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search Paper]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Korean J. Met. Mater.), Vol. 58, No. 3 (2020) pp.175-181

DOI: 10.3365/KJMM.2020.58.3.175

박막 잔류응력 및 제조공정에 따른 금속박막층 미세크랙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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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automobile trends, the functions of opening and closing the vehicle door are accomplished

by touch sensor and smart-phone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systems. These convenience features are

incorporated into the outdoor handle. However, this function can’t be used when chrome plating is applied

to this part for design purposes. To solve the problem of chrome plating, we studied a metal sputtering

deposition process technology, which can preserve the metal feeling without interfering with NFC and touch

sensor operation. To achieve this interface communication and sensing performance, we developed a surface

treatment that can generate micro-cracks in the thin film layer. We also investigated how the door handle

manufacturing process affected the shape of the micro-cracks in the thin film. Results showed that the

thickness of the thin film and the target power played a crucial role in controlling the residual tensile stress

in the thin film, which was one of major factors responsible for generating micro-cracks in the thin film layer.

The shape of the micro-cracks in the thin film was affected by the adjacent layers of the thin film, the primer

paint and UV top coat. The surface energy of the primer paint and the shear stress produced by the hardening

of the UV top coat were found to affect the shape of the micro-cracks.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re was

no change in the shape of the micro-cracks with additional heat treatment, if the residual tensile stress was

sufficiently relieved by the micro-cracks formed in the thin film. The slits between the micro-cracks in the

outdoor handle cover allowed the Capacitance Sensor and NFC to p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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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및 편의기능의 적용이 증가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센서, 카메라, 레이더 등 감지 및 인

식에 관련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 중 차량 개폐

를 담당하는 자동차 키(Key)는 고전적인 기계식 방식에서

스마트 키를 거쳐 미래에는 스마트폰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미래의 차량개폐 기술은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방식이며, NFC 안테나가 내장된 차량 아웃도어핸들에 운

전자의 스마트폰을 접근 시, 서로 간의 NFC통신을 통해

차량 개폐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누구나 별도의 키를 보

유하고 있지 않아도 보안 승인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쉽게

차량 제어가 가능하며, 카쉐어링 서비스 확대에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웃도어핸들 NFC 안테나와 함께

정전용량센서를 동시에 탑재하여, 자동차 키를 소유한 운

전자의 손이 도어에 접근 시, 자동으로 차량개폐를 가능케

하는 기능도 개발 중이다. NFC 및 정전용량센서 안테나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웃도어핸들 커버는 주로 플라

스틱 복합재에 Cr도금을 활용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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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r도금층은 NFC 전파 (13.56 MHz)나 정전용량센

서의 전기장을 흡수 또는 반사하여 운전자의 스마트폰과

차량 간의 통신을 방해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파가 간섭되지 않는 영역에만 Cr도금을 적용하는 디자인

을 채택하거나, Cr과 같은 금속 성분을 삭제한 도장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아웃도어 핸들

의 디자인 제약이 생기고, 별물 사출 및 조립에 의한 제조

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Cr 도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증착 공정을 통해 전파 통

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금속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고찰하였다. 증착 박막은 성장 방법에 따라 고유의

잔류응력을 지니게 된다. 박막 내 잔류 인장응력이 지니게

되면 미세한 크랙이 형성되게 되며, 잔류 압축응력을 지니

게 되면 힐록(hillock)이라는 미세한 돌출부 혹은 박막이

쭈글쭈글해지는 주름이 발생하게 된다 [1,2]. 이로 인해 일

반적으로 공정변수 조절을 통한 잔류응력을 최소화하는 공

정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역으로 이용해

박막의 공정변수 조절을 통해 잔류 인장응력을 증가시켜,

박막의 미세 크랙을 인위적으로 생성시키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이를 위해 증착공정 변수와 박막 내 잔류응력 간

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아웃도어핸들 제조 공

정 중 증착막과 인접한 프라이머 및 UV하드코팅 층과 미

세 크랙과의 연관성도 추가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박막 잔류응력 검증을 위한 샘플 제작 

박막 잔류응력 평가를 위한 모재는 2인치 지름을 가진

실리콘 기판을 선택하였다. 실리콘 기판은 두께 편차가 매

우 적고, 표면 조도가 좋아서 실리콘 기판 제조 편차에 따

른 박막 응력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정

확한 잔류응력 측정이 가능하다. 증착 재료의 종류는 금속

질감 구현을 위해 Cr 및 Al 소재를 사용하였고 Cr 단일

증착과 Cr + Al 적층 증착 2종으로 샘플을 제작하였다.

Cr증착은 금속질감을 구현하기 위해 활용되고, Al증착은

Cr증착 위에 형성시켜 Cr의 낮은 휘도를 높게 만들어 주

는 역할을 한다. 증착 방식은 스퍼터링 공법을 사용하였고,

공정에 따른 잔류응력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타겟 파워,

Ar 가스 주입량, 증착 두께별 샘플을 제작하였다. Al 증착

의 경우, 증착 공정은 일정하게 유지 (파워밀도 8.1 w/cm3,

공정압 3 × 10-3 torr, 증착 두께 15 nm)한 채 Cr 증착 두

께별 샘플 위에 적용하여 응력 추이를 확인하였다. 

2.2 잔류 응력 평가 

잔류응력은 Thin Film Sress Analyzer (FSM 500TC)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원에 평가

의뢰하였다. 증착 적용한 실리콘 기판에 레이저를 입사시

켜 반사된 레이저 신호의 거리 편차를 활용하여 실리콘 기

판의 곡률을 측정 후 잔류응력을 도출해내었으며, 실리콘

기판의 곡률과 증착막의 잔류응력 값을 나타내는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σ: stress, Es: Substrate

Young’s modulus, hs: Substrate thickness, hf: Deposition

thichness, Vs: Poisson’s ratio, R: Radius of curvature).

이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증착막 적용

후 실리콘 기판이 많이 휘면 R(곡률 반지름)이 작아지고

이는 증착막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

리콘 기판이 적게 휘면 R이 크고 즉, 스트레스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제조공정 별 아웃도어핸들 제작 및 제품 분석

잔류응력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잔류 인장응력을 극대화

한 증착공정 조건을 통해 증착층 미세 크랙을 형성한 아웃

도어핸들 실 부품을 제작하였다. 아웃도어핸들 표면처리의

공정 순서는 플라스틱 모재 → 하도 프라이머 도장 → 진

공 증착 → UV 경화용 클리어 하드코팅 순으로 진행된다.

하도 프라이머는 사출물의 매끄럽지 않은 조도를 레벨링

해주는 효과를 내며, 모재와 금속박막의 부착력을 높여주

는 역할을 한다. 또한 UV경화용 클리어 하드코팅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박막을 보호해주는 역할로써 적용된다. 이렇

게 아웃도어핸들 제조 공정 별 샘플을 제작하였고, 제조

공정 별 증착막에 형성된 크랙 상태를 광학현미경 통해 분

석하였다.

2.4 송수신 감지성능 평가

아웃도어핸들 감지성능 평가 전, 시편 단위로 성능평가

로 검증하였다. 평가는 규격화된 감지봉으로 정확한 위치

에 근접할 수 있는 자동화 지그를 자체 제작하여 평가 진

행하였다. 시편 하단에 정전용량센서를 장착하고 전기장을

형성시켜, 접근하는 감지봉이 어느 정도의 감지 거리를 확

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시편평가 진행 이후, NFC

및 정전용량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단품 평가 진행

하였으며, 자동차 실 사용조건 고려하여 스키장갑, 빗물 등

이 접촉 시에도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였다.

σ
Es hs

2

×

6hf 1 Vs–(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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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증착 공정 변수별 박막의 잔류응력 영향성 분석

그림 1은 Cr 스퍼터링 증착 공정 변수별 제작된 금속박

막의 잔류응력 평가 결과이다. 그림 1(a)과 같이 증착 공

정 중 Cr타겟 파워 변수에 따른 잔류응력을 측정하기 위

해 증착 두께 및 Ar 가스 주입량을 동일하게 고정한 채

타겟 파워 별 샘플을 제작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

과, 인가전력이 증가할수록 잔류 인장응력이 점점 증가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가전력이 커질수록 Ar 가스

가 Cr타겟에 부딪히는 힘이 세지고, 이로 인해 운동에너지

가 큰 Cr 입자들에 의해 기판에 nucleation seed로 작용

하는 개수가 많아진다. 이러한 많은 개수의 seed가 성장함

에 따라 서로 간 상호작용이 많아져 응력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반면 그림 1(b)와 같이 증착 챔버 내 Ar

가스 주입량에 따른 박막의 잔류응력을 확인해 본 결과,

Cr 박막 잔류응력은 Ar 가스 주입량과 큰 영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c)에는 증착 두께에 따른 Cr 박막의 잔류응력 추

이 변화를 나타내었다. 타겟 파워 28 KW, Ar 240 sccm

로 고정한 채, Cr 증착 두께별로 샘플의 잔류응력을 측정

한 결과, 두께가 증가할수록 잔류 인장응력이 급격히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박막의 잔류응력은 증착

두께와 상관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증

착 박막의 성장단계로 고찰해 볼 수 있는데, 박막의 성장

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박막의 핵

(nuclei) 생성단계로 증착막과 기판 간 표면 장력에 의해

압축응력을 형성하게 된다 [5,6]. 그 이후 2단계로 핵과 핵

이 결합하면서 결정립을 형성하게 되고, 질량을 가지는 결

정립 간의 인력이 작용하여 전체 박막은 잔류 인장응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인력에 의해 기판이 안쪽으로 휘게

되고, 기판의 복원력에 의해 박막은 잔류 인장응력이 발생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7,8]. 마지막 3단계로 이러한

결정립이 증가하면서 결정립 간의 척력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반대되는 복원력으로 증착막은 압축응력을 가지게 된

다. 제작된 샘플은 2단계에서 3단계 박막 성장단계로 진행

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9,10]. 그림 2은 타겟 파

워 28 KW, Ar 240 sccm로 고정한 채, Cr 박막 두께별

로 XRD (OL103)를 이용하여 결정립 크기를 측정한 결과

값이다. XRD평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하였다.

그림 2(a)와 같이 증착 두께가 증가할수록 XRD 패턴의

반치폭이 점점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작된 증착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그림 2(b)와 같이 결정립 크기가 커

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그림2(c)와 같이 잔류

인장응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결정립이 증가

할수록 서로 결합하고 그에 따라 단위 부피 당 결정립계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결정립 간의 상호작용

이 감소하면서 잔류 인장응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11-13].

Cr+Al 박막의 경우, Cr박막 위로 Al이 적층되는 구조이

다. Al 층을 적용하는 이유는 Cr 대비 휘도 개선이 가능

하여 금속 질감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Al의 증착 조

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Cr 증착 두께를 변수로 사용하였

다. 제작된 Cr + Al 박막에 대한 잔류 인장응력 측정결과,

Cr 박막 대비, Cr + Al 박막이 더 낮은 잔류 인장응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이는 높은 잔류 인

장응력을 가지고 있는Cr증착막이 낮은 잔류 인장응력을 가

진 Al증착막과 결합하여 전체 증착막의 응력이 해소된 것

Fig. 1. (a) Deposition layer’s residual tensile stress at different Cr Target Power (Deposition thickness 100 nm, Ar gas 240 sccm) (b)
Deposition layer’s residual tensile stress at different Ar gas (t: Deposition Thickness) (c) Deposition layer’s residual tensile stress at different
deposition thickness (Target Power 28 KW, Ar gas 240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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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3.2 도어핸들 제조공정별 크랙 영향성 분석

증착 공정변수에 따른 금속박막의 잔류 인장응력의 영향

성을 앞서 고찰하였다. 잔류 인장응력은 박막 내 미세크랙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추가로 아웃도어핸들 제조공정에

따른 박막 내 미세크랙 형상 영향성도 확인해 보았다. 도

어핸들 공정은 플라스틱 모재위에 프라이머 도장, 금속 스

퍼터링 증착, UV 하드코팅 순으로 진행된다. 제조 공정별

박막의 미세크랙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증하기 위한 샘플의

증착 공정조건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그림4

와 같이 프라이머 도장의 종류에 따라 박막 내 미세 크랙

형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박막 크랙

형상과 프라이머 도장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프라이머층의 표면에너지를 확인하기 위한 접촉각 평가를

진행하였다. 스포이트를 통해 물을 떨어뜨려 프라이머 표

면에 형성되는 물방울과 도장 표면 간 각도를 측정하여,

수분 접촉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프라이머 도장 종류에

따라 수분 접촉각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림 5). 수분 접촉각이 작은 프라이머일수록 박막 내 크랙

이 잘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찰해보

면 프라이머층에 접하는 수분 접촉각이 작을수록, 표면에

너지가 높고 이러한 높은 표면에너지를 가진 프라이머 층

Fig. 2. (a) Grain size measurement from XRD method (b) Deposition layer’s grain size at deposition thickness (c) Deposition layer’s
residual tensile stress at different deposition thickness

Fig. 3. Residual tensile stress at different deposition thickness
(Target Power 28 KW, Ar gas 240 sccm)

Fig. 4. The change of crack shape as a function of primer pai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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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된 나노 단위의 Cr입자는 이탈하지 않고 표면에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표면

에너지에 의해 증착 핵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성장한 박막 결정립 개수가 많아지면서 결정립계 간 상호

작용으로 의해 높은 인장 잔류응력과 그로 인한 많은 크랙

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반면에 수분 접촉각이

높은 프라이머 층은 낮은 표면에너지로 인해 타겟으로부터

날아오는 Cr 입자들의 운동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

판에 안착하지 않고,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 즉, 충분한 에

너지를 가진 Cr 입자만 기판 위에 핵으로 작용할 수 있

고, 이에 따라 표면에너지가 높은 프라이머 대비, 상대적

으로 작은 결정립 개수로 인해 박막의 잔류 인장응력이 크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4-18].

다음으로는 금속 박막에 형성된 크랙이 열처리로 형태가

변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열처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크랙

이 형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이러한

현상은 플라스틱 모재에 증착막이 형성되었을 때, 크랙이

발생되면서 박막 내 잔류하던 인장응력이 완전히 해소되었

기 때문에 열처리에 의한 크랙 형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19].

아웃도어핸들 마지막 공정인 UV 하드코팅에 의해 증착

층 크랙이 변화하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UV하드코

팅 도포 이후 미세크랙이 더 활성화되고, 크랙 폭도 커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이는 UV 하드코팅 경화

과정에서 수축, 팽창에 의한 금속박막과 UV 하드코팅 간

계면에서 전단응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힘으로 크랙이 추가

생성 및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20]. 

3.3 감지성능과 미세크랙의 상관성 검증

아웃도어핸들의 실 부품 감지성능 평가하기 전, 시편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평가는 규격화된 감지봉으로 정

확한 위치에 근접할 수 있는 자동화 지그를 제작하고, 샘

플 하단부에 정전용량센서를 장착하여, 발생하는 전기장의

감지 성능과 오감지 측정에 대해 평가 진행하였다. 전기장

영역 이외에 감지봉을 접촉 시켰을 시, 센서가 인지하게

되면 오감지가 발생하였다 판단한다. 평가 결과, 현재 사용

되는 크롬도금 적용 시편은 감지 거리가 0 mm이고, 오감

지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크랙이 형성된 증착을 적용한 샘

플의 경우, 증착을 적용하지 않은 부품과 비슷한 정도의

Fig. 5. Water contact angle as a function of primer paint type

Fig. 6. Crack shape at different thermal treatment

Fig. 7. The change of Crack shape after UV hard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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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증착 크랙의 slit을

통해 전기장 투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감지

평가에도 문제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이 현상은

박막 내 금속의 자유전자 이동이 미세크랙에 의해서 차단

되어 통전이 발생하지 않고, 그로 인해 전기장이 확대되지

않아 오감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

반적인 크롬도금의 경우, 전도성에 의해 전기장이 확대되

어 원하지 않는 영역도 인지하게 되는 오감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실제 아웃도어핸들 부품의 감지성능 평가를 진

행하였다. NFC Card를 활용하여 NFC 주파수 영역대의

감지거리를 측정하였고, 정전용량센서 안테나의 전기장 신

호 변화 여부를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NFC 감지거리는 여러 번 시행 결과, 기준거리

30 mm 이상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정전용량센서도 사람의

손이 근처에 접근 시, 전기장 레벨이 변하는 정상 수준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 사용조건에 맞게 스키 장갑을 끼

고 평가하고, 기후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도어핸들에 소금

물, 물 분사 후 손 접근 시에도 감지되는지 확인해 본 결

과, 모든 조건에서 성능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

러 가지 테스트 샘플 중 정전용량센서의 성능을 불만족한

샘플도 존재함에 따라 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광

학현미경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파 투과할 수 있는

미세크랙 틈이 많을수록 전파 감지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파 감지성능 규제를 위해 크랙형상

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증착막에 형성되

는 크랙은 불규칙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어 크랙과 크랙 간

거리를 정량화 시키기에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SO 643국제표준을 참고하여, 150 × 150 µm 단위면적 내

여러 개의 선과 접촉하는 교차점 개수로 규제치를 선정하

였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선과 접촉하는 크랙을 규정함

으로써, 불규칙한 크랙형상을 정량화 시키는게 가능하다.

이 기준으로 판별한 결과, 규격화된 여러 개의 선과 접촉

하는 크랙의 개수가 200개 이상이 되었을 시에 감지성능

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또한 성능 불만

족한 샘플의 경우, 크랙이 중간에 끊기는 구간이 많아 금

Table. 1. The result of capacitor performance test

Plastic substrate Cr plating Cr deposition (+crack) Cr + Al deposition (+crack)

Detecting distance 5.16 mm 0 mm 5.0 ~ 5.3 mm 4.9 ~ 5.1 mm

Mis-detection Test OK NG OK OK

Fig. 8. The comparison of test OK and NG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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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자유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path가 생성된다. 이로

인해, 전도성을 띄지 않아야 하는 증착박막이 전도성을 갖

게 되고, 정전용량센서의 감지성능을 저하되었다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파 투과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금속박막

내 미세 크랙이 NFC 및 정전용량센서 등의 전파 성능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스퍼터링 증착 공정 변

수별 박막의 잔류응력 평가 및 분석을 하였고, 아웃도어핸

들 제작공정에 따라 증착 크랙에 미치는 영향성을 확인하

였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아웃도어핸들의 감지성

능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스퍼터링 공정 변수 중 타겟파워, 증착 두께는 크랙을

형성시킬 수 있는 Cr의 잔류 인장응력 값과 밀접한 연관

성을 나타내었고, 이는 박막의 성장 과정에서 결정립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아웃도어 제조공정 중 증착 전(前)공정인 프라이머 도장

의 표면에너지는 증착막의 크랙 형상에 영향을 미치며, 증

착 후(後)공정인 UV 하드코팅 경화 시 전단응력에 의해

크랙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증착막

에 형성된 크랙에 의해 잔류 되어 있던 잔류 인장응력이

충분히 해소될 경우, 추가적인 열처리에 의한 크랙 형상변

화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웃도어핸들 평가 결과, 150 × 150 µm 단위면적 내 규

정화된 선과 증착막 내 크랙이 접촉되는 개수가 200개 이

상일 때 단위면적당 박막의 미세크랙 틈을 충분히 확보하

여 감지성능을 만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증착막

의 크랙이 끝까지 연결되지 않고 끊기는 구간이 많을 시,

전하의 이동이 가능해져 정전용량 센서용 전기장 형성이

원활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증착의

미세크랙을 활용하여, 전파 투과성능을 만족하면서 금속감

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확보하였고, 기존 사용중

인 크롬 도금이 가지고 있는 전파 투과성능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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