물의 형성으로 인

한 이물질 흡착  모재 합 원소들의 외부확산(out-diffusion) 억제 등이 알려져 있다.

고분자 소재의 경우 산업  용 역사가 길지 않아 선 래스 등에 용 몇가지 

가 있으나 성공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분자재료에 이온을 주입하면 1) 학  

성질이 변하게 되며, 2) 기 도도가 향상되며, 3)표면의 경도가 향상되며, 이러한 성질

은 이온주입공정변수의 조 에 의해 조 될 수 있다. 각각의 성질변화에 한 기구는 아

직 명확히 밝 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경도향상은 이온주입 시 연결고리가 분리되면서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어 거  분자로 변하는 교차 결합(cross linking)기구  주입이온과 

고분자재료내의 탄소간의 결합 는 다 이온 주입일 경우 이온들 간의 결합에 의한 경한 

게재물의 형성에 의해 표면이 경화된다는 발표가 있어 왔으나 교차결합이 유력한 기구로 

알려져 있다. 이온주입 기술 용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반도체 소재 분

야와 속  고분자 부품 Triboloy 분야 이다.

반도체 이온주입 장치의 경우 세계 으로 유수의 몇몇 회사에서 거의 독  하여 양

산하며, 기술 으로는 이온원 발생  가속 장치 분야는 국내기술과 차이가 별로 없으나 

자동제어  지그 기술 분야에서는 외국 유수사의 기술은 국내와 비교 많이 앞서고 있다. 

Tribology 분야는 case-by-case로 산업 인 수요가 발생하므로 장치 기술도 

case-by-case로 용되는데 국내와 기술수 의 격차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속제품의 경우 단  삭 공구, 기어 등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품에 용되어 왔으

나 이온침투 깊이가 한정 이어서 극심하지 않은 마모환경에만 제한 으로 용되고 있

다. 고분자재료의 표면경화 등 특성향상을 산업 으로 용해온 것도 1990년  반부터

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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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주입 PVD PCVD CVD

공정 온도 <200C 200-500C 450-500C

후 열처리 불필요 일반  불필요 일반  불필요

표면마무리상

태
향 없음 약간 약간

모양  치수 변화  없다 약간 가능

비교  복잡한 

형상의 규일한 

코

균일한 코

박리 상 없다 있을 수 있다
비교  강한 

합
매우 강한 합

 표면처리  요치 않음 매우 요  덜 요  요치 않음

이온주입 PVD PCVD CVD

빔의 방향

성
 일방향

일방향-약간 

조 가능

온도

질소이온주입돤 

강 : 사 용 온 도 

<300C 이하

온템퍼링된강

의 처리 제한

, 온템퍼링

된강에 처리 제

한 

고온공정, 코

후 

템퍼링 요구됨

치수변화
변화 없음, 

0.5μm 이하

치수변화, 

2-3μm

모양  치수변

화 가능, 2-3μm

상당한 치수변

화, 3-10 μm

표면청정
코  청정필

요

코  후 표면마

무리 필요

내마모성
큰 하 에는 약

함

박리가능, 큰하

에 부 합

이온주입 PVD PCVD CVD

마모환경  하 에 합 ,  하 큰 마모하
극심한 마모하

용부품

얇은 재의 펀치

다이, 형, 라스

틱 류의 단날, 공

구류

공구류, 드릴, 

재의 펀치  다

이(SUS), 인발다

이, 소성 형의 

부품, 등

PVD의 모든 

용 , 

s t a i n l e s s 

steel sheet의 

심 인발 공구

공 구 류 ,  

stainless steel 

sheet의 심 인

발 공구 등

표 3. 이온주입과 박막코 공정의 비교

장

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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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연구개발 황

(1) 녹즙기 기어

미국 챔피언 사의 녹즙기는 cutting 방식으로 스테인 스 기어를 사용하고 기어의 

회 수는 120회/분으로 착즙율은 40-6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회 수를 늘이거나 착즙 

율을 높이는 것은 속원소의 탈락과 련이 되므로 그 수치를 제한하는 이유이다.

재 외국 곳곳에서는 웰빙 바람이 불고 있고 생즙은 웰빙식품 에서도 가장 요

한 치에 서 있으며 이의 극 인 음용을 통하여 각종 질병을 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돼 가고 있는 추세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생즙에 한 소비자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으며 좋은 생즙을 섭취하기 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 시계/휴 폰 외장 부품

시계 외장부품의 경우 흠집 방지를 해 경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도 있으나 

재료가격이 비싸고 가공이 어려우며 Ni 알 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시 되며 한 

외 이 차갑게 보여 북 유럽등 추운 지방에서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스테인 스 304  316L 강 등은 연마를 하면 보다 고 스런 택을 발하나 재료의 

강도가 비교  약해 흠집이 비교  잘 발생하는 단 이 있다. 특히, 손목시계 내부 부품

의 정 가공 기술의 수 은 세계 으로 거의 평 화가 되어 있어 차 외장의 품질이 시

장 유율의 핵심이다.

세계 발명 특허, PC-T/JP-2000/006086 (2000.09.07)에서 시계 외장부품 등의 장식품

은, 스테인 스강, 티탄 혹은 티탄 합 으로 이루어지는 기체가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도 한 종류의 원자의 고용된 경화층을 

가지며, 이 경화층 표면에는 TiC, TiN 등의 경질 피막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며, 기재가 

가지는 내식성을 손상시키는 일 없이, 우수한 내 힘성을 가지며, 더구나 색 등의 여

러 가지 색조를 가지는 장식  가치가 있다는 기술이 소개되고 있다. 경화 층은 스테인

스강으로 된 기재와결정질 크롬 탄화물이 형성되지 않는 고용체를 형성하도록 탄소가 확

산되어, 기재의 표면으로부터 깊이 방향으로 형성된 침탄 경화층이며 침탄 경화층의 표면 

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경질 피막을 포함하고, 상기 침탄 경화층은 가장 바깥측 표면에 

형성된 거친 면을 제거  연마해 얻어진 경면을 포함하며, 상기 경질 피막의 표면 경도

는 상기 침탄 경화 층의 표면 경도보다 큰 것인 장식품으로서의 시계 부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경우 침탄 경화 는 질화 경화 층은 buffer layer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손목시계가 장식품으로 변하 듯 당 1억원 짜리 휴 폰이 노키아사(스웨덴)에서 

출시될 정도로 휴 폰도 장식품으로 되어 가고 있다. 휴 폰 외장의 표면 개질에 해서

는 아래 채색코 에서 다룬다.

(3) 채색코

지 까지 휴 폰의 외장재로는 주로 라스틱을 사용하는데 이의 장 은 성형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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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가벼움, 그리고 색상 발 이 용이 하다는 것이며, 단 은 쉽게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고 자  차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휴 폰은 차 그 두께가 얇아지는 등 경량화

가 추세라 속 소재를 사용할 경우 Mg 합 을 사용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할 경우 내구성  자  차단 효과 측면에서는 라스틱 소재가 안고 있는 단 이 

보완되기는 하나 색상 발 이 라스틱 소재 표면에 도료를 코 하는 것처럼 용이하지 

않다.  

이 에서 외 에 속성 컨셉트를 도입했던 모토로라사가 메탈 소재 개발에 힘쓰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기수 수 이 거의 세계  수 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국내 연구개발 황

(1) 녹즙기 기어

녹즙기의 경우 국내 제품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녹즙

기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나 일반 으로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믹서식 쥬서기(mixer juicer)

용기 앙에 있는 칼날(커터)이 고속 회 하면서 생즙 재료를 분쇄한다. 렴하며 

청소하기도 간편하나 수분이 풍부한 과일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엽채 류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단순히 채소를 바라는 로 곱게 썰어  뿐이므로 건더기는 그 로 남게 된다. 

원심 분리식 쥬서기(centrifugal juicer)

재료를 커터로 간 후 으깬 재료를 세탁기의 탈수 원리처럼 원심력에 의해 수분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즙을 짠다. 간편하며 빠른 시간 내에 착즙을 하는 장 이 있으나 분당 

15000 회  이상의 고속 회 으로 인한 열과 충격으로 양소가 변질되는 단 이 있다. 

한 농약과 속은 물보다 비 이 10배 이상 높으므로, 원심 분리를 하면 농약과 

속이 가장 먼  생즙에 빠져나오게 된다. 착즙량은 한번에 200㎖ 정도로 짜고 나면 세척 

후 다시 사용해야 한다. 

외 기어 방식 생즙기

스크류 식으로 된 한 개의 기어가 음식 재료를 외벽과의 사이로 어넣어 그 틈에

서 재료가 압착되어 짜지는 방식이다. 원심 분리 식에 비해 진보된 방식으로서 기어의 회

 속도도 1회 150회  이하로 낮아 양소의 손실이 거의 없으며 착즙량도 1회 1000㎖ 

이상 된다. 개 멜라닌 수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여 기어 방식으로는 가격이 렴한 편이

나 내구성이 떨어진다.

 기어 방식 생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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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안에 생즙 재료가 압착되면서 즙이 짜지는 

방식이다. 외 기어 방식과 마찬가지로 기어의 회  속도도 1회 150회  이하로 낮아 양

소의 손실이 거의 없으며 착즙 량도 1회 1000㎖ 이상 된다. 다른 생즙기에 비해 내구성이 

높으며 착즙율도 높아 장기 으로 사용할 때 가장 경제 인 생즙기이다. 다만, 착즙 율을 

높이기 해 기어간 간격이 아주 좁을 경우 기어와 기어간 회   fluctuation에 의한 

마찰, 기어와 섬유질간의 마찰로 인해 속 원소가 즙 내에 묻어 나오는 경향이 있다.

종래 녹즙기 기술은 한민국 특허공개 제1994-0023401호에서 피치가 큰 스크류에 

의하여 재료를 세 단계로 이송시키는 이송부와 이 이송부로 부터 재료를 공  받아 잘

게 분해하여 즙을 짜내기 용이하도록 하는 세 부와, 이 세 부로 부터 잘게 분쇄된 재료

를 공 받아 피치가 작은 스크류에서 서서히 압축하면서 즙을 짜내는 착즙부와, 그리고, 

이 착즙부에서 착즙이 다된 꺼기(섬유질)을 배출시키는 반출부로 구성 되고, 이러한 이

송부, 세 부, 착즙부  반출부를 동일 축선상으로 설치하여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재료를 

연속 으로 착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녹즙기가 발명되어 있다. 

한민국 특허공개 제1994-0020967호에서는 본체 구동부에 연결되는 한 의 세

기어  구동기어를 종동기어 보다 작게 구성하며, 종동기어와 구동기어가 경사지게 설치

하고, 상기 세 기어의 면에는 오우거가 설치되고 상기 세 기어와 오우거의 주면을 감

싸고 있는 망체는 2단으로 분리되도록 설치되며, 상기 구동부를 덮어주는 카바는 축을 

심으로 회동되게 피 지지하며, 면에 나사를 조여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한 녹즙기를 개

시하고 있다.  

한, 한민국 특허등록 제146323호에서는 구동모터가 내장된 본체, 상기 본체에 

착탈 가능하도록 설치되며 재료투입구와 액즙배출구  꺼기 배출구가 형성된 이송

이싱, 상기 이송 이싱에 내설되며 상기 구동모터의 회 력을 달받아 상호 이물림 운동

하며 투입된 재료를 세 하는 한 의 헬리컬 기어, 상기 재료투입구측에 설치되며 상기 

재료투입구를 선택 으로 개폐하는 개폐수단, 상기 개폐수단 내측에 회동 가능하게 설치

되며 상기 재료투입구 내의 재료를 회동하에 압축시키는 압축수단을 포함함으로써 녹즙

기의 사용상 안 을 도모하며 착즙행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녹즙기를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의 녹즙기 기어는 속 부품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기어가 

서로 맞닿아 있어 착즙 과정  속 가루의 녹즙 내의 유입 정도가 심각하 다.  지난 

1994년 녹즙기 쇳가루 동 이후 쇳가루 양을 낮추기 해 기어와 기어 사이 간격을 넓

히거나, 속 기어 신 라스틱 기어를 사용하거나,  기어 신 외 기어로 바꾸는 등

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모두 착즙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라스틱과 속 부품으로 구성된 녹즙기 기어가 고안되었는데, 

이는 라스틱 기어 간에는 맞닿게 되어 있으나 속 기어 사이에는 간격을 두어 맞닿지 

않게 설계한 것이다.  그 결과, 속가루의 즙내 유입이 어들긴 하 으나 착즙을 해

서는 착즙되는 채소류에 큰 압력을 가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채소류와 기어 간의 마찰

에 의해 기어 표면으로부터 속 원소가 탈락하여 그 정도가 크롬(Cr)의 경우 세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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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WHO) 기 인 0.05 ppm을 상회하여 즙 내에 유입됨이 최근 분석 결과 나타났다. 

(단, 녹즙은 음용수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다 단단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있으나, 소재가 

단단할수록 소재의 가격상승 뿐만 아니라 녹즙기 기어에 한 가공성이 떨어져 제조 원

가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가공성과 내 부식성이 좋은 스테인리스강 는 이와 유사한 

속 소재에 표면을 개질하여 마찰에 의한 속가루의 탈락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녹즙기 기어 표면의 개질을 해 시도된 기술로는 보다 단단한 소재를 녹즙기 기어 

표면에 코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코  층이 벗겨짐으로써 탈락된 코 용 

속소재를 녹즙과 함께 음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재료의 표면을 개질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온 주입기를 사용하여 재료의 표면에 

이온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하 다.

(2) 시계/휴 폰 외장 부품

국내 한 회사에서 시계의 외장을 고 화하기 해 코  방법을 용하여 시 된 바 

있는데 코  층이 벗겨지고 변색이 잘되어 반품이 되면서 회사가 몰락하는 원인이 되었

다. 시계의 정 도 향상은 더 이상 부가가치가 없으며 손목시계는 이미 장식물로 인식되

어 외장의 품질이 시장 유의 핵심인데 이에는 anti-scratch성, 내 화학반응성(내부식성)

이 요구된다. 내 마모를 해 경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비싸고,  무 무겁고, 

잘 깨어지고, 색깔이 차갑게 보이는 단 이 지 되어 와 택  가공성이  좋으며 가격

이 비교  싼 스테인 스에 이온주입하면 표면 택을 유지 하면서 내마모성, 내 부식성

이 향상 되는 기술 개발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

(3) 채색 코

포스트 슬림 이후에 휴 폰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소재 경쟁의 선두주자로 `메탈'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각 업체들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메탈 소

재를 용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각 소재별 장 에 해서도 심이 모아지고 있

다. 삼성 자가 지난 2006년 9월 ` 슬림 성 DMB폰(SCH-B500)'에 국내 처음으로 마

그네슘에 메탈 도 을 한 소재를 채택한 데 이어, LG 자도 기 작 `샤인(LG-SV420, 

LG-KV4200, LG-LV4200)'의 외장 체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는 등 휴 폰 업계

에 ` 속 소재 열풍'이 불고 있다.

지 까지 휴 폰 외장에는 사출성형이 쉽고 량생산이 용이하며 다양한 착색이 가

능한 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그러나, 슬림 이후에 시장을 주도하던 디

자인 컨셉트를 연구해온 휴 폰 업체들이 외장에 심을 가지면서 속이 라스틱을 

체할 수 있는 소재로 부상하 다.

속 열풍은 좀 더 고 스럽고 가벼운 소재를 원하던 소비자들의 기호 때문으로 분

석된다. 마그네슘의 경우 가볍고 얇으면서도 흠집과 충격에 강한 소재로 각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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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은 상온에서 속인 소재 가운데 가장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자랑한다. , 

상온에서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소재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떨어뜨려도 그러짐 등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그네슘보다 비강도(비 량 비 재료의 강도)가 우수한 속은 티타늄 정도뿐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그네슘은 차체를 가볍게 만들어 연비를 높이려는 자동차 업계에서 고  

소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휴 폰의  슬림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

다. 이 밖에도 마그네슘은 스틸 소재의 스 성형과 달리 정 주조 기법인 다이캐스

을 통해 생산되고 있어, 복잡한 형상과 감각 인 디자인을 구 하기에도 유리하다.

LG 자의 `샤인'에 쓰인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는 마그네슘 합 보다 소재 가격  

공정단가가 렴하고 소재 가공성이 우수하다는 장 이 있다. 특히, 착색의 어려움 때문

에 컬러마 이 힘든 신에 스 방식으로 성형이 쉬워 량 생산이 용이하다. LG

자는 같은 형태에서 다양한 외장 디자인을 어 낼 수 있다는 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은 

휴 폰 시장에 합한 소재"라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 인 히트상품인 지포라이터나 스

와치 시계의 다양성을 휴 폰 업계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망했다.

세계 최 로 외장에 면 속을 채택한 LG 자는 수신 문제를 해결하기 해 

`탱고'라는 새로운 모듈을 개발해, 소재 개발이 반 인 휴 폰 공정의 변화를 몰고 온

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메탈 소재 휴 폰은 량 매를 제로 공정을 개선해야 하는 만큼, 아직

까지는 험요소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재의 다양성이 결국 미래의 휴

폰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컬러 마 에 있어 속에 색상을 입히기 해서는 소재의 종류와 코  층의 두께

에 따라 색상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세라믹 소재 코 이 고려될 수 있다. 이의 방법으

로는 아노다이징 방법으로 산화층을 여러 가지 두께로 형성시켜 다른 색상을 내는 방법

과 여러 가지 세라믹을 여러 가지 두께로 코 하여 색상을 발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

에서 시도되고는 있으나 상업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아노다이징 방법은 산화층의 

두께를 조 하여 색상을 조 하는 방법으로 표면이 다소 거친 경향이 있다. 

한 속 표면을 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 연마 공정 후 도  공정을 용할 

수 있는데 도  층의 균일성  약 0.1-0.5mm 크기의 곰보 형상으로 벗겨지는 단 이 

알려지고 있다. 도  공정은 유산동→니 →크롬3가로 진행 되었고 세정 공정으로는 비

탈지-탈지-에칭- 해세정으로 진행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정 과정에서의 문제  

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삼성 문근 폰(D600시리즈)을 비롯해 LG 등 굴지의 기업 휴 폰에 색상을 첨가해 

제품 부가가치를 한단계 업그 이드시킨 덕특구 벤처기업 메코하이텍( 표 김태 )은 

한 속에 '컬러 진공증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소  잘나가는 은 이 강세다. 둔탁한 라스틱보다 날카롭고 세련된 이미지가 

'메탈'휴 폰의 특징이다. 하지만 마그네슘 등 속재질로 만든 휴 폰은 '골드'와 '실버' 

드물게 그 이 색상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외의 색상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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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문근 폰 모델의 경우, 검은 색 마무리를 한 건데 가장 잘 팔릴 때는 월 100만

개 까지 출하하 다고 알려져 있다.

속 본연의 질감을 살린 채 색상을 입히는 것은 이나 은을 도 하는 것 외에 무

리하게 착색하다가는 가볍게 히기만 해도 도장이 벗겨져 버리기 때문에 메탈 재질 휴

폰은 골드와 실버 색상이 주종이다.

메코하이텍은 자총으로 색상을 내는 매를 이온화시켜 속 에 극도로 얇은 박

막을 웠다. 이로써 기존의 도 을 이용한 골드·실버 색상을 탈피해, 거의 모든 자연색

을 구 해 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컬러진공 증착에서 가장 어렵다는 굴곡·측면증착이 잘되지 않으면 섭씨25도의 5%소

물에 착색된 속을 3일 동안 담그는 실험을 통과 할 수 없다.

제 2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치 

참고로 표 4에 최근 10년간 박막과 이온주입 분야의 논문  특허 건 조사 결과를 

실었다. 이 표에 의하면  체 인 표면 개질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논문의 경우 

이온주입은 다소 정체 상태에 있으며 박막은 조 씩 증가 하고 있다. 특허는 두 기술 

모두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기술의 복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온주입과 박

막코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용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 

1. 보석발색 연구 개발

가. 다이아몬드 발색 기술

조사한 연구개발 사례를 분석하면 모든 공정이 다음의 원리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보석은 치환형 불순물이나, 공공의 유입에 의해 색상이 바 게 된다. 

를 들어 다이어몬드 결정내에 N 나 B 이 C 격자 에 유입되면 각각 electron 

donor 와 electron acceptor로서 작용하여 가시 역내의 자 에 지 이 수 으로 되

게 하여 발색변화를 유발한다. 한 산화물이나 질화물 보석의 경우 O나 N가 격자 을 

이탈하게 되면 하나 는 두 개의 자가 공공에 존재하여 부분 으로 band gap이 변

화되어 color center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보석은 조사 / 는 가열에 의해 다른 발색효과를 낸다.

천연 블랙 다이아먼드는 부분 불균일한 발색을 내며, 외국산 블랙 다이어먼드

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짙은 남색 계열로 완

 블랙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 결과 양산을 할 수 있는 블랙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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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implantation
ion implantation
& thin film

thin film
surface

modification

년도 SCI 논문 특허 SCI 논문 특허 SCI 논문 특허 SCI 논문 특허

1996 787 855 23 106 2,693 6,470 593 386 

1997 794 807 22 96 3,013 5,646 647 364 

1998 816 949 31 95 3,123 6,872 678 463 

1999 870 1,027 17 94 3,481 7,341 774 473 

2000 915 1,213 31 103 3,455 8,644 804 595 

2001 881 1,420 24 117 3,884 8,928 932 654 

2002 1,037 1,399 48 116 4,006 10,247 1,053 803 

2003 886 1,402 24 122 4,399 11,034 1,180 899 

2004 994 1,313 35 133 4,821 11,989 1,371 953 

2005 986 1,157 43 122 5,231 10,465 1,593 787 

표. 4. 최근 10년간 박막과 이온주입 분야의 논문  특허 건 조사 결과

  

몬드는 색상에서 다르며 단 30분 이내에 이온빔 조사로 100 carats 이상을 생산 할 

수 있어 경제성이 단히 높다.

HPHT 공법으로 제조된 탈색 다이아몬드의 경우 양호한 결과가 나올 비율이 낮

아 경제성이 그리 높지 않으나, 다이아몬드의 경우 발생조건이 고압 고온 상태여서 

제조기술이 매우 어려워 경제성보다 기술자체로도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크

다고 할 수 있다. 방사선조사 방법은 격자결함을 유발하는 수단이므로 재료의 조사손상 

등 물성 연구에 좋은 정보를  수 있다.

3 MeV이하의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녹색, 황색 다이아몬드도 방사선 방출이 수 

시간이내에 허용치 이하로 떨어지므로 안 하며 원래의 색상(갈색 는 분균일 발색) 

에 계없이 같은 발색을 하게 하므로 타 기술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  가격에 비

교할 때 경제성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한 품질 측면에서도 웬만한 다이아몬

드는 1 MeV 이상의 양성자 빔이면 투과를 하므로 모든 깊이에서 발색이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녹색뿐만 아니라 이온 량을 이면 청색 발색도 가능한 만큼 상업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 사 이어 발색 기술

사 이어 발색방법에 있어 이온주입 방법은 방사선조사법  표면코  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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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 이 있다.

α선이나 γ선 등의 고에 지 입자 방사선을 사 이어에 조사하면, 사 이어 격자 

결함이 유발되고 상기 격자 결함은 발색원(color center)으로 작용한다.  방사선의 종류

와 에 지크기에 따라 사 이어의 다양한 발색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일시 인 격자 결

함을 유발하는 방사선 조사법은 산소와의 결합으로 안정화를 이루는 사 이어의 특성

상, 기 에 일정 시간 방치하거나 약간의 열만 가하여도, 산소와 결합하여 격자 결

함이 사라지게 되며,  한 조사된 방사선이 사 이어로부터 계속 방출되어, 반감기를 

고려한 안 한 수치까지 내려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 높은 온도로 처리할 경우 보석 사 이어 자체의 변질도 

유발될 수 있다.

한편, 표면코  후 확산 방법은 방사선 조사 방법에 비해 원래의 색상으로 돌아가

는 문제와 방사능이 방출되는 문제는 보완할 수 있으나, 사 이어 내부 깊이 확산을 하

기 해서는 장시간  고온의 처리조건이 요구되어 생산 비용이 상 으로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이온주입법은  이온화한 원소를 고진공하에서 가속시켜 물 표면에 충돌

시켜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온의 종류에 따라 조 되는 에 지 밴드갭이 달라지므로 다

양한 발색이 가능한 장 이 있다. 한 사 이어의 원소 첨가에 의한 발색효과는 다른 

보석 재료와 다르다.  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보다 

원자번호가 하나 많거나 하나 은 질소  붕소 원소를 첨가하면 노랑 는 청색 계

열로 발색된다.  그러나 사 이어는 질소  붕소 등 비 속 원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발색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반면 속원소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발색효과가 

두드러진다.  이는 사 이어의 밴드 갭이 약 9.0 eV로서 다이아몬드의 약 5.5 eV보다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개발 결과 일정범 의 에 지  이온 량으로 속이온들을 사 이어에 조

사하고 내부로 이온이 주입되는 효과  산소분 기에서 한 열을 가해주면 이온주

입 시 발생한 조사손상을 제거하면서도, 사 이어 내부까지 균일하게 주입원소가 확산

되며 공정을 반복하면 색상의 농도를 진 으로 높여나가 표면층의 조사손상을 최소

화함과 동시에, 사 이어 내부까지 균일하게 원소를 도핑 발색을 구  방사선의 험성

이 없고 색상 발 이 우수하여 여타 방법과 구분된다. 

특히 Co 이온주입에 의한 청색 발색 사 이어의 경우는 감정 결과나 시  다른 

사 이어와의 비교에서도 질 으로 우수하여 세계 PCT 특허를 제출해 놓고 있다. 사

이어가 청색 발색을 하는 경우 자체도 드문 상이다. 

2. 속/고분자 소재의 표면개질 기술개발

속 고분자 재료의 표면 이온주입 표면처리 기술은 기본원리가 20-30년 에 이

미 개발되어 장치 기술의 산업  용이 기술경쟁분야기 되어 있다. 반도체 부품의 도

핑 등에 해서는 외국에서 이미 큰 회사(미국의 Accelis 사, Varian 사, 일본의 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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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에서 양산 장치를 거의 독 으로 반도체 련 회사에 공 하고 있으나 표면 

내구성 향상(tribology)분야는 아직도 독 사가 없으며 시장 진출의 여지가 있다. 국내 

기술 수 은 장치 분야에서 이온원, mass analyzer, 가속  등의 기술은 세계  수 이

나, 반도체용 장치의 경우 기술은 충분하나 고가의 형장치라 외국제품을 그 로 수입

하는 경향이 있어 아직 시도 해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용 에 지 가속장치 

기술을 가속장치의 세계 인 회사인 덴마크 Danphysik 사에 국내에서 제작된 장치의 

사양을 근거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매우 경제 인 것으로 평가 이미 세계 으로 

랜드화 할 단계까지 와 있다. 산업  용 분야는 아이디어  경쟁 분야로 세계 인 경

쟁 상 이다. 녹즙기 기어의 표면 처리 기술, 채색 코 , 시계, 휴 폰 부품의 택 유

지와 함께 표면 내구성 향상 같은 기술의 개발은 세계 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아이디

어 기술이다. 본 연구개발 결과와 기존기술과의 차이 을 녹즙기 기어  채색코  기

술 분야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녹즙기 기어

최근 녹즙의 양 성분과 항암, 항산화, 항 돌연변이 효과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져 그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녹즙의 효과로는 항암 작용과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비롯하여 콜 스테롤 제거효과,  지질농도 감소효과, 동맥경화 억제, 압 상승 억제, 

소  응집 억제, 충치 방, 항산화, 노화 억제, 속 제거, 당감소, 지방간 방, 항

알 르기, 담배와 알코올 해독, 피부미용, 면역증강, 변비 개선, 이뇨작용, 스트 스 해소, 

기억력  단력 증진  알카리 성 체질 개선효과 등이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한 

녹즙은 정신  육체  피로를 회복시키며 모든 장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상화시켜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며 스테미  증진과 수면 시간을 단축시키며 각종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 해 주기 때문에 두뇌개발에 좋다고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액의 혼탁으로 

생긴 몸속의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만성 질병이나 성인병에도 좋다.  간장병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병에 녹즙을 꾸 히 섭취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녹즙에는 여성에게 부

족하기 쉬운 칼슘이나 철분 함유량이 우유보다 3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  한 녹즙은 성

장기 어린이와 정신노동에 시달리는 수험생에게도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재 

많은 사람이 녹즙을 마시고 있다.

녹즙기는 채소, 과일, 산야  등 식물의 섬유세포를 미세하게 분쇄해서 그 안에 포함

된 비타민ㆍ미네랄ㆍ효소ㆍ엽록소ㆍ항산화 양소 등 인체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성분

을 뽑아내는 것으로 섬유세포의 분쇄를 해 스테인 스강 재질의 기어가 주로 사용된다. 

소화가 잘 않 되는 섬유질을 제거하고 즙내 유효 성분비율을 더 높이기 해 착즙 효율

이 높아야 하는데, 이를 해 외 기어 방식 녹즙기 보다는  기어 방식  녹즙기가 바람

직하며 기어의 간격을 최 한 좁 야 하지만 기어와 기어의 마찰 는 기어와 섬유질 간

의 마찰로 미세하나마 속 성분이 녹즙에 녹아내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녹즙을 음용수로 분류한 는 아직 없으나 음용수 기 을 충족할 수 있도록 즙내의 

불순물 함량을 조 함은 품질 리 차원에서 노력할 만한 기 일 수 있다. WHO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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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음용수내 Cr 함량은 0.05ppm이하 Fe은 0.3ppm이하로 모두 1 ppm이하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이 게 규정하는 량은 과거 간과 한  있었던 쇠와 쇠끼리 마찰하여 발생하는 

쇳가루와는 차원이 다르다. 쇳가루라 함은 우선 육안으로도 식별되는 정도를 말하며 무게

로 따져도 mg(1/1000 g)  후로 볼 수 있지만 1 ppm이라함은 농도가 백만분의 

1(1/1000000)이다. 더군다나 이 음용수 기 은 서 (sub) ppm ( 1ppm 이하)을 거론하는 

것이니 쇳가루차원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 일반 으로 수 잔 이하로 마시는 

녹즙을 굳이 수시로 마시는 음용수 기 으로 다룬다는 것은 무 엄격히 기 을 용하

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품질 리 기 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 할 만한 기 이다. 

본 연구 개발은 이온주입 방식을 녹즙기에 용하는 것인데 은 량의 이온 량으로 

내부 성질은 변화시키지 않은 채 표면의 경도를 획기 으로 높이는 기술이므로  한 

기술 용이라 할 수 있다.

나. 채색코

세라믹을 속에 코 하는 기술에 있어 문제 들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색

상의 안정  구  (공정 재 성), 둘째, 코  층 합력 향상, 그리고 코  층의 치  성 

등 이다.  이  가장 어려운 기술은 합 성 향상일 수 있는데 이는 코  기술이 안고 

있는 가장 일반 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온빔 믹싱 기술 

용을 연구하 다. 한 량 생산을 해서 유리한 코  방법인 자 증착 방법을 개발 

하 는데 이 방법은 양산에는 유리하나 박막의 치 성이 다른 방법에 비해 떨어지는 문

제가 있어 이온빔 보조 증착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박막의 치 성은 사람의 손에서 나

오는 땀의 주성분이 소 물(염수)에도 Mg 합 이 부식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Mg 합 에 색깔을 가지는 코 을 개발하고 염수 부식에도 항성이 있는 코 을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개발의 목 이다. 지  까지 연구개발 결과로 합 성 면에서는 아

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나 색상의 구   염소분무실험에는 아직 까지 문제가 있

어 3단계에서도 계속 연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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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개발 이론 , 실험  근방법

1. 연구수행 방법

가. 보석 발색 

(1) 다이아몬드 발색기술개발

(가) 시험 배경

격자 결함이 없는 완벽한 보석은 속 보석을 제외하고 넓은 밴드 갭을 가지고 있

어(다이아몬드: 5.5. eV) 가시 선에 투명하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채  되는 보석의 

부분은 약간의 불순물이나 격자 결함을 함유하고 있어 빛의 흡수로 인한 발색이 있다. 

부분의 보석은 불순물의 함유나 격자 결함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이는 보석으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 개발은 이러한 가치가 

하된 다이아몬드에 인 으로 원소를 주입 후 열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향

상 시키거나 사 이어 나 루비 등에는 보다 바람직한 발색을 부여하는데 있다.

(나) 블랙 다이아몬드 생산 조건

 질소 이온을 70 keV 에 지로 약 1x10
17
/cm

2
로 조사한 후 600°C에서 2시간 동안 

진공 에서 열처리 하 다.

(다) 부분발색 블랙다이아몬드

블랙다이아몬드는 빛이 모두 흡수가 됨을 의미 하나, 테이블  큐렛 부분의 일부분

만 조사하여 히 열처리를 하여 투명도가 일정부분 유지되면서 블랙이 되는 공정을 

새로이 개발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있는 블랙다이아몬드를 개발하 다. 

(라) 블랙다이아몬드 탈색 실험

이온주입  열처리로 의해 생산되는 블랙다이아몬드는 실제 매장에서 세  시 열

을 가할 때 탈색되는 상은 때로는 큰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한 연구를 집 으로 

수행하 다. 이온주입 후 진공  열처리 온도  시간을 변화 시키면서 열처리 후 공기 

에서 열을 가해 탈색 유무를 살펴는 방법으로 수행 하 다.

(마) 새로운 원소로 H, B  Co를 다이아몬드에 주입하여 열처리 후 발색 효과를 

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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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이어 발색  조사조건

 - Cr, Co  Fe 이온들을 100keV 에 지로 약 1.7x1017/cm2로 조사 한 후 900°C 

-1000°C 에서 약 8시간 공기 에서 실시하 다. 한  H  B 이온을 주입하여 학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 Fe  Co 주입에 의한 황색  청색 사 이어 발색 재 성 실험  최  공정 조

건 확립 실험을 하 다.

(3) 루비 탈색 기술개발

- Tandem 가속기를 이용 2MV proton beam을 루비에 조사 한 후 공기  90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 하 다.--> 루비에 조사하여 defects를 형성하고 원래 존재하는 

불순물 는 주입한 양성자간의 반응에 의한 발색 효과 연구

(4) 이론  근

(가) 배경

각종 불순물이 첨가된 보석의 밴드 갭 변화를 이론 으로 측하여 실험  연구의 

시행착오를 임으로써 이온주입에 의한 불순물이 첨가된 보석재료 개발을 보다 효율

으로 수행 한다.

(나) 방법

이온 주입 방법으로 다이아몬드에 질소와 양성자를 첨가했을 때 나오는 흑색 다이

아몬드의 발  상을 이해하기 해서는 밴드 구조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본 

탁연구에서는 도범함수 이론(Density Fuctional Theory)을 이용한 자구조 계산 방법

을 이용하여 밴드 구조를 분석하 다. 

나. 속/고분자 재료 표면처리 기술개발

(1) 녹즙기 기어 표면처리 기술개발

(가) 실험 근 방법

녹즙기의 효율은 높은 착즙 율로 소화가 잘 않 되는 섬유질을 배제하고 인체 내 유

효 양분을 다량 섭취하는 것인데, 녹즙을 추출하기 해 많은 압력이 기어에 작용하게 

되고 이 과정  기어와 채소와의 마찰 그리고 착즙  fluctuation이 있을 경우 속간

의 마찰에 의해 SUS303으로 된 기어표면으로부터 Cr, Fe, Ni 과 같은 속이 탈락할 수 

있으므로 질소 이온주입을 통해 내마모성을 높이고 화학반응성을 하시켜 속의 녹즙 

내 유입을 크게 이고자 하 다. 단, 여기서 시용한 기어는 기어 간의 간격을 두기 해 

라스틱이 기어 양단  한 쪽에만 부착된 기어를 서로 엇갈려 배열하게 조립된 기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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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따라서 스테인 스 강간의 마찰이 배제된 시스템을 사용하 다.

(나) 이온주입 방법

자 과 공 이 가능한 회  지그를 제작하여 feedthrough를 통해 바깥에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진공 에서 기어표면이 균일 조사가 되게 하 다. 이온주입 조건은 60 keV, 

70 keV 질소 이온을 사용하 고 20개 기어를 장착하여 조사하는 것을 고려 dose는 1차

으로 60 keV에서 5x10
16
/cm

2
로 하 고 2차로 70 keV에서 1x10

17
/cm

2
로 수행하 다.

(다) 코 /이온 빔 믹싱에 의한 표면처리 실험

SUS303 기어 표면에 SiC를 코 하여 이온빔 믹싱 방법을 용 표면을 강화하는 방

법을 탐구 하 다. 이 실험을 해 약 50nm 두께의 SiC 박막을 자빔 증착 방법을 사

용하여 기어 표면에 코  한 후 질소 이온빔을 조사하여 코  층과 모재간의 계면에서 

믹싱을 통해 착력 향상을 도모하고 추가로 500nm 두께의 SiC 막을 코  하 다.

(라) 즙내 불순물 측정실험

조사된 기어와 조사되지 않은 기어를 시용하여 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솔잎을 사

용하여 증류수로 세척한 후 공기 에 1일 이상 말린 후 약 10리터 이상의 즙을 낸 후 

즙내 불순물을 GC/MSD방법을 이용 분석 하 다. 주로 Fr, Cr  Ni 그리고 polyacetal 

성분인 포름알데히드를 분석 상으로 하 다.

(2) 시계/ 휴 폰 부품 표면 개질 기술개발

(가)실험 배경

시계 부품  속 부분은 택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장식 측면에서 필수 인

데 그러기 해서는 스텐인 스 강이 가장 좋다. 그러나 내 스크래치성이 한 필수 인

데 이 경우 경과 같은 경한 재료가 유리하다. 경은 택이 어둡고 차가우며 재료비 

 가공비가 비싸 스테인 스 강에 택을 유지 하면서 표면 경도를 높이는 방법이 바람

직하다.

(나)이온주입 방법

이온주입 후 진공  열처리를 통해 택을 유지하면서 보다 깊은데 까지 원소를 

확산하게 하여 내 스크래치 성을 향상시키게 하 다. 이온주입 조건은 70 keV 질소 이온

을 3x10
17
/cm

2 
로 조사하는데 1x10

17
/cm

2
을 3회 나 어 조사하여 조사 손상을 최소화 하

면서 표면 경화가 있게 하고 매 이온주입 공정 후 550°C에서 2시간 진공 에서 열처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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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muth(III) oxide (Bi2O3, beta) yellow
Indium(III) oxide (In2O3) yellow
Zirconium Nitride ( ZrN ) pale gold
Titanium nitride(TiN) gold
Erbium(III) oxide (Er2O3) pink
Lanthanum hexaboride (LaB6) purple
Iron(III) oxide (Fe2O3, alpha) red brown
Calcium nitride red brown
Neodymium(III) oxide (Nd2O3) pale violet  
Lithium nitride(Li3N) red or purple
Molybdenum(VI) oxide (MoO3) light blue
Tungsten silicide (WSi2) blue
Copper(I) oxide(Cu2O) red 　

(3) 채색 코  기술개발

(가)  이론  근 

Mg 합 에 코 을 함으로써 색상을 구 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색상에 따른 당한 물질의 선택이다. 표 5는 다양한 물질의 단결정의 색상을 
나타낸다. 

표 5.  다양한 세라믹 단결정들의 다양한 색깔

이와 같이 물질의 단결정이 색상을 가지는 간단한 물리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시

선의 특정한 장에 해당하는 band gap을 가지는 물질에 가시 선이 비춰질 경우 가

시 선의 특정한 장을 흡수 방출하는 과정에서 그 장에 해당하는 색상을 물질은 가

지게 된다. 그런데 코 된 물질이 그 물질고유의 색을 가지려면 빛에 의한 간섭에 의한 

두께보다 더 두껍게 코  물질을 쌓아야 그 물질 고유의 색상이 구 된다. 

둘째, 얅은 박막에서 빛에 의한 간섭을 이용하여 색상을 구 하는 방법이다. 두께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께에 따라 학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학  경로를 변경시키는  다른 요소 의 하나는 물질의 굴 률로서, 이 굴 률은 박

막의 치 도 즉 도의 함수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 요소를 변화시킴으로 색상을 구 하

려는 연구는 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Mg 합 (다른 속기 )과 코 층사이의 합력이 약하여 코 이 박리가 되는 상

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과제 의 하나이다. 코 을 할 때 Ion 

Beam Mixing (IBM) 기법을 사용하면 기 과 코 사이의 합력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a는 Ion Beam Mixing을 하지 않고 코 을 하 을 경우의 개략도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substrate와 코 층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고 substrate와 코 사이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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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작용할 경우 외부의 약한 작용에도 쉽게 박리가 되는 단 이 있다. 이 박리 가능성

을 이기 해 substrate에 buffer layer를 먼  올린다음 코 을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

되나 공정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 이 있다. 이런 단 들은 Ion Beam 

Mixing을 이용하여 코 할 경우 제거 될 수 있다. Ion Beam Mixing이란 그림 1b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코 을 할 때 먼  코 할 물질과 substrate 사이에 먼  Mixed 

Interface를 가속된 Ion Beam을 사용하여 만든 다음 코 을 함으로써 Mg 합 과 세라믹 

코 층사이의 응력을 완화시켜 substrate와 코 사이의 합력이 향상된다. 이 방법을 사

용할 경우 buffer layer를 만들지 않고도 Mg 합 과 세라믹 코 층사이의 합성을 강화

시킬 수 가 있어서 공정이 훨씬 간단하며 시간도 약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종종 

buffer layer를 만드는 과정이 코 을 하는 것 보다 더 어렵고 buffer layer가 코 에 악

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IBM의 경우 buffer layer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보다 

실 이며 부분의 코 물질에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나) 실험 방법

세라믹 코  재는 일차 으로 채색 기능이 확인 된 SiC를 사용하 다. 이 후 

Fe2O3, ZnO, MnO 등을 사용 다른 발색 효과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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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Ion Beam Mixing을 할 경우 기 되는 Mg 합 과 코 층 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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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내용

1. 보석 발색 연구

가. 다이아몬드

(1)블랙다이아몬드 생산 기술 확립  이론  연구

블랙다이아몬드 양산을 해 기존 가속 장치를 개량하여 수직 빔 조사 장치를 

개발하 으며,  블랙다이아몬드 양산 지그 제작  양산공정 개발로 상업화 시제품 을 

생산하 고, 불순물첨가에 의한 다이아몬드, 사피이어,  루비의 학  밴드구조를 

계산하여 이론 인 이해도 도모하 다. 한, 블랙다이몬드 부분발색기술을 개발하여 

투명성을 유지 하면서 발색 효과를 내는 기술을 개발하 다.

균일한 색상 분포를 갖기 해 70 keV  N 이온을 량 1x10
17
 /cm

2
 로 0.02g 의 다이

아몬드에 주입하여 600℃ 진공 에서 2시간 가열하는 공정을 1번 내지 3 번 되풀이 하

다. 한 산화로 인한 무게 감소효과를 알기 헤 평균 무게 2.7mg인 다이아몬드 50 

개를 취해 열처리  후의 무게 변화를 측정한 후 식각 깊이를 계산하 다. 표면 은 총 

57면인 다이아몬드의 기하형상을 단순화하여 각각의 면의 면 을 계산하여 정하 다. 식

각 깊이는 무게의 변화를 도로 나 어서 산출된 부피를 표면 으로 다시 나 어 산출

하 다. 즉, 무게감소(g)/ 도(g/cm3)/표면 (cm2) = 두께(cm) 의 계식을 이용하 다.

(2) 녹색/황색 다이아몬드 발색 기술개발

3 MeV 탄뎀 가속기를 이용하여 1, 1.5,  2 MeV  proton 빔을 이온 량 1x10
16
 

/cm
2 -
 1X10

17
 /cm

2
 로 0.02g 의 다이아몬드에 주입 조사하여 다이아몬드의 발색 변화를 

찰하고 열처리 후의 변화도 연구 하 다. 속 원소 도핑에 의한 다이아몬드 발색 연구

를 해 Co, Fe, 등 속원소를 400 keV 이온가속기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열처리를 실

시하 다.

나. 사 이어

사 이어에 70-100 keV, 1x10
17
/cm

2
 N

+
이온, 100 keV, 1.7x10

17
/cm

2
 Fe

+
, Co

+
, Cr

+
 

Mg 이온  1x10
17
/cm

2
 이온을 이온주입 후 열처리 실험을 수행하 다 (Cr  Fe는 일

본 JAEA Takasaki Lab에서 수행함). 한, 일본 JAEA 연구소의 400keV 이온가속 장치

를 사용하여 100 keV   B 이온을  3 MeV 탄뎀 가속기를 사용하여 1 MeV proton을 

사 이어에 이온 량 약 1x10
17
 ions /cm

2
로 주입한 후 900℃– 1200℃온도 범 에서 공기 

에서 약 2-24시간 가열하 다. 

 육안 으로 학특성의 변화가 확인 되었을 때 해당 시편은 XPS, ED-XRF,  

FTIR 등으로 특성 분석을 하 다. 학특성 변화의 기구를 밝히기 해 제일 원리 도

함수 이론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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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루비 탈색

2 MV 양성자 빔을 루비에 조사하여 1000℃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를 통해 색상의 

변화를 찰하 다.

라. 이론  근

총에 지를 계산하기 해서는 고체를 구성하는 이온과 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정

확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의 이론  근거는 도 범함수 이론 

(Density Functional Theory), 슈도 퍼텐셜(Pseudo-potential), 그리고 역 격자 공간에서의 

총에 지 개방법이다. 

총에 지계산에서 도 범함수 이론은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상호 작용하는 자

계의 기  상태 에 지가 자 도에 의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Kohn과 Sham

은 운동에 지항을 상호작용하지 않는 계의 운동에 지항 로 근사하고, 둘의 차이

를 에 포함시켜, 다음과 같은 단일 자 방정식을 유도하 다. 이것을 Kohn-Sham 

방정식이라 부른다. 

                         (1)

그리고 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식(1) 에서  는 유효퍼텐셜을 나타낸다. 

그리고, 하트리 퍼텐셜( )와 교환-상 퍼텐셜( )는 다음과 같다. 

       

의 식(1), (2)에서 과 는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자체 충족 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을 추정하여 식(1)를 풀고, 새로운 을 계산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입력과 출력 도의 차이가 일정한 기 안에 들어오면 계산을 멈춘다. 

한편, 총에 지는 다음과 같이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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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식을 KS방정식의 고유값( )과 자 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식 (1)

에 을 곱하고 분을 한 후, 에 하여 합을 취하면 식은 다음의 식으로 바 다. 

그러나, 교환-상 에 지 범함수 Exc[ρ]의 정확한 형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당히 근사를 하여야 한다. Kohn과 Sham은 국소 도근사법(LDA)을 제안하

다. 국소 도근사는 간단하면서도 리 사용되는 근사로서, 어떤 한 에서 자 하나가 

가지는 교환-상  에 지를 그 에서 같은 도를 가지는 균일한 자 기체에서 하나의 

자가 가지는 교환-상  에 지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즉, 교환-상  에 지가 

국소 인 성격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단순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LDA는 

상당히 성공 으로 원자, 분자, 고체의 성질을 계산하 다. 

원자는 속 자와 가 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원자들이 결합을 하여 고체를 이

룰때, 속 자는 원자핵근처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어, 가 자만이 실제 고체결합에 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고체를 원자핵과 속 자가 주기 으로 배열되고 있고, 그 

주 로 구속되어 있지 않은 가 자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모형에서 

가 자와 원자핵과 속 자를 합한 이온과의 상호 작용을 슈도페텐셜 방법을 이용해 근사

할 수 있다.

슈도퍼텐셜은 가 자의 성질을 효과 으로 기술하면서, 강한 자-이온 퍼텐셜을 부

드럽게 바꾼것이다. 그 게 함으로써, 슈뢰딩거방정식을 은 수의 평면 로 개하여 풀 

수 있게 된다.

DFT를 바탕으로 한 슈도퍼텐셜은 구면 가리기 근사를 사용하여, 다음의 반경 KS 

방정식을 자체 총족 으로 풀어서 구한다. 

여기서 은 자체 충족 으로 구한 자 하나가 느끼는 퍼텐셜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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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은 채워진 동함수 의 자 도 합이며, 은 하트리 

퍼텐셜을, 는 교환-상  퍼텐셜을 나타낸다. 부분 슈도퍼텐셜은 다음의 4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진다. 첫째는, 슈도퍼텐셜로 부터 구한 슈도 동함수는 마

디를 가지지 않는다. 두번째로는 규격화된 슈도 동함수(PP)는 우리가 정한 어떤 바깥

에서는 모든 자를 고려한 동함수(AE)와 일치한다

. 

세번째로, 안에 있는 두 동함수의 하량은 같다. 

그리고, 끝으로 실제와 슈도원자의 고유값이 일치한다. 

만약 슈도퍼텐셜이 의 4가지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크기를 보존하는 슈도

퍼텐셜" 이라고 부른다. 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슈도퍼텐셜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

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Troullier 와 Martins의 방법이다. 

2. 시계 부품 표면개질

이온주입 후 진공  열처리를 통해 택을 유지하면서 보다 깊은데 까지 원소를 

확산하게 하여 내 스크래치 성을 향상시키게 하 다. 이온주입 조건은 70 keV 질소 이온

을 3x10
17
/cm

2 
로 조사하는데 1x10

17
/cm

2
을 3회 나 어 조사하여 조사 손상을 최소화 하

면서 표면 경화가 있게 하고 매 이온주입 공정 후 550°C에서 2시간 진공 에서 열처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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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즙기 기어 표면개질 연구

기어를 진공 챔버 내에서 회 시키면서 라스틱(poly acetal)  속 부품을 이온

주입하는 공정 개발  특성 분석을 하 다. 자 과 공 이 가능한 회  지그를 제작하여 

feedthrough를 통해 바깥에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진공 에서 기어표면이 균일 조사가 

되게 하 다. 70keV, 1017/cm2 질소 이온주입  열처리를 복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용하여 조사손상의 을 방지 하면서 표면의 질화물 형성으로 내 마모성이 향상되는 

공정을 개발하 다.

4. 휴 폰 부품 채색 코  연구

 세라믹의 재질은 Fe2O3(산화철), SiO2, SiC 등으로 하 다. 세라믹 코 이 증착 되는 

Mg 합  부분에 먼  에탄올에서 음 로 세척을 한 다음 Chamber속에 있는 Jig에 장

착한다. 고 진공상태(~10-5 torr)로 유지된 chamber 내에서 Ion Beam bombardment와 E 

beam에 의한 박막이 증착된다. 고진공은 mechanical pump와 함께 turbo molecular 

pump로 유지된다. 

그림 2는 IBM장비의 사진이다. 왼쪽은 Ion implantation setup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치의 오른쪽은 E beam에 의해 코 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Chamber안에는 

최  10 kV의 압과 최  500 mA의 류를 흘려서 사용할 수 있는 E beam gun을 장

착한 E beam Evaporator도 갖추고 있다. Chamber의 사진을 보면 sample loading jig를 

볼 수 있는데 이 지그는 두 방향으로 회 이 가능하다. 즉 수직축을 따라 360도 회 이 

가능하며  이온주입 방향으로 90도 회 도 가능하다. 이온주입장치는 최  120 kV의 

압과 최  15mA의 인출 류를 흘려서 이온을 가속할 수 있는데, 보통 70 kV와 2.5 ~ 3 

mA의 인출 류를 사용하여 주로 질소 이온을 가속한다. 

시료 제작 과정은 무산소 동으로 만든 도가니에 Fe 산화물 분말을 다져서 넣거나 

Press기로 pellet을 만들어 넣거나 SiC 알갱이를 넣은 다음 chamber안에 E beam으로 가

열되는 치에 둔다. 에탄올과 음 로 세정된 Mg 휴 폰 외장재를 지그에 장착하고 

chamber를 고진공 상태로 만든다. 그 다음 ion bombardment를 이용하여 표면을 

sputtering하여 좀 더 깨끗한 표면을 만든 후 E beam으로 100 nm 정도 코 을 만들고 

ion beam을 조사하여 ion beam mixing을 한다. 원하는 색상에 맞는 코  두께를 결정하

고 그 에 보호막으로 SiO2를 IBM을 하면서 입힌다. 

휴 폰 외장재는 사람의 손에 하는 부분이므로 사람 몸의 땀 성분 즉 소 물에 

잘 견디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보통 속일 경우 NaCl 수용액에서 자가 매 작

용을 통해 구멍이 생기는 부식(pitting corrosion )이 발생하기 쉽다. 이 부식은 발생된 구

덩이 주변으로 더 많은 양 자를 끌어들임으로 가수분해를 통해 더 높은 농도가 됨으로 

자가 으로 더 확산된다. 그리고 이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속된다. 그러므로 염수 

시험은 속에 해 상당한 극한 상황이 된다. 이런 극한 상황을 코 막이 견디기 해서

는 Mg substrate와 코 사이의 강한 합력도 요구되지만 코 자체가 상당한 치 도로 

제작 되어야 한다. 치 도를 높이기 해서는 어는 정도 코 을 쌓은 다음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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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bardment를 행함으로 코 을 다져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2. Ion Beam implantation setup과 E beam Evap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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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결과

1. 보석 발색 연구

가. 다이아몬드

(1) 블랙다이아몬드

(가) 양산 시스템 확립

 기존 가속 장치를 개량하여  100 keV, 20mA 조사면  250mmø의 수직빔조사 장치 

개발로 200carat 이상/일 생산 규모의 양산 장치를 완료 하 다 (그림 3).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따라 다른 구멍을 가진 양산 지그 제작 (그림 4)를 제작하여 조사면 에 따른 양

산공정을 개발로 하여 상업화 시제품을 생산하 다. 시제품은 1.2-1.4mm (0.01carat)크기 

약 30carat(약 3000개), 0.1carat크기 약 50개, 0.3 carat 약 10개, 0.5 carat 약  5개, 0.9 

carat 약 5개가량 생산하 으며 품질 측면에서 시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5-6). 

그림 3은 이온주입을 해 챔버내에 치한 다이아몬드 양산 지그와 이온 조사 후 흑색

으로 변한 다이아몬드를 보인다. 그림 4는 크기에 상 없이 블랙다이아몬드 처리가 가능

하며 열처리 후에 보다 균일한 블랙 색상을 나타냄을 보인다.  큐렛 부분 는 테이블 부

분만 이온빔을 조사하니 빛이 일부분 투과되면서 블랙으로 되는 다이아몬드가 개발되었

다. 이에 한 비교  크기가 큰 시제품으로 0.01 carat 약 1000개를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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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블랙다이아몬드 양산을 한 수직 이온빔 조사 장치

    

그림 4. 여러 가지 크기의 다이아몬드 조사 지그  한 : 다이아몬드는 테이블 

부분(윗면)과 큐렛 부분(아랫면)으로 나뉘는데 한 면을 조사 한 후 다른 면은 다른 

지그를 에 겹친 후 뒤 집어서 장착하고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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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a) 다이아몬드 이온 조사 지그를 이온주입 내

에 장착한 모습 (b) 이온 조사후의 지그. 이온주입으로 

다이아몬드들이 블랙 발색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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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블랙 발색 처리된 여러 가지 크기의 다이아몬드들: 

(a) 왼쪽부터 2링, 3부, 5 부, 7부 크기. (b) 다양한 크기

의 다이아몬드가 용 지그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하며 한

번에 50 carat 가량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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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블랙 다이아몬드의 특성 분석 결과

모든 이온 주입한 다이아몬드는 기체이온의 경우 과도하게 주입하 을 때 나타나는 

기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온 주입 후 검은 색으로 변한 다이아몬드를 진공 에 열처리

를 하 을 때 검은 색은 더욱 균일하고 선명해졌다. 

블랙 다이아몬드의 XPS 분석 결과 as-implanted N는 부분 비 화학양론비 이나 

열처리 후 N는 부분 화학양론비 이다. N1s peak이 이온주입 직 후 400.5 eV에 형성

되었으나  600 ºC에서 2 시간 간 열처리 후에는 부분 ˜398.5 eV(C3N3.75)에 형성되어 거

의 화학양론비 임을 나타낸다 (그림 7). 따라서 이온주입에 의한 블랙 다이아몬드의 형

성은 흑연화(garaphitization)에 의함이 아님을 보여 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82 cm-1  1175 cm-1에 나타나는 흡수 peak은 각

각 N-N  칭 인 4N- vacancy bonds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갈색 다이아몬드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이나 이온 주입 후 열처리 결과 블랙으로 나타난 이 특이 하다.

그림 9a는 질소 이온을 다이아몬드 표면에 조사하 을 경우 조사된 표면은 모두 비

정질로 변하 음을 보여 다. 다이아몬드 C의 경우 라만 shift로 1333/cm에 sharp한 

peak이 존재해야하나 그림 9에는 1333/cm peak 을 후로 매우 broad하게 peak이 형성

되어 있어 형 인 amorphous  C 의 존재를 나타내 다. 이것은 다시 진공  600℃에

서 2 시간 열처리하 을 때  그림 9b에서 보듯이 형 인 다이아몬드 C 의 peak으로 

되어 결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질소 조사로 인한 손상이 모두 사라지고 질소는 탄

소자리에 치환하여 존재하는 도핑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할 경우 질소 도핑에 의

해 국부 인 밴드 갭의 변화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다이아몬드는 색상을 띄게 되는 데 

본 연구결과로는 항상 흑색 발색이 나타났다. 이런 상의 다른 측면의 찰은 질소 도핑

에 의한 unpaired 자의 존재를 고려할 수 있는데(그림 10) 질소 도핑한 다이아몬드의 

경우 unpaired 자에 의해 다이아몬드도 자성을 띨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자성

은 상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자성을 보인 온도가 10 K로 무 낮은데 그 이유는 이

온주입의 조사 볼륨이 제 샘 에 비해 무 미세하여 그런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비 

정질화된 다이아몬드나 흑연화된 다이아몬드의 경우 자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으로, 도핑에 의해 발색된 다이아몬드에는 unpaired electron에 의한 자성이 있을 수도 

있음 을 나타낸다.

(다) 블랙 다이아몬드 탈색

공기 에서 열을 가했을 때 탈색이 발생하 다. 이는  표면의 탄소가 산화되어 

CO2로 되어 기화한 결과이다.  이온주입  열처리 조건에 따른 탈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실험 결과는 표 6에 나타내었다. 주지 할 것은 진공 에서 열처리를 하여도 약간의 무게 

감소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공 에서 열처리 하여도 탈색이 되지 않는 것은 제거 

되는 층보다 확산되어 들어가는 깊이가 더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공기 에서 열처리 

하 을 경우 탈색이 발생한 것은 확산되는 속도 보다 산화되어 제거되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다이아몬드를 열을 가해 세  할 때 탈색이 발생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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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aling atmosphere vacuum air

Number of sample 50 50

Total mass (mg)
before annealing at 600°C

135.6 131.8

Total mass (mg)
after annealing at 600°C

135.0 129.4

Average weight reduction (mg) 0.012 0.048

하기 해서는 이온주입 층이 보다 표면에서 깊이 확산되게 하는 것인데 질소이온을 총  

3x1017 ions /cm2 로 되게  3회에 나 어서  이온주입  진공  열처리를 600℃ 에서 

2 시간 씩 총 6회 한 후 최종 으로 1150℃에서 3시간 간 열처리 한 결과 공기 에서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열을 가해도 탈색이 없었다.

표 6. 이온주입  열처리 조건에 따른 탈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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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블랙 다이아몬드의 XPS 분석 결과: as-implanted N는 부분 비화학양록비 이

나 열처리 후 N는 부분 화학양론비 이다. 이온주입에 의한 블랙 다이아몬드의 형성

은 흑연화(garaphitization)에 의함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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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282 cm-1  1175 cm-1에 나타나는 흡수 peak은 각각 N-N  칭 인 4N- 

vacancy bonds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갈색 다이아몬드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이나

이온 주입 후 열처리 결과 블랙으로 나타난 이 특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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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질소 이온조사 결과 조사된 표면은 모두 비정질로 변하 으나 진공  600℃에

서 2 시간 열처리 후  결정화한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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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질소 도핑한 다이아몬드의 경우 unpaired 자에 의해 다이아몬드도 자성을 띨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자성을 보인 온도가 10 K로 무 낮은데 그 이유는 

이온주입의 조사 볼륨이 제 샘 에 비해 무 작아서 그런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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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ton 조사에 의한 발색 다이아몬드

1 MeV proton을 1x10
17
/cm

2
 이온 량으로 투명 다이아몬드에 주입 한 후 900℃ 진공

에서 2시간 간 열처리를 한 결과 자주색 계열의 색이 나타났다 (그림 11). 이에 한 

기구로는 우선 으로 이미 존재하는 불순물과 proton 빔 조사에 의해 발생한 defects 간

의 상호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2는 3 MeV tandem 가속기를 이용하여 2 MV 양성자를 이온 량 ~7X1016/cm2

로 다이아몬드에 조사하 을 경우 녹색 발색 다이아몬드가 생산되고 이를 다시 900℃에

서 열처리 하 을 경우 녹색은 황색으로 변화 음을 보인다. 실시간 조사에 희한 색상 변

화를 찰한 바에 의하면 녹색 색상이 나타나기 이 에 청색 발색의 과정도 보 다. 그러

나 양성자 량을 ~5X10
16
/cm

2 
정도로 조사하여도 청색발색이 아닌 녹색 발색을 나타내나 

그 농도가 약해 졌다. 에 지에 따른 색상의 농도는 그림 11에 나타난다. 1.0 MeV 의 양

성자를 조사한 후 열처리한 다이아몬드(13a)와 1.5 MeV의 양성자를 조사하고 열처리한 

시료(13b)에서 본바와 같이 실험 결과 에 지의 크기에 따른 차이 은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4는 다이아몬드 와 사 이어를 양성자 조사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촬 한 

사진인데 다이아몬드가 녹색으로 변하기  청색으로 먼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

성자 조사 시작 후 (a) 5분경과, (b) 30분경과, (c) 50분경과, (d) 180분경과 후 결과인데 

모든 경우에 열처리한 후 황색 발색을 나타내었는데 이온 량이 작을 경우 연노랑에서 이

온 량이 많을 경우 진한 황색등으로 변색의 정도가 변화함을 찰하 다. 그림 13에 보이

는 보다 사이즈가 큰 시편은 백 사 이어인데 사 이어의 경우 양성자 조사에 의한 발색

변화는 실시간 촬  시는 노란 색을 띄었으나 열처리 후 모두 사라져 그 향이 미약하

다. 

나. 사 이어

 N, Cr, Fe 이온주입 후 열처리 공정을 개발하여 발색효과를 본 결과 N 이온을 주

입 후 열처리한 사 이어는 검은 색 계열의 발색효과가 나왔으며 Cr 은 연노랑 색, Fe은 

짙은 노랑색 발색 효과가 있었다.  H, B 이온 주입한 사 이어는 지  까지 열처리 후 

별다른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한 방면 Co 이온을 주입한 사 이어는 900℃열처리 후 청

색 발색 효과를 얻었다. 그림 14에서 보듯이 무색의 사 이어에 Fe, Cr,  Co 를 

100keV의 에 지, 1X1017/cm2의 이온 량으로 이온주입 후 900℃ 공기 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를 한 결과 각각 짙은 노랑, 연 노랑, 그리고 청색을 나타내고 있다. Fe 과 Cr 주

입된 사 이어는 같은 노랑 색계열의 발색을 보이나 채도가 차이가 난다. Co의 경우 청

색을 나타내나 온도가 높을수록 열처리 시간이 길수록 보다 은 색으로 변했으나 색상

은 보다 깊은 곳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이온주입과 열처리를 반복하 을 때 색상은 

체 으로 더욱 어졌다. 색상의 종류는 같은 이온을 주입하 을 경우 항상 일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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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1. (a) 양성자 조사 후 블랙으로 변한 다이아몬드. (b) 이를 

600℃의 온도로 진공 에서 2 시간 열처리 했을 때 purple-red로 

다이아몬드가 발색됨 (지  까지 행한 모든 이온주입은 검은 색 

계열이었으나 양성자 조사 후 자주색 계열을 내는 흥미로운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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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 MV 양성자 ~7X10
16
/cm

2
로 다이아몬드에 조사하 을 경우 녹색 발색 

다이아몬드가 생산되었다.  2 MV 양성자 ~1X10
17
/cm

2 
+ 900℃에서 열처리 하 을 경우 

녹색은 황색 으로 변화 음. 이의 정도는 이온 량에 비례함이 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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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a) (b)

그림 13. 조사되는 양성자의 에 지의 차이에 따른 발색변화: (a) 

1.0 MeV 의 양성자를 조사(녹색)한 후 열처리한 다이아몬드(황색). 

(b) 1.5 MeV의 양성자를 조사(녹색)하고 열처리한 다이아몬드(황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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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4. 다이아몬드와 사 이어에 양성자가 조사되는 과정을 실

시간으로 색상변화 찰하 다. 양성자 조사 시작 후 (a) 5분 경

과, (b) 30분 경과, (c) 50분 경과, (d) 180분 경과후 결과. 가운데 

작은 4개의 시료가 다이아몬드이며 좌우 총 4개의 붉은 빛을 띠

는 시료는 사 이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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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 c)

그림 15.  Fe, Cr  Co 이온을 주입 한 후 900℃ 공기 에서 6시간 열처리 후

의 사 이어 각각   노랑색(a), 연 노랑색(b) 그리고 청색(c) 발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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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Co 이온주입 직 후 사 이어 내에 있는 Co의 화학 결합 상태를 나타낸

다. Co2p XPS 스텍트럼을 분석한 결과  이온주입만 한 경우 결합 에 지 778.7eV에 

peak이 나타나 속 상태에 있는 Co도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783.6eV (CoAl2O4) 

에도 peak이 두드러져 이온주입만으로도 주입 이온의 에 지가 구동력이 되어 이미 화합

물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주입만 한 상태의 원소는 일부 불안정한 화학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 시편은 조사 손상에 의해 존재하는 결함의 효과가 두드러져 검은 색 

발색을 하고 있었다. 그림 17은 코발트(Co) 이온을 주입한 사 이어를 900℃에서 약 6시

간가량 열처리 후 Co2p XPS spectrum을 분석하니 결합에 지 778.7 eV에 존재하던 

peak은 사라지고 782.2 eV에 peak이 주로 형성되어 있어 속 Co는 Al과 O와 화합물을 

이루고 있음을 보인다. 열이 구동력이 되어서 속 Co는 부분 사 이어를 구성하는 Al 

 O과 안정 인 결합을 하 고 이 결과 학  밴드 갭이 변한 것으로 사료되는 이

다. 이는 청색 발색의 원인이 Al-Co-O 화합물에 있음을 나타냄을 명백히 의미한다. 그림 

18은 Electron dispersive X-ray fluorescent spectroscopy(ED-XRF)로 노랑색 발색 사

이어의 원소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불순물원소 Ga, Cr 등 외에 Fe가 존재함을 보인다. 불

순물 Ga, Cr 등은 원래의 사 이어에 존재하던 것이며 사 이어의 밴드 갭을 변화시켜 

발색 변화 까지 유발할 수 없을 정도로 농도가 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란색 

발색의 원인이 주로 Fe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19는 Co 이온주입  열처리 후 하늘 

색 (sky-blue) 발색시편의 자외선-가시 선 흡수 분 분석 결과이다. 588 nm- 626nm 

장 역의 넓은 흡수 는 Co 도핑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388 - 450 nm 장에도 흡수 

peak이 존재한다. 이 역을 제외한 다른 가시 선 역은 비교  흡수가 으며 청색 

발색을 유발 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 으로는 비 속을 사 이어에 주입 하면 밴드 갭을 크게 변화 시킬 수 없는 

반면 속을 도핑 하면 변화가 큼을 알 수 있다. 

 사 이어는 부분 다소간의 미세 균열(micro-crack)이 보석 내부에 존재한다. 이

러한 균열은 열처리여하에 따라 크기가 더 커 질수 있음을 발견하 다. 이 균열이나 결함

이 더 증가를 하면 투명성을 해쳐서 가치를 하 시키므로 열처리 시 매우 주의 하여야 

한다. 이온 주입 직후 사 이어 내부에 형성된 조사에 의한 결함을 이고 이온의 분포를 

표면에서 보다 깊은 곳으로 균질화하기 한 것으로 산소가 풍부한 분 기에서 해야 하

나 열처리 도  사 이어가 열  충격에 의해 균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는 가열  

냉각 속도는 500℃ 이상에서는 2℃/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발견하 다.

그림 20은 Co를 사 이어에 조사한 후 열처리 하니 청색으로 변화 는데 양면을 조

사한 후 열처리하니 색상이 보다 진해짐을 나타낸다. 이는 Optical density는  이온 량이 

많을수록 비례함을 보여 다. 이는 매우 단순한 귀추 일는지는 모르나 상업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Co에 이어 Mg이온을 사 이어에 조사하니 다른 

조사와는 달리 노랑색 발색이 열처리 없이도 나타났다. 이를 다시 열처리 하니 약한 핑크

색 색상이 나타났다 (그림 21).  이온 량을 늘여서 추가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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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코발트(Co) 이온을 주입한 사 이어 내에서 Co2p XPS 스텍트럼을 분석한 

결과  이온주입만 한 경우 결합 에 지 778.7eV에 peak이 두드러져 속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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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코발트(Co) 이온을 주입한 사 이어를 1150℃에서 약 6시간가량 열

처리 후 Co2p XPS spectrum을 분석하니 도4에 나타난 778.7eV peak은 사라

지고 결합에 지 783.6eV에 peak이 주로 형성되어 있어 속 Co는 Al과 O와 

화합물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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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Electron dispersive X-ray fluorescent spectroscopy ( ED-XRF)로 

노랑색 발색 사 이어의 원소들을 분석한 결과 trace 원소 외에 Fe가 존재함을 

보인다. 이는 노랑색 발색의 원인이 주로 Fe에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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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Co 이온주입  열처리 후 하늘 색 (sky-blue) 발색시편의   자외선-

가시 선 분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588 nm- 626nm 장 역의 넓은 흡수

는 Co 도핑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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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0. (a) 투명 사 이어의 볼록한 면에 100 keV 의 Co 이온을 1.0×10
17 
ions/cm

2
 정

도 주입한 후 공기  1,150℃에서 5시간 열처리로 하여 발색된 청색 사 이어에 (b) 반

쪽 평평한 면에 추가로 100 keV 의 Co 이온 1.0×10
17 
ions/cm

2 
정도를 주입하여 색상

이 어둡게 변하 다. (c) 이를 다시 공기 에서 1,000℃에서 2시간 열처리하니 색상이 

한쪽 면에만 주입했을 때 보다 더욱 진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Optical density가 주입

된 이온 량이 많을수록 비례해 높아짐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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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1.  Mg이온을 백 사 이어(a)에 조사하니 다른 조사와는 달리 노랑색 발색(b)

이 열처리 없이도 나타나며, 이를 다시 열처리 하니 약한 핑크색 색상(c)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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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루비 탈색 기술 개발

루비는 사 이어와 화학  조성이 Al2O3로 같으나 불순물이 함유되어 이미 붉거나 

자주색 색상이 나타나는 보석이다. 루비에 H, B,  Co를 주입하여 열처리한 결과 B  

Co는 더 이상 발색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proton 빔을 조사한 후 900℃ 공기  열처

리 결과 탈색이 발생하여 투명성이 향상되었다 (그림 22). 다이아몬드의 경우 질소 원소

를 도핑 하 을 경우 기 존재하는 Vacancy와 작용하여 가장 가치 있다고 단되는 핑크 

색 발색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 이와 연계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a) (b)

그림 22. 양성자  조사 후 900℃ 공기  열처리로 탈색이 되어 

투명성이 향상된 루비: (a) 처리 의 루비는 투명성이 떨어짐을 

볼 수 있다. (b) 양성자 조사와 열처리로 투명성이 향상된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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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론  계산 결과

(1) 다이아몬드 도핑후 밴드구조 변화 계산

질소 는 양성자가 다이아몬드에 첨가되었을 때 원자 구조  밴드 구조를 제일원

리  도범함수이론을 통해 연구하 다. 계산 방법으로는 ultra-soft 슈도포텐셜과 일반

화된 기울기 근사방법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GGA)를 사용하 으며 자

들의 동함수들을 25Ry cutoff 에 지를 갖는 평면  기 함수를 이용하 고 자 도

를 계산하기 해 k공간 분은 unit cell의 first Brillouin 역에 10개의 k point를 사용

하 다. 한 N이 첨가된 구조의 모든 원자들은 계산된 Hellmann-Feynman forces가 

1mRy/bohr보다작도록 최 화 하 다.

그림 23은 다이아몬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4개의 기본cell  하나의cell안에 N 

는 H를 x표시된 C 원자와 체시켜 으로써 불순물을 첨가하 다. 따라서 불순물이 

첨가된 농도는 6.25 at.%가 된다.  

불순물이 첨가된 다이아몬드 구조를 계산하기 앞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다이아몬

드 구조의 격자 상수를 변화시켜가며 최 화된 구조를 계산하 고 그 결과는 그림 24와  

같다. 계산된 평형 격자상수는 a0=3.573Å 이고 이 값은 기존의 실험값 a0=3.567Å과 잘 일

치하 다. 

다음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다이아몬드 결정의 밴드갭을 알아보기 해 Brillouin

역 안의 high symmetry point들을 따라 밴드구조를 계산해본 결과는 그림 25에 나타

내었다. 계산된 밴드갭은 4.13 eV 고 이값은 실험값인 5.4 eV 보다 다소 작게 나왔다. 

그 이유는 GGA계산이 밴드갭을 20~30% 작게 기술하는 잘 알려진 단  때문이다. 다음

으로는 다이아몬드 격자에 불순물 N 이 첨가되었을 경우의 밴드구조를 계산해보았다.

그림 26은 N이 첨가되었을 경우 밴드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결과 N이 첨가되었

을 경우 밴드갭은 3.01eV로 clean 다이아몬드의 밴드갭 4.13 eV보다 1.12 eV 어들었는

데 그 이유는 밴드갭 사이에 N에 의한 state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7은 H이 첨가되었을 경우 밴드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결과 H이 첨가되었

을 경우 밴드갭은 2.17 eV로 clean 다이아몬드의 밴드갭 4.13 eV보다 1.96 eV 어들어 

N이 첨가되었을 때 보다 밴드갭이 더욱 많이 어드는 결과를 보 다. 

결론 으로 질소와 수소가 첨가된 다이아몬드의 밴드 구조에는 밴드갭 사이에 질소

와 탄소 혹은 수소와 탄소의 새로운 본드에 의한 상태들이 밴드를 형성함을 볼 수 있었

다. 따라서 흑색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질소-탄소간의 혼성 궤도함수에 의한 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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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계산에 의한 다이아몬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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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불순물이 없는 다이아몬드의 격자 상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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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깨끗한 다이아몬드 결정의 밴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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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N이 첨가되었을 경우 다이아몬드 밴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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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H가 첨가되었을 경우 다이아몬드 밴드구조



- 70 -

(2)사 이어에 불순물 도핑 후 밴드 구조 변화 계산 결과

깨끗한 사 이어의 밴드 구조를 계산하여 표  자료로 하고 Mg, Co, Cu 원소를 도

핑후 밴드 구조의 변화를 도 범함수 이론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림 28, 29, 30, 

31에 각각 나타내었다.

사 이어는 Eg= ~9 eV나 되는 녋은 밴드 갭 재료이나 속원소를 도핑하면 밴드 

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상되어 Vienna ab initio simulation package를 사용하여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범 내의 Plane wave basis pseudopotential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가장 안 된 Mg, Co, Cu 도핑된 Al2O3 구조는 Spinel이며 Spinel

의 primitiv unit cell은 rhombohedral 구조이다. MgAl2O4의 특성은 단 격자의 일정한 

주기로 확장하는 것이고 계산된 도함수 이론은 사 이어에 이온주입한 후 밴드 구조가 

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Co  Cu 도핑된 사 이어의 밴드 갭 수축은 Mg보다 더 큰 것

으로 계산됨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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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DFT를 이용하여 계산한 깨끗한 사 이어의 밴드 구조

그림 29. DFT를 이용하여 계산한 Mg 도핑된 사 이어의 밴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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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DFT를 이용하여 계산한 Co 도핑된 사 이어의 밴드 구조

그림 31. DFT를 이용하여 계산한 Cu 도핑된 사 이어의 밴드 구조



- 73 -

2. 시계 부품 표면개질

사용한 stainless 강은 420 type 인데 이온주입  경도는 4-5 Gpa 이나 상기 공정

을 1회 한 후 표면의 경도는 약 7 Gpa 다. 이는 질소 이온을 1x10
17
 ions/cm

2
로 주입한 

후 열처리를  1회 실시한 것으로 표면경도가 약 1.5배가량 향상된 것이다.  이온주입/열

처리 공정을 2회, 3회를 반복하 을 때 표면의 경도는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 

Gpa  12.5 Gpa로 차 증가함을 보여 다. 그러나 이 표면 경도는 깊이 50nm 깊이의 

극 표면경도를 의미하니 실사용 환경에서의 성능은 달리 검함이 필요하다.

3. 녹즙기 기어 표면개질 연구

그림 33은 녹즙기 기어의 균일한 이온주입을 해 자 과 공 이 가능하도록 설계

된 이온빔 균일 조사용 정렬 지그가 장착된 이온주입기의 평면도이다. 이온빔 균일 조사

용 정렬 지그는 속 재질로 이루어지는 원형의 평 에 앙에는 수직으로 통되게 빔 

홀을 형성하며, 이 빔 홀의 일측 동심원상에 기어 장착 기둥이 부착되어 있고 이에 응

하는 동심원상의 내주 면에는 클램핑 홀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클램핑 홀에 자   공

하도록 마련된 나사로 결합한 다수개의 헬리컬 타입 기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 이

온빔 균일 조사용 정렬 지그는 한꺼번에 다수의 헬리컬 타입 기어를 장착하여 각각의 기

어가 회 을 하면서 체 장착 이 회 하게 된다.  이때, 기어는 자 과 공 이 가능하

며, 기어의 자   공 속도는 이온빔이 기어의 표면에 균일하게 조사되도록 조정된 속

도로 회 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34는 이 지그를 사용하여 질소 이온을 주입한 경우 표면의 경도 변화를 나타

내는 그래 이며,  그림 35는 녹즙기 기어의 라스틱 부품 소재에 질소 이온을 주입한 

경우 표면 경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그림 36은는 녹즙기 기어에 이온주입을 한 후 

나타나는 경도 변화이다. 표면의 경도는 이온주입 후 약 3배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상기 시계 부품 이온주입실험 결과와 함께 이 상을 이해하기 해 앞서 언 한바

있는 이온주입 과정을 보다 깊이 살펴본다. 

먼  이온주입의 깊이에 해, 속재료와 같이 열 도가 양호한 경우 주입속도가 

커서 발생하는 열은 주입이온의 확산을 도와 TRIM(Transport of Ions into Matters) 계

산 결과보다는 더 깊이 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주입 이온이 얼마나 깊이 들어 가느냐

와 이온의 농도는 재료의 내구성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이온주입깊이는 개 

이온종류  처리재료에 따라 다르나 개 100 -200 keV 정도에서 약 0.5 - 1 μm 정도

이다.

속재료에 이온을 주입하면 기계  성질, 즉 경도, 굽힘 강도, 괴인성, 피로

항, 마찰 항 등이 증가되며,  내 화학반응성이 향상됨이 보고되고 있다. 기계  성질 향

상의 기구는 1) 표면의 부피증가로 인한 압축잔류응력의 형성, 2) 고용경화효과, 변형경화

효과,  미세 게재물 (질화물, 탄화물, 화합물 합  등)의 형성 등으로 dislocation의 움직

임 둔화, 3) 반응성이 은 질화물 는 탄화믈이 표면에 형성될 경우 다른 재료와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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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성 하로 인한 표면 착(micro-welding)방지 등의 기구가 알려져 있으며, 내 화학반응

성 향상의 기구로는 표면에 반응성이 은 질화물의 형성으로 이물질 흡착  모재 합

원소들의 out-diffusion 억제 등이 알려져 있다.

속소재로 된 부품에 이온주입을 할 경우 고려해야할 장, 단 은 다음과 같다. 장

으로는  1) 온공정이다, 2) 후열처리가 불필요하다, 3) 모양  치수변화가 없다, 4) 박

리 상이 없다, 5) 안 한 공정이며 부정 인 결과가 없다, 6) 주입  표면청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단 으로는 1) 코 에 비해 제한된 처리 층, 그리고 극심한 마모에 덜 

합, 2) 속소재의 경우 처리 후 육안으로 구별이 않 되어 성능 설명이 어려움, 3) 고온 

처리 (약 400
o
C 이상)일 경우 모재 합  원소의 out-diffusion이 가능, 4) 빔의 일 방향성 

(Line-of-sight nature)으로 복잡한 피 처리물의 균질한 처리가 어려워 Target의 이동  

회 등 조작이 필요할 수 있다는 등이다. 

그림 37은 주입된 질소의 화학 특성을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로 

분석한 결과이다. 질소 이온주입 된 SUS 재질 내 질소의 화학결합상태는 부분 Cr-N 

 Fe-N이고 Free N 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8은 주입된 N이온의 깊이 방향 분

포를 나타내는 Auger depth profile이다. 깊이 방향 분포를 얻기 해 Ar 이온으로 표면

을 에칭하면서 Auger peak을 얻었는데 표면에 항상 존재하는 오염물질로 C가 이온빔 에

칭에 의해 제거되면서 주입된 질소가 검출됨을 알게 있다. 표면의 산소 한 스텐인 스 

강이 Fe, Cr,  Ni로 되어 있으므로 산화가 발생하여 표면에 존재하는 것인데 에칭 후 

사라짐을 보여 다. 주입된 질소이온의 깊이는 에칭 율이 20nm/분이기 때문에 Auger 

electron spectroscopy(AES)의 분해능 범 에는 약 0.3 μm정도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표면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XPS와 AES에 해 살펴본다. 

XPS는 원소  화학분석에 공히 사용되나 특히 화학분석에 많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Peak-to-background 비율이 AES에 비해 월등히 좋기 때문에 peak의 작은 변화도 쉽게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AES는 3 자가 여되는데 비해 XPS는 오직 한 자만 

여되므로 각 자의 결합에 지를 직 으로 비교할 수 있어 일반 으로 화학  성질의 

분석이 AES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X-ray에 의해 photoelectron을 여기 

하므로 AES 처럼 이차 자상(secondary electron image)은 볼 수 없으며 X-ray는 

을 조 하는 데 그 한계가 있어 측면공간분해능이 한계가 있다는 단 이 AES와 다른 

이다. 이 측면공간분해능의 한계는 원소의 깊이 방향 분석 시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

다. 주로 AlKα나 MgKα  X-ray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photoelectron이 탈출하는 깊

이는 각각의 자의 결합에 지에 따라 다르나 오제 자의 탈출 깊이와 비슷하다. 

상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질소는 스텐인 스 강의 표면에 최소한 0.3μm 이상 주

입되며 부분 Cr-N  Fe-N 등 질화물을 형성하며 표면 경도를 약 3배 이상 증가 시

킨다.

그림 39는 ball-on disc를 이용한 내 마모실험 결과이다. Pin-On-Disk 타입의 마찰 

마모 시험기를 이용하여 보다 사용 환경에 유사하게 핀 신 볼(Ball)을 사용하여, 스테

인 스 강의 면과  ball 사이의 마찰마모실험을 수행하 다. 500 gf의 알루미나 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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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하 을 주었으며 측정한 결과, 이온주입한 경우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마찰계수

가 격히 상승하는 마모궤 이 약 3 배 이상으로 내마모성이 상당히 향상됨이 확인되었

다. 이 결과는 알루미나 볼을 이온 주입된 시편 에 놓고 돌리면서 마찰시킨 것이다. 마

찰 계수가 없으면 마모가 않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마찰 계수가 커진다는 것은 마모가 

발생하고 시편 표면이 깍여 나감을 의미한다. 이온주입 과 후의 차이가 뚜렷함을 볼 수 

있다. 그림 40은 두 번째 실험 결과인데, 이온주입을 한 시편은 처음 한동안은 마찰이 일

어나지 않다가 나 에 마찰 계수가 증가하 다. 그러나 이온주입을 하지 않은 시편은 내 

마모시험을 시작하자마자 마모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실험 조건/환경에 따라 다소의 차

이는 볼 수 있어도 이온주입을 한 시편과 안 한 시편의 차이가 확연함을 알 수 있다.

표 7은  즙내 속 성분을 조사하기 해 사용한 솔잎  솔잎 추출액에 한 성분 

분석표이다 (2001 농진청 자료). 우선 솔잎 자체  추출액에서의 수분 비율을 보면 각각 

58.1%  97.6%로 솔잎자체는 다른 식물에 비해 수분 함량이 매우 은 식품이나 추출

액은 다른 식물에 비해 수분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특징은 무기질

(Minerals)  철 이외에는 다른  속 성분이 않 나타난다는 이며 철의 함량도 

100g  솔잎 자체는 3.1mg (31ppm)이며 추출액에는 0.5mg(5ppm)이 함유되어 있어 녹

즙기 기어에서 나올 수 있는 Cr  Ni의 착즙  즙내 함유량은 잘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는 이다. 즙내 속성분 분석은 Fe, Cr  Ni을 주 상으로 하 으며 Poly-accetal의 

원료인 포름알데히드도 함께 분석하 다. 

표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차로 에 지 60keV의 N이온을 이온 량 5x10
16
/cm

2
로 

이온주입을 한 기어와 이온주입을 하지 않은 기어를 사용하여 짜낸 솔잎 즙 내에 존재하

는 속 성분을 조사한 결과 Cr은 0.22 ppm(= mg/kg)인 반면 이온주입을 한 기어로 짜

낸 솔 잎 즙에는 Cr의 농도가 약 0.07ppm로 었다 (약 68% 감소). 반면 Ni의 경우는 

0.26에서 0.27 ppm로 되어 변화가 거의 없고 포름 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참

고로 Cr의 경우 음용수 수질 기 으로 볼 때 0.05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Ni의 경

우는 기 이 없다. 

다음 에 지 70keV의 N이온을 이온 량 1x1017/cm2로 어네 지  이온량을 올려서 

여러 번 실험하여 최  조건을 도출을 시도하 는데 표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평균 으

로 Cr  Ni 의 농도는 5배가량 감소되는 것으로 조 되었다. 단 철(Fe)의 경우 솔잎 추

출액의 경우 이온주입  기어로 착즙하 을 때 7.91 ppm을 함유하는 것으로 음용수 기

인 0.3 ppm의 26배에 달하는 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모든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솔잎자체에 철분이 약 31ppm 가량 함유되는 것으

로 나타나며 추출액에서도 약 5.0 ppm의 철분이 포함되는 분석결과로 보아 과련 기어와 

솔잎 사이의 착즙  마찰로 인해 탈락한지에 해서는 따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Fe의 경우 질소 이온 주입  7.91 ppm은 솔잎 추출액의 5 ppm 보다는 2.91 ppm 많이 

나오나 이온주입 후 농도가 평균 으로 약 4.55 ppm으로 나타나 이 값은 오히려 농진청

에서 보이는 5 ppm에 비해 그 이하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어 표면으로 부터의 Fe는 거의 

않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즙을 추출하는 방법이 농진청 자료의 수치를 도출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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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의 차이를 확인 할 길이 없어 0.5 ppm의 오차 범 와 본 

실험의 4.55 ppm 수치의 오차 범 에 한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 즙 내에 Fe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해서는 정의하기 어렵다. 한 가지 사실은 즙 내의 Fe의 량은 이온 주입

된 기어를 사용하 을 경우에 어든다는 것이다. 표 9에는 가장 조 이 필요한 속 

원소인 Cr에 해서는 다른 기어(기어 #2)를 사용하여 이온주입 후를 비교한 데이터도 

실었다.  기어 #1의 경우 Cr 함량이 0.22 ppm에서 0.04정도 어 즙내 Cr 함량이 약 82%

감소함을 보이나 기어 #2의 경우 0.16 ppm에서 0.06ppm으로 어 약 63%정도 어 듦을 

보인다. 따라서 이온주입에 의한 원소 탈락의 억제효과는 확실히 있으나 실험 시스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함을 보여 다.

표 8과 9에서 보이는 결과로 Cr과 Fe의 탈락 억제는 그림 39에서 보이는 XPS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주입된 질소가 Cr과 Fe에 해서는 Cr-N (주로 Cr2N)  Fe-N등의 질

화물을 형성하므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Ni의 경우는 열역학 으로 질화물을 형

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Cr 과 Fe 과같이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60 keV, 5 

x1016/cm2의 N 이온을 주입하 을 경우 Ni의 탈락정도는 변화가 없다가 이온주입 에 지

가 70KeV 1x10
17
/cm

2
로 올렸을 때 비로소 Ni의 탈락이 억제가 됨은 압축 잔류응력의 형

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질소의 량이 두 배로 늘어남으로 표면의 볼륨이 

증가함으로 형성되는 압축잔류응력은 표면의 내구성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압축잔류 

응력에 한 설명은 그림 41에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 외에 이온주입 후 열처리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실험의 경우 표면 속원소의 

탈락에 한 뚜렷한 차이 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한 코  후 이온빔 믹싱 공정을 용

한 경우도 뚜렷한 차이 을 발견하지 못하 다.



- 77 -

                 (a)

                                 (b)

그림 32. 이온주입  열처리 공정 반복표면 경도  경화 깊이 증가 효과: 실험에 

사용한 시계 부품들(a), nano-indentation에 의한 경도 변화 실험 결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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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한꺼번에 20개의 기어를 장착하여 각각의 기어가 회 을 하면서 체 장착 

이 회 하는 이온빔 균일 조사 지그 도면: 평면도(좌)  측면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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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녹즙기 기어세트(상)  이온주입을 해 고안된 지그에 장착한 기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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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Poly-acetal 소재의 이온주입  후 경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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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스테인 스 강의 이온주입  후 표면 경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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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질소 이온주입된 SUS 재질 내 질소의 화학결합상태: 부분 Cr-N  Fe-N

이고 Free N 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83 -

그림 38. N 이온주입 된 SUS303 시편의 표면에서 깊이 방향 Auger 원소 분포: 

표면에서의 질소 농도는 약 4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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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이온 주입 (상)과 후(하)의 Ball-on disc 표면 마모 특성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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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이온 주입 (상)과 후(하)의 Ball-on disc 표면 마모 특성 실험 결과: 이온주

입을 않한 시편의 경우 실험 시작 즉시 마모가 되었으나, 이온주입한 시편의 경우 일

정시간이 지나서야 마모가 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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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당 함량

솔잎 

(pine 

leaves)

솔잎 추출액 

(pine leaves, 

Ext.)

비고

에너지 (kcal) 114 8  

수분 (g) 58.1 97.6 %

단백질 (g) 4.5 0.1 %

지질 (g) 3.9 0 %

회분 (g) 0.6 0.2 %

탄수화물 (g) 32.9 2.1 %

섬류소 (g) 13.3 0 %

무

기

질

칼슘 (mg) 61 3 30 ppm

인 (mg) 51 4 40 ppm

철 (mg)
3.1 

(31ppm)
0.5 5 ppm

나트륨 (mg) - 4 40 ppm

칼륨 (mg) - 48 480 ppm

비 

타 

민

A

등가레티놀(μg) 517 0 5.17 ppm

레티놀  (μg) (0) 0

베타카로틴(μg) (3100) 0 31 ppm

B1(mg) 0.70 0.01 7 ppm

B2(mg) 0.16 0 1.6 ppm

나이아신(mg) 0.2 0 2 ppm

C Acetic acid (mg) 29 0 290 ppm

폐기율 (Refuse) 0 0

자료출처 농진청(’84) 농진청 (’00)

표 7. 솔잎 성분 분석(농 진흥청 2001)

note: 1 ppm = 1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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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Ni Fe 포름 알데히드

WHO 음용수 

허용치
0.05 mg/L - 0.3 -

즙 

분석 

결과

일반 

기어
0.22 0.26 - 불검출

이온주입

기어
0.07 0.27 - 불검출

Cr Ni Fe 포름 알데히드

WHO 음용수 

허용치
0.05 mg/L - 0.3 mg/L -

즙 

분석 

결과

이온주입

전 기어

기어 #1 기어 #2
0.48 7.91  불검출

 0.21 0.16

이온

주입

기어

1  0.06 0.06  0.10  3.59

불검출

2 0.04 0.05 0.08 4.09

3 0.05 0.07 0.09 5.29

4 0.03 0.08 0.07 5.23

5 0.04 - 0.11 4.53

평균 0.04 0.06 0.9 4.55

표 8. 솔잎 즙내 속 성분 분석 1 차 실험 결과

 60 keV N ions, 5X1016/cm2

표 9. 솔잎 즙내 속 성분 분석 결과

 70 keV N ions, 1X1017/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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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이온주입 후 표면에 압축잔류응력이 형성되는 과정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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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 폰 부품 채색 코  연구 결과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 nm 까지 IBM을 하고 50 nm 더 코 을 하 을 때 

구 된 색상은 색이며 같은 재질을 40 nm 코   IBM 한후 400 nm 정도 코 을 한 

색은 짙은 보라색이다. 그림 43은 SiC 코 의 두께에 따른 여러 가지 색상에 한 그림

이다. 이처럼 두께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께에 따라 학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학  경로를 변경시키는  다른 요소 의 하나는 물질의 굴 률

로서, 이 굴 률은 박막의 치 도 즉 도의 함수이다. 

코  물질을 Fe2O3로 바꿀 경우 한 같은 두께에 다른 색을 볼 수가 있다. 그림 44

는 Fe2O3를 사용했을 경우 구 된 색상들이다. 

 IBM을 하지 않고 Mg에 SiC를 코 한 것은 그림 45a에서는 두 물질 사이의 경계

가 분명한데 비하여 IBM을 하여 얻어진 SiC 코 은 그림 45b처럼 그 경계가 불분명하

다. 이것은 IBM이 두 물질사이에 새로운 mixed interface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 게 만들어진 mixed interface는 두 물질사이의 합력을 향상시켜 코 의 박리

상을 억제한다.

그림 46은 두 시료에 한 염수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시료, N8503과 

N8504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졌다. N8503은 IBM을 통해 Fe2O3를 100 nm 까

지 올려서 색을 구 한 다음 다시 SiO2를 IBM을 하면서 약 27 마이크로까지 올린 시

료이며, N8504는 Fe2O3를 600 nm올리면서 IBM을 하고 다시 SiO2를 100 nm 간격으로 

IBM을 10회 반복한 시료이다. 이 시료들을 5 % NaCl 수용액에 넣고 4 시간 후의 변화

를 은 사진이다. 그림 4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시료 모두 표면에 하얀 반  같은 것

들이 생겨 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은 pitting corrosion이 시작되어 조 씩 커져서 생

겨난 자국들로 간주된다. 코 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코 된 부분으로 진 으로 부식이 

발생하는 것도 찰할 수 있다. 코 과 substrate 사이의 합력이 약하다면 염수에 의한 

부식으로 코 과 substrate사이가 먼  부식되어 박리 상이 생길 수 있으나 IBM을 수행

함으로 만들어진 박막이라 염수실험에도 코 제가 박리되는 상은 찰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코 이 되지 않은 뒷면 사진을 보면 완 히 부식되어 검은 색깔을 가진다. 이것으

로 이번 연구결과로 얻어진 코 은 상당히 염수에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면 곳곳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pitting corrosion 자국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염수시험

을 완 하게 극복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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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SiC 코    IBM 40 nm 후 50 nm coating(상)  IBM 40 nm 후 400 nm 

coating 후의 색상변화(하)

그림 43. SiC 박막의 두께에 따른 색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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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Fe2O3를 사용했을 경우 구 된 색상, 두께가 다를 경우 다른 색상을 보임 

(얼룩무늬는 촬  빛의 분균일 반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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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5. AES 원소 mapping: IBM을 하지 않은 경우(a)와 한 경우(b) Hastelloy X 

substrate와 SiC 코  층의 경계면에서의 원소 분포.



- 93 -

그림 46. 코  된 Mg 합 (상)  Mg 합  자체(하)를 4시간 염수 침  실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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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도별 연구목표  평가착안 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

도 

1. 2단계 연구개발 목표  평가의 착안

  가. 2단계 연구개발 목표

   “  에 지 가속 빔을 이용한 산업  이용기술  양산기술개발”로 다음 두 가지

를 주로 포함한다.

 - 보색 발색 기술 개발 

  - 속/고분자 소재의 내마모성  내 화학반응성 향상 표면처리 기술 개발

나. 2단계 연구개발 내용

 1차 연도

- 기존 장치의 실용화 개량

- 불순물첨가에 의한 다이아몬드, 사피이어,    루비의 학  밴드구조 계산

- 이온주입  열처리 공정 개발로 보석의 발색  탈색조

- 블랙다이몬드 시제품 생산  상업화 

- 표면의 물리 , 화학  특성 이해 연구  자료수집

- 이온주입  열처리 공정의 수회 반복으로 심층부 원소주입 공정 개발

- 시제품 생산

- 유형에 따른 기술이  시스템 구축

2차 연도

- B  속이온주입에 의한  다이어먼드 발색연구

- 사 이어, 루비 발색연구

- 시제품생산

- 휴 폰 용 고분자 재료  속 재료의 표면개질 이온주입 공정 개발

- 공구류  날류 제품 성능향상 이온빔 조사공정개발

-시제품생산

- 유형에 따른 기술이  시스템 구축

3차연도

- 이온주입 공정 에 의한 다이어먼드, 사 이어, 루비 발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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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에 기술된 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1
보석발색기술개발

(제품화 정: 블랙다이아먼드)

-시제품 생산하여 참여업체에서 일부 
매 함

- 블랙다이아몬드 생산 계약을 
참여업체인 아자 젬스와 체결 함

- 양산에 따른 불량품 발색 원인 악  
품질 리 체계수립  

90

- 이온주입 양산 공정 개발

- 기타 발색보석 시제품 생산

- 드릴, 엔드 , 단공구등 속 제품의 표면처리 기술조사  개발

- 시제품 생산

- 기업체 애로 기술 지원  기술이  시스템 구축

  다. 평가의 착안  (주요 상 결과물 포함)

구   분 주요연구결과물
과제평가시 평가기

(구체 으로 정량화) 

2005 년도

(1차년도)

․블랙다이아몬드 생산 장치

․블랙다이아몬드 시제품

․성능 향상된  녹즙기 기어 시제품

․표면개질 시계부품 시제품

30

30

30

10

2006 년도

(2차년도) 

․블랙다이몬드 상업생산

․녹즙기기어 상업화

․다른 발색 다이아몬드 시제품

․이온주입에 의해 유색화된 사 이  

  어  루비 시제품

․표면개질 속부품  시제품 

40

20

15

15

10

2007 년도

(3차년도) 

․유색보석 상업생산 시스템

․드릴, 엔드 , 단공구 등 속   

  제품 시제품

․기업체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30

30

40

최종평가
․연구결과물의 상업화 2 건 이상

․ 발명 특허 3건 이상
100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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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에 

기술된 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2

회색, 청색  핑크 색 

발색 보석 발색 연구

(제품화 정: Gray 발

색 다이아몬드, 발색 사

이어  루비)

- 다이아몬드에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녹색 발색 
 열처리 후 황색/ 색 발색  확인

- 부분 발색 다이아몬드  회색 발색 다이아몬드 
시제품 생산  일본에 출시 (시장반응 악 )

90

3

보석발색 연구 개발

(제품화 정: 기타 발색 

보석)

- 속 이온주입에 의한 황색  청색 사 이어 

발색 기술 개발  상업생산 한 업체 기술이  

추진 
- Co 이온주입  열처리에 의한 청색발색 
사 이어 개발 완료

- 특허 출원 완료

- Proton beam 조사에 의한 녹색, 황색 발색 
다이아몬드 개발

- Proton 빔 조사에 의한 루비 탈색 가능성 발견

90

4

- 속/고분자 부품의 

이온빔조사 표면개질 

연구개발

(제품화 정: 녹즙기 기

어) 

- 속  고분자 부품 

표면개질 기술개발 

-공구류  날류 제품 

성능향상 연구개발

- 녹즙 내 Cr 함유량 0.05ppm이하 되는 이온주입 
조건 확립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3 차 연도에 
참여업체(그린 워㈜)에 기술이   시제품 생산 
정 

-코 재 선택  코  두께 조 에 의한 채색 
방법 개발  이온빔 믹싱에 의해 코  층의 
착력이 향상 기술개발로 새로운 기술 분야 개척

- 세라믹 코 에 의한 휴 폰 외장 부품 채색 
코  기술개발

90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수립

- 녹즙기 기어 연구개발 결과의 업체 기술이   

기술 실시

-연구 개발 결과 사업성이 입증된 발색 

사 이어의 경우 참여업체가 둘이라 생산업체  

업업체로 나 어 기술이  추진 

- 양성자 조사에 의한 발색 다이아몬드 상업 

생산은 사업단내에서 하는 방안  차 수립  

90

6

에 지 가속장치의 

이용/응용 기업체 애로

기술 분야 지원 체제 

구축

- 으로 기업체 출자   매칭 fund에 의한 

과제 운  방식이 아닌 일부 과제비를 

탐색연구용으로 사용하기 한 방식의 과제운용 

방안 마련  3단계부터 용하기 한 차  

검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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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기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결과

- 다이아몬드의 경우 당  블랙다이아몬드 양산을 일차 목표로 하고 다른 발색 보석 

생산을 이론  계산을 바탕으로 추진 하기로 하 으나 proton 조사에 의해 녹색  

황/  색 발색 까지도 얻을 수 있어 목표 과 달성으로 자평.

- 유색 사 이어의 경우 밴드갭 계산에 따라 이온을 선정하여 발색 효과를 개발하

는데 Fe 이온 주입으로 황색 사 이어, Co 이온 주입으로 청색 사 이어 생산에 성공

하여 목표 과달성으로 자평

- 루비의 경우 proton 조사에 의해 탈색 상을 발견하여 탈색을 한 심층 연구 

- 녹즙기 기어 표면개질 기술개발은 착즙과정  속 탈락 를 들어 Cr의 경우 

즙내 함유량 0.05ppm이하로 조 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까지 마치고 시제품 생산을 비   업체로의 기술이 을 진행하고 있어 100% 달성

으로 자평

- 기타 속 부품의 표면개질 기술 개발은 참여 업체가 없어 상 으로 동기부여가 

약했으나 표면개질 시계 부품은 자체 개발한 시제품을 업체에 공 하여 결과를 지켜

보고 있음. 향 후 타당성이 확인되면 심층 연구  기술이  추진 정

-최종 목표: 2건 이상의 상업화는 녹즙기 기어 표면처리  발색 보석 기술개발의 기

술이 을 진행 이어서 100% 달성했다고 자평하며 특허의 경우 목표는 3건이었으나 

등록만 3건이어서 출원까지 포함하면 과 달성으로 자평 함.

제 2  련분야의 기술발 에의 기여도 

번

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기여도

1

보석발색기술개발

(제품화 정: 블랙다이

아먼드)

-시제품 생산하여 참여업체에서 일부 
매 함

- 블랙다이아몬드 생산 계약을 
참여업체인 아자 젬스와 체결 함

- 양산에 따른 불량품 발색 원인 악 
 품질 리 체계수립  

- 경제성 있는 국산 

블랙 다이아몬드 생

산 기술 확보

- 외화 획득 가능

2

회색, 청색  핑크 색 

발색 보석 발색 연구

(제품화 정: Gray 발색 

다이아몬드, 발색 사

이어  루비)

- 다이아몬드에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녹색 발색  열처리 후 황색/ 색 
발색  확인

- 부분 발색 다이아몬드  회색 발색 
다이아몬드 시제품 생산  일본에 
출시 (시장반응 악 )

- 가의 질 다이

아몬드를 고가의 발

색 다이아몬드로 변

환하는 기술 확보

- 외화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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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기여도

3
보석발색 연구 개발

- 속 이온주입에 의한 황색  

청색 사 이어 발색 기술 개발  

상업생산 한 업체 기술이  추진 

- Co 이온주입  열처리에 의한 
청색발색 사 이어 개발 완료

- 특허 출원 완료

- Proton beam 조사에 의한 녹색, 
황색 발색 다이아몬드 개발

- Proton 빔 조사에 의한 루비 탈색 
가능성 발견

- Co 주입에 의한 청색 

발색 사 이어는 고 품

질로 평가

- 녹색 다이아몬드 시

장성 확인

- 외화 획득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 속/고분자 부품의 

이온빔조사 표면개질 연

구개발

- 속  고분자 부품 

표면개질 기술개발

-공구류  날류 제품 

성능향상 연구개발

- 녹즙 내 Cr 함유량 0.05ppm이하 
되는 이온주입 조건 확립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과제 참여업체(그린
워㈜)에 기술이   시제품 생산 

-코 재 선택  코  두께 조 에 
의한 채색 방법 개발  이온빔 믹
싱에 의해 코  층의 착력이 향상 
기술개발로 새로운 기술 분야 개척

-  휴 폰 외장 부품 채색 코  기
술개발

- 기어부분의 속원소 

탈락으로 인해 소비자

의 우려 불식

- 국민 웰빙 생활에 기

여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수

립

- 녹즙기 기어 연구개발 결과의 업

체 기술이   실시 

-연구 개발 결과 사업성이 입증된 

발색 사 이어의 기술이  

- 양성자 조사에 의한 발색 다이아

몬드 상업 생산은 사업단내에서 하

는 방안  차 수립  

- 업체 기술실시가 가

능한 기술은 업체로 이

- 시스템 상 사업단 장

치로만 생산 가능한 품

목은 단기 수탁과제 형

식으로 업체 지원

6

에 지 가속장치의 이

용/응용 기업체 애로기

술 분야 지원 체제 구축

- 으로 기업체 출자   매칭 

fund에 의한 과제 운  방식이 아닌 

일부 과제비를 탐색연구용으로 사용

하기 한 방식의 과제운용 방안 마

련  3단계부터 용하기 한 

차  검토 

- 실험  새로운 과제 

진행 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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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추가연구의 필요성 

2단계 과제는 보석발색, 녹즙기 기어 표면 처리, 속 부품 소재의 표면개질 기술 개발, 채색 

코  등으로 크게 나  수 있다. 이  3단계 1차 연도에 추가로 연구하는 항목은 보석 발색과 채

색 코  이다. 

우선 보석발색 기술의 추가 연구 필요성은 동일 빔 조건으로 어떤 산업  부품보다 

부가가치가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는 어디까지가 완료단계라고 규정하기

가 어렵다. 특히 이 분야 연구는 발색 조 에 있으며 유색 보석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므

로 지속 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석 발색 연구개발은 2단계에서 연구개발의 

일부가 완료 되었다고 정의 할 수 있으며 MeV 양성자 가속기 빔에 의한 발색 기술은 업

체가 참여하여도 후 일 기술실시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단 과제 내 참여 업체 없이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은 표 으로 성취한 결과이다. 밴드 갭 계산  실험을 통한 연구개

발로 2 단계에서 이미 Co 이온주입  열처리에 의한 청색 사 이어 발색, Fe 이온주입 

후 열처리에 의한 황색 사 이어 등  양성자 조사에 의한 청색, 황색 다이아몬드 개발 

등 가시 인 성과가 있었으나 계산 결과 다른 발색이 상되는 Mn, Cu등 이온주입을 통

한 발색조  연구를 계속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가속기를 이용한 발색기술의 개발은 기존의 확산 공정에 비해 처리 공정

의 간소,  처리 비용,  처리 시간의 단축이라는 장 이 있어 한 기술 개발은 큰 

경제  이익을 낳을 수 있다.

세라믹 코 에 의한 채색 기술은 사업 2단계 3차 연도 연구 과제를 통해 기반 연구

를 완수 하 다. 2 단계 3차 연도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동일 재질로 두께에 따라 거

의 모든 색상이 가능하며, 모재의 재질, 코  소재 등에 따라 같은 두께에서 다른 색상 

발 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온빔 믹싱에 의한 속에 증착된 세라믹 층의 박리

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합성이 향상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채색기술개

발이 아직은 미완성 이며, 박막의 치 성을 개선하여 염소 수용액내의 부식 항성을 높

이는 것과 내지문성 향상 기술이 아직 미흡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제 2  타 연구에의 응용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에 이온빔 믹싱 기술이 용될 수 있으며 이미 실  

가능성을 확인하 다. 

1. 연구개발의 배경 

최근에 CO2 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매우 심각한 자연재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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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가스의 방출은 화석연료 연소의 결과이다. 그러나 수소를 연소할 경우에는 물이 나

오므로 환경오염은 근본 으로 막을 수 있다. 한 물은 다시 수소로 변환될 수 있으므로 

미래의 체 에 지는 수소일 수 있다. 

수소는 황산의 열분해에 의해 얻어지는데 생산 효율을 높이기 해 지속 인  900°C 

이상의 열이 필요하다. 그러나 황산(H2SO4)을 열분해 하는 과정에서 SO₂/SO과 같은 

황화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고온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부식 환경을 조성한다. 지 까

지 알려진 속 재료로는 이 분 를 견딜만한 재료가 없어 세라믹 열교환기의 사용이 거

론되기도 하나 제조성에 문제가 있으며 제조 후에도 내구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속 소재의 표면을 개질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900°C 이상의 SO2//SO3 

분 기에서 기계  성질과 부식 성질이 우수한 황산분해반응기의 열교환기 재료를 개발

하기 해 고온 기계  성질이 우수한 Hastelloy X, Alloy 800H, Alloy690  등의 Ni 합

계 재료  stainless steel(SUS) 재료에 부식 항성을 향상  시키기 해 세라믹 코  

기술을 개발 하 다. 세라믹 코  층은 열팽창에 의한 박리의 문제가 있어 이온빔 혼합 

기술을 용하여 계면에 코  층과 모재사이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공정개발 기  연구

를 수행하 다. 세라믹 코  재료로는 SiC를 사용하 다. 이온빔 믹싱 기술의 역할은 

속 소재로 사용되는 고온 기계  성질이 우수한 Hastelloy X와 내 부식성이 기 확인 된 

SiC 코  층을 계면반응이 발생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이다. 일단 계면 반응이 발생하면 

계면 생성물이 간층의 역할을 하게 되어 큰 열팽창 계수 차이를 완화시켜 다.  이에 

한 원리는 채색 코 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같다.

2. 연구 내용

가. 최  소재 선정을 한 계산

SiC를 코  하 을 경우 가장 스트 스를 게 주어 박리의 문제를 일 것인가를 

측하기 해 간략한 계산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먼   코  층인 SiC의 두께를 1

μm 으로 하고 Hastelloy X, Alloy 800H, Alloy690  등의 Ni 합 계 재료와 SUS 재료 등 

모재의 두께를 5mm로 하여 one dimensional heat diffusion 식을 용하여 박막과 모재

의 온도 구배를 략 으로 계산하 다. 련 식은 다음과 같다.

  

   C.ρ.(δT/δt)=δ/δx.(K.δT/δx) + P(X,t) 

여기서, C, ρ,  K는 각각 specific heat, density,  thermal conductivity를 의미한

다. 그리고 source term으로 P(x,t)는 950℃로 하 으며 외부 온도는 25℃로 하 다.

이 게 결정된 온도 구배에 열팽창 계수를 각 온도 마다 용하여 변형을 계산하

고 각 온도에 한 Young modulus를 용하여 박막과 모재가 상호간에 미치는 응력을 

계산하 다. 이러한 계산의 결과는 단지 보다 합한 재료를 측하기 해 사용되었다.

나. 박막증착

 박막증착  모든 시험편의 코  면은 표면 거칠기 0.05μm이하로 연마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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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박막 증착은 이온빔 보조 자빔 증착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이 방법은 형상

과는 계없이 작은 량의 SiC 소재로 면  코 이 가능함이 특징인데 본 연구에 사용

한 장치는 SiC 소재를 담은  Crucible 측면에 자총을 치시키고 자 빔을  쏘아 올

리면서 자기장을 가하여 빔이 휘어지게 하여 Crucible내 SiC 표 에 충돌 용융  증발

이 되게 하여 작업 챔버 내 윗부분에 치한 substrate에 도달하여 코 이 되게 하는 것

이다. 이온 총은 두가지 목 으로 사용된다. 첫째 증착  substrate 재료 표면의 이물질

을 제거하기 함이며 둘째는 박막증착과 동시에 코  층에 조사하면 보다 치 한 박막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빔을 발생하기 해 10kW의 력을 용하 으며 육면

체 시편에 해서는 치를 6회 변경시켜 면이 코 되게 하 다. 코 은 일차 코 과 2

차 코 으로 나뉘는데 그 사이에 이온빔 믹싱 공정이 들어간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코

과 이온빔 믹싱이 같은 진공 챔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코 과 이온빔 믹싱을 여러 

번 교 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원리상 보다 완만한 SiC박막/substrate 계면을 생

성하기 함 이다.

다. 이온빔 mixing

 이온빔 믹싱 공정은 계면에서 서로 다른 두 재료의 혼합을 통해 변형 차이를 완화

시키는 공정이다. 이 공정은 일차 으로 얇은 두께의 박막을 증착하고 이온빔으로 충돌하

여 박막이 모재내로 침투해 들어가게 하여 계면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재료간의 성

질차이를 완화한 후 그 에 이차 박막을 증착하여 계면의 합 성을 향상 시켜 박리가 

쉽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 이다.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해서 어떤 이온을 사

용하고, 온도는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충돌 이온 량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이 주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약 80nm 두께의 박막을 증착한 후 질소이온을 에 지 70keV, 

이온 량 1x1017/cm2로 충돌시켰다.  한 보다 큰 에 지의 빔 조사를 해 해외 이온 가

속기 설비(일본 JAEA Takasaki Lab)를 이용하여 150keV의 Ar 이온을 이온 량 

1x10
17
/cm

2
로 충돌 시킨 후 계면 원소 분석을 수행하 다.

라. 박막  계면 특성 분석

 열응력에 의한 박리 시험은 SiC를 SUS 와 Ni-alloy에 증착한 후 900℃이상의 온도

로 가열한 후 박막의 morphology를 비교 찰 하 다. 박막의 특성은 Auger electron 

microscopy로 계면에서의 원소분포를 depth profiling 방법으로 분석하 다.

마. 부식 실험

 해 부식 방법과 황산 용액내의 부식 실험을 통하여 박막증착  이온빔 혼합된 

시편과 박막 증착만 된 시편 사이의 부식특성 차이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해 부식은 

10% oxallic acid를 해액으로 하여 4V  0.4 A의 기를 가하여 약 20분간 에칭 하

고 황산 부식 실험은 98.07% 황산에 침지 하여 320℃에서 1시간 30분간 가열한 후 시험

편간 비교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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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가. 사용 온도 및 소재의 두께에 따른 박막-모재 간 온도 구배

표 10은 후 후보재료의 적합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모재 후보재료로서 SUS304,

SUS316, Alloy690, Alloy800H, Hastelloy X 및 코팅 재료로서 SiC의 여러 가지 온도에서

의 물리적/기계적 성질을 비교한 것이다.

표 10. 여러 가지 후보 금속재료 및 SiC의 온도에 따른 물리적 특성

이중 Hastelloy X의 온도에 따른 특성 변화를 그림 47에 나타내었다. Ni alloy 계열

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탄성계수(Young modulus)만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지만 SiC는 탄

성계수와 마찬가지로 열전도도와 비열도 감소함을 보인다. 상기 후보재료들에 대한 온도

구배의 계산 결과는 그림 48에 나타내었다. 비교적 열전도도가 좋은 SUS 재료가 Ni

alloy 계열보다 온도 구배가 보다 크며 Ni alloy 중에는 Alloy800H 와 Hastelloy X가 온

도구배가 비교적 작아 열팽창에 의한 SiC의 박리 가능성이 비교적 작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그림 49는 그림 48의 온도 구배에 대해 각 온도에서의 열팽창을 고려한

SiC박막과 모재 재료들에 대한 열 변형을 나타낸다. 변형의 차이가 SUS재료의 경우 Ni

alloy 계열 재료에 비해 더 크며 Ni-alloy 재료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그림 48

의 온도 구배 계산 결과 Alloy690이 Alloy800H에 비해 온도구배가 더 컸으나 열 팽창율

을 적용하여 변형을 계산 하였을 때 Alloy 800H가 Alloy690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Hastelloy X와 SiC 간 열변형 차이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0은 소재들의 열팽

창이 모두 탄성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각 온도에 따른 Young's modulus를 적

용하여 열응력을 계산 한 결과이다. 그 이유는 소성변형이 발생하면 더 이상 후보 재료로

고려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응력의 차이만큼 박막과 모재는 서로에게 응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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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되는데 Ni-alloy 계열 소재들과 SiC는 서로에 미치는 응력이 SUS 계열 소재보다는 

월등이 작음을 알게 한다. 

나. SiC 박막 특성 분석: 원소 depth profile

 자빔 증착 방법으로 코  된 SiC의 특성을 Auger electron spectroscopy(AES)로 

depth profile 방법을 용 분석한 결과를 그림 51과 52에 나타내었다. 원소의 비율을 정

량화하면 박막의 극 표면에는 C가 약 50 atomic %, Si이 약 40 atomic %, 산소가 약 10 

atomic %로 구성되어있는데 C의 존재는 매우 일반 인 것으로 표면 오염 때문이다. 그 

다음 약 20nm 두께에 걸쳐 SiO2와 SiC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SiO2가 SiC 보다 형성 

자유에 지가 낮아 증착 후 진공 챔버에서 시편을 방출하기  후에 기 의 O2에 의

해서 산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산화의 존재는 다음 코  시 합을 방해 할 수도 

있으므로 코   믹싱을 교 로 할 경우 같은 진공 챔버 내에서 수행하여 공기에 노출

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시사해 다. 그 다음 SiC 층이 약 40nm 두께에 걸쳐 나타

나고 계면에서는 산화물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속 산화물로 분석 된다. 속 표면에 

산화물 층이 존재하면 박막과의 합성이 좋지 않을 수 있어 표면의 불순물이나 산화물

을 제거하기 해 이온빔으로 사 에 충돌시켜 표면층을 스퍼터링 하 는데도 속 산화

물 층이 나타나는데 코   모재 표면의 스퍼터링 조건을 보다 최 화 시킬 필요가 있

다.   

다. 900°C 이상 온도에서 열응력응력응력응박막의 건 성 실험결과

 SiC 박막을 SUS과 Hastelloy X에 증착 한 후 900℃온도에서 약 1 시간 열을 가한 

후 표면을 비교해 보니 그림 53에 보이는 바와 같이  SUS에 증착한 SiC 박막은 부 박

리가 되어 SUS 표면이 드러나 있었으나 Hastelloy x에 증착한 SiC는 표면의 오염 는 

산화로 색상이 검게 나타나나 그 로 남아 있다.  그림 49과 50에서 나타낸 로 이는 열

팽창에 의한 응력이 SiC를 Ni-alloy에 코  했을 때 가장 게 보인 계산에 의한 측과 

잘 일치 한다. 반면에 SUS에 증착한 SiC는 열팽창 계수가 매우 달라 열응력을 견디지 

못해 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SiC 박막 증착  이온빔 혼합 후의 해 부식 실험결과 

박막 증착  이온빔 믹싱의 원리를 세단계로 나뉘어 설명하면 일차 으로 얇은 박

막(박막의 두께는 이온 주입 깊이 보다 작아야 함)을 코 하고 이온의 종류, 에 지  

이온 량을 정하고 박막 표면에 이온을 충돌시킨 후 그 에 다시 코 하는 공정이다. 계

면의 혼합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지에 따라 이런 공정을 수회 반복 할 수 있는데 반

복 할수록 보다 완만한 계면이 형성 될 수 있어 그 만큼 박리의 가능성은 어든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4는 일차 코 (두께 약 80nm)을 한 후의 시편  코  후 질소 이온을 

에 지 약 70 keV, 이온 량 약 1x10
17
/cm

2
로 충돌시킨 시편과 증착만 한 시편의 해 부

식 실험을 한 결과이다. 이온빔 믹싱을 하지 않은 시편은 코  되지 않은 모재로부터 부



- 104 -

식이 시작되어 코  층의 을 고들어 박막의 가장자리부터 벗겨지고 있다. 부식의 형

태는 Crevice corrosion형태 이다. 해 부식에 의한 errosion 깊이는 모재 표면에 결정 

입계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짐작 할 수 있지만 미경의  조  기능을 이용하여 측

정 한 결과 약 35nm 이다. 박막의 두께가 약 80nm인 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인지 비교 

가능하다. 이온빔 믹싱을 한 박막은 이러한 crevice corrosion의 흔 이 찰되지 않는다. 

이에 한 기구로는 두 가지가 고려된다. 첫째,  이온빔 출동에 의해 부식 항성이 매우 

큰 SiC가 모재표면을 고들어 Crevice corrosion에 해 항 하 다. 둘째, 질소 이온 

주입 자체로 인해 모재의 부식 항성이 증 하 다. 이는 원리 상 질소 이온을 주입에 

의해 믹싱과 질소이온의 주입 두 가지가 발생하는 데 근거 한다. 

그림 55는 900℃에서 약 1 시간 열처리를 한 후 해부식을 한 후 모재와 박막의 

표면변화를 찰한 것이다. 이온빔 충돌을 하지 않은 박막은 박막의 유실이 상 으로 

많으며 이의 차이는 부식 실험 후에 더 두드러진다 (그림 56). 이온빔 충돌을 한 박막의 

경우는 가장자리에 박막이 퍼져 있으며, 박막의 유실이 상 으로 매우 작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57). 그리고 부식 후에도 박막 내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다.  

마.  SiC 박막 증착  이온빔 혼합 후의 황산 부식 실험결과 

 해 부식은 짧은 시간에 부식성을 단하기 한 방법이나 실사용 환경과 보다 가

까운 조건은 황산분 기 부식 실험이다. 그림 58에서 보듯이 코 만 한 시편과 코  후 

이온빔 조사까지 한 시험편의 부식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는 해 부식의 경우와 

유사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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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Hastelloy-X의 온도에 따른 물리 /기계  성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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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SiC 박막의 두께를 1 μm 모재의 두께를 약 5mm로 추정하고 여러 가지 후

보제료들의 계면에서의 온도 구배를 1 차원  열 확산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열

도도가 비교  작은 Ni alloy 계열의 재료가 온도 구배가 더 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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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각 재료들의 열팽창 계수를 고려하여 온도구배에 따른 변형 율 

 

그림 50. 변형이 탄성범  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변형에 따른 응력을 나타냄. 

박막과 모재는 서로에 해 응력을 미치는데 이온빔 믹싱은 이러한 응력을 완화시키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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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Auger depth profile of SiC film on Alloy 690: 표면에서부터 두꺼운 SiO2층

이 형성되어 있으며 계면에도 속 산화물이 존재한다.

    

     

그림 52. Auger depth profile of SiC film on Alloy 690: Auger peak position의 차이

에 의해 알 수 있듯 속 산화물내의 산소와 SiO2내의 산소의 화학상태가 다

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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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SiC 박막을 SUS과 Hastelloy X에 증착 한 후 900℃온도에서 약 1 시간 열을 

가한 후 표면을 비교하니  SUS에 증착한 SiC 박막은 박리가 되어 SUS 표면

이 드러나 있으나, Hastelloy x에 증착한 SiC는 표면의 오염 는 산화로 색

상이 검게 나타나나 그 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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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1 차 코 (두께 약 80nm)을 한 후 질소 이온을 에 지 약 70 keV, 이온 량 

약 1x1017/cm2로 충돌시킨 후 해 부식 실험을 한 결과. 이온빔 믹싱을 하지 

않은 시편은 코  층의 가장자리부터 벗겨져있으나 이온빔 믹싱을 한 시편은 

부식에 의한 박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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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이온빔 믹싱  후의 시편을 900℃로 가열한 후 해부식 실험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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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optical microscopy로 찰한 이온빔 믹싱을 하지 않은 코  시편의 해부식 

실험 후의 표면. 박막의 유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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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이온빔 믹싱을 한 SiC 코  시편의 Optical microscopy 찰: 박막의 유실이 

으며 해부식 후 표면 변화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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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황산 용액 내에서의 부식 실험 결과: 320℃에서 1시간 30분가량 가열하여 실

험 하 는데 코 만 한 시편은 해부식 실험과 마찬가지로 코  층이 거의 

벗겨져 있으나, 코  후 이온빔 조사를 한 시험편은 코  층이 거의 부분 남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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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기업화 추진방안 

1. 보석발색

가. 블랙다이아몬드 생산

보석의 경우 보석의 종류에 따라 이온의 종류에 따라 공정조건이 다르므로 

업체에서 장치를 비하여 기술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사 연구가 완료된 

블랙다이아몬드 양산을 한 기존 에 지 가속장치를 개량하여 수직 빔 조사 장치를 

개발하여 업체의 수요를 지원하게 되었다. 단 , 연구원의 제도상 상업생산을 직  할 

수가 없어 단기 수탁과제로 실시하 다. 이 방식은 연구원이 업체의 의뢰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 가를 받는 방식이다. 아래는 블랙다이아몬드 생산 계약 조건이다.

□ 계약자

  1) 기업체명 : (주) 아자젬스

  2) 표 : 안주형

  3) 주소 : 서울 종로구 익동 23번지 보석 백화  6층

  4) 연락처 

- 화 : 02-743-6896

- 홈페이지 : www.azagems.com

□ 계약내용

제1조(계약 상기술)

   - 블랙 다이아몬드 생산을 한 이온빔 조사  열처리 기술

제2조(블랙다이아몬드 생산 조건)

   1항) 본 서비스의 범 는 계약자(아자젬스)가 제공한 다이아몬드를 흑색으로 발

색 변화시키는 일련의 공정이다.

   2항) 1)항의 블랙 다이아몬드 발색공정은 이온주입  진공  열처리 로 구성되

며 상세 공정 조건은 계약자와 본 사업단간의 합의에 의한다.

   3항) 1)항의 계약자가 제공한 다이아몬드란 투명하거나 유색인 모든 것을 포함한

다.

   4항)   계약자가 면 조사 는 일부분 조사 등 빔 조사 조건과 열처리 조건을 

특별히 요구할 때는 사업단의 검토를 통해 상호 합의하에 수행한다.

제3조(서비스 가 조건)

   1항 서비스 가 기

  ① 블랙 다이아몬드 생산은 이온빔 조사장치를 이용하며, 1 batch당으로 빔 이용

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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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사된 다이아몬드는 열처리로에서 열처리하며, 1 batch당으로 이용료를 부과

한다.

  ③ 다이아몬드 크기  량(carat) 기 으로 기술료를 부과한다.

   2항 생산 가 산정

  - 블랙다이아몬드 생산 가 산정은 1)항의 생산 가기 의 ①, ②, ③을 합한 액

으로 한다.

  - 생산 가는 기 시장개척을 고려하여 산정된 단가로 추후 매 추이를 지켜본 

후 조정할 수 있다.

                                                       (단  : 원)

   

다이아몬드 크기

블랙 다이아몬드 생산 단가

비고
① 이온빔 조사비용

(1 batch기 )

② 열처리 비용

(1 batch기 )

③ 기술료

(1 carat 기 )

1.2mm 이하 211,000 50,000 1,500/carat

1.2 - 1.45mm 211,000 50,000 1,500/carat

1.45mm 이상 211,000 50,000 1,500/carat

제7조(생산 수임  결손 처리 조건)

 1항) 블랙다이아몬드 생산을 해 의뢰하는 다이아몬드 개수가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경우는 량(단 : gram)을 기 으로 수임 하  며 그 표시는 소수  2자리

까지로 하며, 상호 입회하에 확인/서명  한 후 생산을 착수  한다.

 2항) 처리 과정 에서 손실되는 다이아몬드에 해서는 원석에 해당  되는 액을 

생산 가에서 제외한다.

 3항) 계약자에게 생산된 블랙다이아몬드를 납품할 때에도 1)항의 조건   과 동일하

게 상호 입회하에 그 개수  량을 확인한 후 납품한   다. 량의 경우는 열

처리 과정  로내 잔류 가스의 종류  량  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50carat를 기 으로 소수  둘  째 자리 이하의 오차는 무시 한다.

나. 녹/황 색 다이아몬드 생산 기술

양성자 빔을 조사 조건을 잘 조 하면 청색, 녹색, 황색 발색 다이아몬드 생산이 

가능하다. 향 후 양성자 사업단에서 개발 인 탄뎀 가속기를 이용하여 업체의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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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사업단이 생산하는 조건으로 상업화를 추진 할 정이다.

다. 발색 사 이어 생산 기술

발색 사 이어의 경우 참여업체가 둘이라 (주)엑셀 코리아  (주)아자젬스에 공동

으로 기술을 이 하여 (주)엑셀 코리아에서 속이온주입기를 만들어 생산하고 (주)아자

젬스가 원석  조달  매를 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요구에 의한 기술이 을 비 이

다.

2. 속/고분자 소재의 표면개질

가. 녹즙기 기어/시계 외장 부품 표면처리

녹즙기 기어 표면개질 기술의 경우 (주)그린 워 포에 기술을 이  하 다. 기술

실시 조건은 최소한 정부 출연 액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 부터 8년간에 걸쳐 징수를 

하고 매출액의 2%가 최소 액보다 많을 경우 매출액의 2%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술

실시는 (주)그린 워 포가 당분간 사업단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다가 이온주입장치를 

마련하여 양산화 할 정이다.

나. 휴 폰 부품 채색 코

다양한 색상 코  기술은 확보 되었으며,  3 단계 1차 연도 연구개발을 통해 염소 

분무 실험 통과 공정 개발 후 업체에 기술이  하여 기업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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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본 원자력기구 다카사키 연구소 

(JAEA Takasaki Lab)

 시설 이용 연구 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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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A Takasaki Lab 가속기이용 실험
출장 보고

출장기간: 2006.1.22 –1.25

2006.3.2
박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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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A Takasaki Advanced Radiation Research Institute

•Qu an tum Be am S cienc e Directorate
•Rese arch Co-ordina tion a nd Promotion O ffice  
•Radiat ion-Applied Bio logy Division 

•G ene Resourc e Group 
•Microbeam Radiat ion Biology Group 
•P lant Positron Imaging G roup 

•Environment and Industr ial Mate ria ls R esearch Di vision 
•Conduc ting Polymer Mat erials Group 
•A dva nced Ceramics Group 
•Ra diation Effec t Group 
•Environme nt al Polymer G roup 
•O rganic P ollutant  Re moval Tec hnology Group 

•Advanced  Scien ce R esearch C enter (Takasaki)
•Re search Group for  A tomic -sc ale Control for  Novel Ma terials under  Extreme Condit ions 
•Re search Group for  D yna mics o f Topmost Surfac es by Adva nce d P ositron Be am Tec hniques 

•In dustr ial C ollabor ation Pr om otion Dep ar tme nt
•Departmen t of Personne l Affairs

•Dept. of Adm inistrative Ser vi ces
•Ge ne ra l Affairs Sect ion 
•Ac counts Se ction 
•Ut ilit ies & Ma int enance S ect ion 
•Sa fet y Sec tion 

•Departmen t of A dvanc ed R adi ation Te chnology
•Administra tion Se ction 
•Ut ilizat ion and Coordina tion Se ction 
•Ion Ac celerat or Operation Sect ion 
•Irradiation Servic e Sec tion 
•Bea m Engine ering Sec tion

Organization (Takasaki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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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ARA Facility

3-MV

400 keV
3-M V

A VF

Note: 
-모든 실험은 Control Room에서

진행
- 시편로딩 후 각 조사실은 격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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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Procedure of TIARA Facility

공동이용(Public 
u tilization)제도

특허 및 논문의 공유

실험여비의 지급

빔 타임 할당결정

실험계획서 할부

연구계약체결

실험과제 채부 결정

실험과제의 심사

이용신청

절차

연구계약에 의한 시설이용 결과 물 원칙적으로 공유, T IARA 연구발표회

및 시설연보에 게재의무

8

채택된 실험과제에 대해 협력연구계약 채결4

연구소장 및 TARA 전문부회 심사결과 후 채부결정, 결과통지, 및 채택

된 실험이 당해 연도에 가능한지 여부 결정

3

소내외 산학연 경험자로 심사위원회구성 후 심사2

- 시설 및 운전 계획 및 이용조건 소내외 주지, 차 연도 과제응모 등

-연구책임자 등록 및 ID 발행

- 신청자격: 협력연구, 공동연구, TIARA 연휴연구, 민간일반, 및 원연직

원 등으로 분류 신청

1

방사선 고도이용부서장 및 빔타임 검토 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빔 타임
할당 결정

6

각 가속기에 대한 실험 계획서 제출, 소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빔 타임 검토 회의를 하여 내용, 안정성, 및 시설제공가능 등의 검토

5

협력연구, 공동연구 계약에 의한 소외 연구자 (대학, 국 공립 연구기관에

서 연구계약시 연구계획서상의 과제책임자 급 및 실험담당자로 기재된

자) 에 대해 실험 여비 지급

7

유료인 반면 과제심사, 성과발표의 의무, 특허 공유 등의 면제

관련 업무

9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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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at Takasaki Lab (Director: Yoshihiro OHARA)

The major role:
to operate safely and stably to carry out radiation application researches using

- Ion-irradiation research facilities of TIARA (Takasaki Ion Accelerators for     
Advanced Radiation Application) 

- An electron beam irradiation facility, and 
- A cobalt 60 gamma-ray irradiation facility

TIARA
Operates  four accelerators, 
(1)an K-110 AVF cyclotron, (2)a 3-MV tandem accelerator, 
(3) a 3-MV single-ended accelerator, and (4) a 400 keV ion implanter
in order to advance ion beam irradiation applications in the fields of 
materials science and biotechnology.

Organization
•Administration Section (업무과)
•Utilization and Coordination Section (이용계획과: 시설관리 및 운영)
•Ion Accelerator Operation Section (이온 가속기 관리과: cyclotron 및 정전가속기 운전 및 관리)
•Irradiation Service Section (조사 시설 관리과)
•Beam Engineering Section (빔 기술 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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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Utilization(공동이용) 신청절차

빔 사용 가능성 및 일정 문의

시편요구사항,가능 이온 , 빔 타임
및 사용료 등 협의

이용신청서 작성 및 송부

실험

사용료 청구서 접수 및 처리

이용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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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Accelerators at TIARA

? Micro 빔

?타 이온가속기와 복합이용

• RF (음이온) 

• Ce Sputter (음

이온)

3-MV Tandem
(제작: NEC사)

? Duty factor: 약 3%

? 대면적 균일 조사

? 펄스조사

? 수직 빔 조사

? 2차 중성자 이용

ECR (중이온: C 

이상)

Mu lt i-cusp 

(경이온, H, 

D ,He)

AVF (Azimuthally 
Varying Field) 
Cyclotron
(제작: Summitomo 

사)

? Micro 빔

?타 이온가속기와 복합이용

• Freeman형 PIG

• ECR

(양이온)

400 keV Ion 
Implanter
(제작: Nissin 사)

?타 이온가속기와 복합이용• RF

(음이온/양이온)

3-MV Single 
ended Accelerator
(제작: Nissin사)

특징Ion SourceAccel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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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Procedure of TIARA Facility

지정해제등록

의뢰서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은 별도의 수속이 필요

* 생성 방사화 RI  허용량의 1/10  -이상 (1종 방사선관리 절차), -이하 (2종 방사선관리 절차)

실험종료보고서

실험 연락표

방사선 작업계 또는

방사선 작업 연락표

-지정등록의뢰서

-시설이용안전 강습신청

시설이용자 수입

연락표

실험계획서

실험과제

관련업무

안전관리과

이용계획과

구역방사선관리

이용계획과

안전관리과

이용계획과(숙박
예약등)

빔빔 타임타임 검토회검토회

이온가속기 관리과

과제심사과제심사

이온가속기 관리과

관련 부서

조사시료의 취

급

8

-10일전

-ID발행

수입담당과시설이용자격4

10일전수입담당과시설이용3

상담이용계획과

수입담당과

빔 타임 할당2

상담이용계획과

수입담당과

과제신청1

이온가속기관리과조사실험6

수입담당과

수입담당과

방사선작업5

이온가속기관리과실험종료7

퇴 소

시설이용절차

이용계획과

주관 부서

9

비고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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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RA 연구개발 현황(I)

Materials science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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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일정 및 내용

Third irradiat ion, 100keV, Cr+ 이온 ,  1.6 x 1017/cm2 조사 (TiO2 film/sapphir e))17:20-18:50

First irradiat ion f inish: 100keV , Cr+ 이온 ,  1.7 x 1017/cm2 조사 (Sapphir e)13:45-15:35
Second irradia tion, 100keV , Cr+ 이온,  1.8 x 1017/c m2 조사 (Di amond )15:45-17:15

-Evacua tion,  빔 조사 면적 결정, 11:00-13:30

- Control 
room 이동

- 다른 가속
기 시설 견
학

Sample loa ding
- 회전 가능한 육각 기둥의 1면은 형광판으로

빔 조사 면적 결정에 사용

- 다른 5면에 시편부착

10:00-11:00

2006.1.23. 관련 인사면담, 실험 절차 협의, 시편준비9:30-10:00

비고내용시간

Second irradia tion, 100keV , Fe+ 이온,  0.8 x 1017/c m2 조사 (TiO2 film/ sapph ire)14:40-18:45

Third irradiat ion, 100keV, Fe + 이온 ,  0.8 x 1017/cm2 조사 (SiC/A lloy 690)18:46-20:50

First irradiat ion, 100keV , Fe + 이온 ,  1.0x 1017/cm2 조사 (Sapphire , Diamond)13:00-14:40

2006.1.24.Sample loa ding &  Evacua tion10:00-12:30

Second irradia tion, 150keV , Ar+  이온 ,  1.0x 1017/cm2 조사 (SiC/Haste lloy X)10:56-11:50

2006.1.25
(마지막 날 )

First irradiat ion, 150keV , A r+ 이온,  1.0x 1017/cm2 조사 (SiC /alloy 680H)09:4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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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RA 보유 가속기 Layout

실험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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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다이아몬드: 조사직후는 모두 블랙으로 나타남, 단 큐빅(ZrO2)의 경우 색상 변화가 없음
조사시편의 열처리 실험 중

사파이어: 조사직후는 모두 블랙으로 나타남.  
열처리 후 N의 경우 grey, Cr: 연 노랑색, Fe: 짙은 노랑색

TiO2 /sapphire 및 SiC/Ni-alloy : 특성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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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RA 연구개발 현황(I)

Materials science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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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RA 연구개발 현황(II): muta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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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RA 연구개발 현황(III): Memb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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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RA 연구개발 현황(IV): 광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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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RA 연구개발 현황(V): Radiation effects

Semiconductor device 
in space -> 상업성의 문제, 최근엔
Si 대신 SiC으로 교체 가능성 연구

Materials for fission reactor

Triple beam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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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빔및 감사선 이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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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917/2007  

    제목 / 부제 

 저에너지 가속장치 기술의 산업적 응용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박재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연 구 자 및 부 서 명 김형진, 김준연, 이재상, 여순목, 이지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08

 페 이 지 140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계약  번호 B-1-7

 초록 (15-20줄내외)

본 과제에서 양성자 가속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의 기 장치 기술인 입사기 

장치   에 지 양성자 빔 (3 MeV 이하)을 응용하여 산업  응용 연구를 수

행하 다. 산업  응용분야는 무수히 많을 수 있으나 보석 발색  속/고분자소

재의 표면개질에 해 연구하 다. 보석발색연구의 경우 양성자 조사에 의한 녹

색  황색 다이아몬드 발색  Co 이온 주입에 의한 청색 사 이어 등은 상업

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탁과제로 수행한 도 범함수이론을 이용한 

계산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여 여러 가지 보석에 해 다른 발색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청색사 이어 제조기술은 참여 업체로 기술이  추진 이

며 녹즙기 기어의 경우 특허가 등록이 되었으며 업체로 기술이  완료하 으며, 

녹즙기 기어의 착즙과정  속원소의 탈락 율을 인 연구결과는 다른 산업  

부품에 해서도 폭 넓은 용이 가능함을 보 다. 속 소재에 세라믹 코  층

의 합성 향상을 해 이온빔 믹싱 기술을 용하는 것은 범 한 용분야를 

가진 새로운 기술 분야를 열어 효과가 기 된다. 황색/청색 사 이어 발색 기

술은 당장에 상업화 가능한 아이템이며, proton 주입에 의한 다이아몬드 발색도 

상업성이 확인되며, 특히 보석의 경우는 공정 단가가 낮아, 상업화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템  하나임을 확인하 다. 녹즙기기어는 쇳가루 동이라는 부정 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연구 아이템이 업체가 만

족하여 기술이 을 요청할 정도로 제때에 좋은 결과를 내었다. 2단계 연구 수행 

 SCI논문이 6편 게재되었고 1 편은 게재 정. 특허는 9건 출원  3건이 등록

되었고, 기술이 은 1건 완료, 1건 비 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양성자/이온 빔, 이온주입 장치 응용, 녹즙기기어 표면처리, 채색

코팅, 이온빔 믹싱, 보석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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