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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llic Cr film coatings of 1.2 µm thickness were prepared by DC magnetron sputter deposition method on c-

plane sapphire substrates. The thin Cr films were ammoniated during horizontal furnace thermal annealing for 10-240 min in

NH3 gas flow conditions between 400 and 900 oC. After annealing, changes in the crystal phase and chemical constituents of

the films were characteriz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and energy dispersive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surface analysis. Nitridation of the metallic Cr films begins at 500 oC and with further increases in annealing temperature not

only chromium nitrides (Cr2N and CrN) but also chromium oxide (Cr2O3) was detected. The oxygen in the films originated

from contamination during the film formation. With further increase of temperature above 800 oC, the nitrogen species were

sufficiently supplied to the film’s surface and transformed to the single-phase of CrN. However, the CrN phase was only

available in a very small process window owing to the oxygen contamination during the sputter deposition. From the XPS

analysis, the atomic concentration of oxygen in the as-deposited film was about 40 at% and decreased to the value of 15 at%

with increase in annealing temperature up to 900 oC, while the nitrogen concentration was increased to 42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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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천이금속의 질화물 중 하나인 CrN 박막은 경도 및 내

마모성이 우수하고, 화학적·열적으로 안정하므로 광학, 기

계 부품의 부식과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널

리 적용되고 있다.1) 최근에는 CrN 박막이 사파이어 기

판위에 GaN를 에피택시 성장하는데 있어 완충 층으로

채택되었다.2) 또한 CrN는 상온에서의 전기전도도가 5.5 ×

101Ω−1 cm−1이고, 에너지 밴드갭이 71 meV인 반도체로서,3)

GaN, InN 등과의 혼정화에 의한 (Ga, In, Cr)N가 새로

운 자성 반도체로 제시되었으며,4) CrN와 GaN 사이의 화

합물인 Cr2GaN가 GaN 기반 전자소자의 옴성 전극으로

검토되었다.5) 

일반적으로 CrN 박막은 N2 가스 분위기에서의 반응

성 스퍼터링법6) 또는 아크방전법7) 등 물리적 증착 방법

으로 제작되거나 스퍼터링된 Cr 박막을 NH3와 N2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작된다.8) Cr과 N 사

이의 화학양론적인 화합물은 육방정(hcp) 구조의 Cr2N과

면심입방(fcc) 구조의 CrN로 알려져 있다.9) 그러나 물

리적 증착 방법으로 제작된 CrN 박막은 CrNx, Cr2N 및

Cr2O3 등이 함께 존재하며, 박막의 제작 조건에 따라 박

막의 구성 성분이 변화된다. 특히 NH3와 N2 가스 분위

기에서 열처리하는 경우 표면에는 CrN가 형성되고 그 아

래에는 Cr2N와 Cr가 함께 존재하는 전이영역이 존재하

†Corresponding author

E-Mail : stkim@hanbat.ac.kr (S. Kim, Hanbat Nat'l Univ.)

©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산소가 혼입된 Cr 박막의 질화처리에 따른 구조적 특성 195

며, 이와 같은 CrN-Cr2N-Cr 적층구조는 1150 oC의 비교

적 높은 온도에서도 관찰되었다.8,10) 즉, 물리적 증착방법

또는 질화방법으로 제작한 CrN 박막은 서로 다른 상이

함께 생성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CrN 박막을 전자소자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Lu와 Chen의 보고에 따르면 열처리 분위기에 따

라 형성되는 온도는 다르지만 700 oC 이상에서 Cr 박막

의 제작과정 중에 혼입된 산소에 의해 Cr2O3가 형성된

다고 하였다.11) 이와 같은 Cr 산화물은 스퍼터링법으로

Cr 박막을 제작하는 과정에 사용된 Ar 가스에 포함된 수

분 또는 스퍼터링 장치의 챔버 개방 시 흡착된 산소 등

이 주된 원인으로써, 금속과의 친화력이 높은 산소가 증

착되는 Cr 박막 중에 혼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

으로 두께가 1.2 µm인 Cr 박막을 사파이어 기판위에 증

착한 후, 박막이 형성되는 과정에 산소가 혼입된 것을 확

인하고, NH3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에 의한 질화방법

으로 CrN 박막을 형성하였다. 열처리 조건이 CrN 박막

의 구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X선 회절(XRD, X-ray

Diffraction)과 X선 광전자분광(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법으로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Cr 박막을 NH3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

리하여 질화시키는 방법으로 CrN 박막을 제작하였다. 이

를 위해 두께가 350 µm인 (0001)면의 사파이어 기판을

10 mm × 10 mm의 크기로 잘라 에탄올에 담가 5 분 동

안 초음파 세척한 후 N2 가스로 건조시키고, DC 마그

네트론 스퍼터링 장치(DaON-1000D, VTS)의 기판 홀더

에 고정하였다. Cr 타겟(99.99 %, LTS Inc.)은 지름이 6

인치로써 기판에 대해 30o 기울어져 아래쪽에 설치되었

으며, 기판과의 거리는 20 cm로 고정하였다. 진공 챔버

내부의 진공도가 3.0 × 10−6 Torr에 도달하면 고순도 Ar

가스(99.999 %, PS Chem.)를 30 sccm으로 주입하고 자

동 밸브를 작동시켜 챔버 내부 진공도를 5.0 × 10−3 Torr

로 유지하였다. 진공 챔버 내부의 진공도가 안정화되면

할로겐 램프를 이용하여 기판을 200 oC로 가열하였고, 두

께가 균일한 박막을 제조하기 위해 기판을 5 rpm으로 회

전시켰으며, DC 출력은 300 W로 일정하게 하였다. 이

와 같은 조건에서 스퍼터링에 의한 Cr의 증착 속도는

0.6 µm/h이었다. 

사파이어 기판 위에 증착된 Cr 박막을 석영판 위에 얹

어 수평형 3단 전기로의 온도가 균일한 영역에 위치시

키고, 상온에서부터 고순도 N2 가스(99.999 %)를 1000

sccm으로 주입하면서 전기로의 온도를 10 oC/min으로 설

정 온도까지 승온시켰다. 전기로의 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고순도 NH3 가스(99.99999 %)를 300 sccm으로

주입하였다.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은 각각 400~900 oC와

10~240 분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설정온도에서 반응 시

간이 경과되면 전기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로의 온

도가 300 oC에 도달할 때까지 NH3 가스를 지속적으로 주

입하였으며, 300 oC보다 낮은 온도에서 NH3 가스를 차

단하고 N2 가스를 주입하면서 상온까지 자연 냉각시켰다.

위의 방법으로 사파이어 기판위에 형성된 박막의 두께

를 α-ste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전자주사현미경(SEM,

Secondary Electron Microscope; COXEM, CX-100S)과

원자힘현미경(AFM, Atomic Force Microscope; Veeco,

D-3100SPM)으로 시료의 표면 상태를 관찰하였다. 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Cu target를 사용하는 XRD(Rigaku

D/MAX 2500U)로 분석하였다. Cu-kα1(λ = 1.5405Å)의

단색광을 얻기 위하여 graphite 분광기를 설치하였으며,

X-선 관의 가속 전압과 전류는 각각 40 kV와 100 mA

로 일정하게 하고, 분당 4o씩 0.02o의 step으로 20~50o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CrN 박막의 화학

적 성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XPS(ULVAC, PHI 500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색광 장치를 거치지 않은 Al-

kα(1486.6 eV) 선의 크기를 100 µm로 하여 시료에 조사

하였고, 가속 전압은 15 kV로 일정하게 하였으며, 시료 표

면을 스퍼터 에칭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광전자

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반원구형 분석기를 이용하여 survey

scan과 narrow scan을 통해 구성 원소를 파악하였으며,

narrow scan의 경우 pass 에너지를 58.7 eV로 하고, 0.1

eV의 에너지 분해능 조건에서 질소(N1s), 산소(O1s), Cr

(Ga2p3/2) 및 보론(B1s)에 대해 측정하여 표면을 구성하

는 원소의 조성과 결합상태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사파이어 기판 위에 증

착된 Cr 박막은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반투명하였으

며, NH3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한 후에도 변화가 없

었다. Fig. 1은 두께가 1.2 µm인 Cr 박막을 800 oC의 온

도에서 1 시간동안 NH3 가스를 300 sccm으로 주입하면

서 열처리한 시료의 SEM 이미지이다. 열처리된 박막은

직경이 0.5 µm 정도인 기둥 형태의 결정들이 응집되어 박

막을 형성하였다.

Fig. 2는 AFM으로 관찰된 시료 표면을 나타낸 것이

다. 각각 (a) 열처리 전의 Cr 박막과 NH3 가스 분위기

에서 열처리 온도를 (b) 400 oC, (c) 500 oC 및 (d) 600
oC로 달리하여 1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료의 표면 이미

지이다. 열처리 하지 않은 시료와 400 oC와 500 oC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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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열처리된 시료의 표면 거칠기 값과 결정립의 크

기가 각각 1 nm와 45 nm 정도로써 열처리 온도에 따라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600 oC에서 열처리된 시료

의 경우 표면 거칠기 값이 7 nm, 결정립의 크기가 115

nm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600 oC보다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된 시료의 표면 상태는 AFM으로 관찰하기가 곤

란하였다. 

Fig. 3은 열처리 전의 Cr 박막과 400~900 oC의 온도

범위에서 1 시간동안 NH3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된 시

료에 대해 측정된 XRD 회절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 회절선의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 회절 강도의 자연대

수 값으로 나타내었으며, 각 회절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

해 JCPDS 카드 Cr(■: #85-1336), Cr2O3(◆: 38-1479),

Cr2N(▲: #35-0803) 및 CrN(●: #76-2494)를 참조하여 그

림에 기호를 표시하였다. 모든 시료에서 기판인 c-Al2O3

의 (006)면에 의한 회절이 41.59o에서 검출되었다. 

우선 Fig. 3(a)에 보인 as-deposit 상태의 Cr 박막과

Fig. 3(b)에 보인 400 oC에서 열처리된 박막의 경우에는

체심입방 구조를 갖는 Cr (110)면의 회절이 44.43o에서

검출되었다. 그러나 Fig. 3(c)의 500 oC에서 열처리된 시

료에서는 Cr에 의한 회절과 함께 37.61o에서 체심입방 구

조를 갖는 CrN의 (111)면으로부터의 회절과 40.19o에서 육

방정 구조를 갖는 Cr2N의 (002)면에 의한 회절이 검출되

었다. 한편, 열처리 온도 600 oC에서는 Fig. 3(d)와 같이

CrN의 (111), Cr2N의 (002)면에 의한 회절은 물론, 36.20o

Fig. 1. SEM image of heat-treated Cr thin film under NH3 gas flow

at 800 oC for 1 h. 

Fig. 2. AFM images for (a) as-deposited and ammoniated for 1 h at (b) 400 oC, (c) 500 oC and (d) 600 oC, respectively(x-axis: 0.5 µm/

div.; z-axis: 20 nm/div.).



산소가 혼입된 Cr 박막의 질화처리에 따른 구조적 특성 197

에서 rhombohedral 구조를 갖는 Cr2O3의 (110)면에 의한

회절과 42.61o에서 Cr2N의 (111)면에 의한 회절이 새롭

게 나타났다. 즉, 400 oC의 온도에서는 Cr 박막의 질화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500 oC의 온도에서는 질화반

응에 의해 CrN과 Cr2N가 형성되며, 600 oC에서는 CrN,

Cr2N와 함께 Cr2O3가 생성되었으며, Cr2O3에 의한 회절

강도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혼입

된 산소는 단독 또는 Cr-O 결합의 비정질 상태로 존재

하거나, 산화물 층의 두께가 얇아 X-선 회절에서는 검

출되지 않았지만, 600 oC의 온도에서 rhombohedral 구조

의 Cr2O3로 상전이를 일으켜 X-선 회절이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유사하게 반응성 DC 스퍼터링법으로

CrN 박막을 성장시켰을 때 Cr2O3의 혼입이 있었고,12) 코

팅된 CrN의 표면이 상온에서 산소를 흡착하여 산화막으

로 전환된 것과13) 잘 비교된다. 한편, 700 oC에서는 Cr

에 의한 회절은 검출되지 않았고, CrN의 (200)면으로부

터의 회절이 43.69o에서 추가로 검출되었다. 800 oC에서는

Cr2N에 의한 회절이 소멸되었고, 900 oC의 온도에서는

Cr2O3의 회절강도가 감소하고 CrN의 (111)면과 (200)면

에 의한 회절이 주되게 나타났다. 이것은 열처리 온도

에 따라 NH3 가스의 분해율이 높아짐으로써14) Cr과 결

합할 수 있는 N의 공급이 증가하고, 동시에 NH3의 분

해과정에 생성되는 수소에 의해 Cr 산화물이 환원됨으

로써 Cr과 N 사이의 결합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CrN

의 생성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열처리 온도가 낮은

경우 Cr과 Cr2N 및 CrN이 함께 생성되지만, 800 oC 이

상의 온도에서는 Cr의 질화물은 CrN 단일상으로 전이

되며, Cr 박막의 생성 초기에 혼입된 산소는 900 oC 이

상의 온도에서도 Cr 산화물인 Cr2O3 상으로 박막내에 존

재하였다. 

Fig. 4는 서로 다른 온도에서, 즉 (a) 500 oC, (b) 600

Fig. 3. XRD patterns from an as-deposited and the ammoniated Cr

thin-films for 1 h at the temperature range of 400~900
o
C. 

Fig. 4. XRD patterns for the different time ammoniated Cr thin films at (a) 500
o
C, (b) 600

o
C, (c) 750

o
C and (d) 800

o
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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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c) 750 oC 및 (d) 800 oC에서 열처리 시간을 변화시

키며 제작한 박막의 X-선 회절도를 나타낸 것이다. 회절

피크의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 회절강도의 자연대수 값으

로 나타내었고, JCPDS 카드를 참조하여 Cr(■), Cr2O3

(◆), Cr2N(▲) 및 CrN(●)에 해당하는 위치에 각각 표

시하였다. 우선 Fig. 4(a)의 500 oC에서 열처리 시간이

10 분인 경우 CrN과 Cr2N 및 Cr의 회절강도가 비슷하

였다. 그러나 열처리 시간이 120 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CrN와 Cr의 회절강도에 비해 Cr2N의 회절강도가 상대

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500 oC의 열처리 온도에서는 CrN

보다 Cr2N의 생성이 지배적이며, 열처리 시간에 따라

Cr2N의 생성량이 증가하였다. Fig. 4(b)에서와 같이 600
oC에서 10 분 동안 열처리한 경우 CrN, Cr2N과 함께

Cr2O3가 형성되었다. 열처리 시간에 따라 CrN과 Cr2O3

의 회절강도는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CrN에 대한

Cr2N의 상대적인 강도가 증가하였고 Cr의 회절강도는 감

소하였다. 이것은 열처리 온도 500 oC에서와 같이 600 oC

에서도 마찬가지로 CrN 보다는 Cr2N의 생성이 지배적

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처리 시간에 따라 Cr2N의 회절

피크 위치가 작은 각도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Cr 고

용체의 질화 반응에 참여하는 질소 농도가 증가하여

Cr2N의 격자 상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8) Fig. 4(c)에

보인 750 oC에서는 Cr에 의한 회절은 관찰되지 않았고,

CrN의 회절강도가 Cr2O3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Cr2N에

의한 회절은 열처리 시간이 60 분 이상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유사하게 Fig. 4(d)의 800 oC에서도 Cr2N으로부

터의 회절은 열처리 시간 10 분 이상에서 소멸되었으

며, 단지 CrN과 Cr2O3에 의한 회절만이 관찰되었다. 이

로부터 Cr의 질화반응은 500 oC에서부터 이루어지며, 반

응의 초기에는 Cr2N가 형성되고 열처리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CrN 단일 상으로 전이된다. 그러나 CrN으로 전

이를 일으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열처리 온도에 크게 의

존하며, 적어도 700 oC 이상의 온도를 필요로 한다. 이는

Cr2N은 800 oC 이상의 온도에서 CrN 상으로 전이를 일

으킨다는 Taguchi 등15)의 보고와도 잘 일치하는 것이다.

Fig. 5는 X선의 회절 강도가 해당하는 물질의 생성량

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16)는 사실을 토대로 CrN, Cr2N

및 Cr2O3의 주회절선 강도를 열처리 온도에 대해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열처리 온도에 따라 CrN와

Cr2N의 생성량은 증가하였고, Cr2O3의 생성량은 감소하

였다. 특히 CrN에 비해 Cr2N의 생성량은 빠르게 증가

한 후 열처리 온도 700 oC 이상에서 Cr2N 성분은 검출

되지 않았다. 이것은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NH3

가스의 분해율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Cr 표면에서 활성

화된 질소와의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어 질소가 과잉된

CrN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CrN는 질소 원

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장벽 역할을 한다. 그

러나 온도가 700 oC 이상에서는 NH3 가스의 분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N의 공급이 충분해지고,14) 동시에 환

원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Cr2N가 CrN로 상전이를 일

으켜 Cr2N가 소멸되며, Cr2O3의 O을 N이 치환하는 방

법으로 CrN 단일 상의 박막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DC 스퍼터링법으로 형성된 Cr 박막을 NH3 가스 분위

기에 열처리시키는 방법으로 CrN 박막을 제작하기 위해

서는 Cr2O3의 형성의 원인이 되는 Ar가스에 포함된 수

분, 진공 장치의 미세한 리크와 챔버의 개방에 따른 산

소 흡착 등 산소 오염원을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환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초기의 산화물 형성을 억제하거

나 질화반응 온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Fig. 6은 as-deposit 상태의 Cr 박막과 400 oC와 900
oC의 온도에서 1 시간동안 열처리된 박막의 화학적 조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한 XPS 스펙트럼을 나타낸

Fig. 6. XPS survey spectra for Cr thin films (a) as-deposited, and

ammoniated at (b) 400
o
C and (c) 900

o
C, respectively. 

Fig. 5. XRD intensity of CrN (111), Cr2N (002) and Cr2O3 (110)

were plotted with heat-treatment temperature. 



산소가 혼입된 Cr 박막의 질화처리에 따른 구조적 특성 199

것이다. 모든 시료의 XPS 스펙트럼은 N, O 및 Cr과 관

련된 광전자 발광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열처리하지 않

은 as-deposit 상태의 Cr 박막에서 530 eV 부근에서 산

소에 의한 발광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DC 스퍼터

링으로 Cr 박막 제작하는 과정 중에 산소가 결합하여 박

막 내에 Cr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400 oC와 900 oC의 온도에서 질화 처리된 시료로부터 검

출된 Cr의 피크 강도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질소의 피크 강도

는 증가하고 산소의 발광 강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열

처리 온도에 따라 박막 내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와 질

소 원자의 치환 반응에 의해 질화막이 형성되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Fig. 3(a)와 Fig. 3(b)에 보인 as-deposit

Cr 박막과 400oC의 온도에서 열처리된 Cr 박막에 대한

각각의 XRD 회절 패턴에서는 산소에 의한 회절이 검

출되지 않았지만 Fig. 6에서 산소에 의한 광전자 발광

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부터 박막의 형성과정 중에

혼입된 산소는 비정질 상태의 Cr2O3를 형성한 후 열처

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rhombohedral 구조의 결정질

로 상전이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서로 다른 온도에서 열처리된 Cr 박막의 표

면에 대한 XPS narrow scan 스펙트럼에서 N1s(396.7

eV), O1s(530.5 eV) 및 Cr2p(575.8 eV) 피크에 대해

Gaussian-Lorentzian 함수로 curve-fitting하여 구해진 성

분비를 질화처리 온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DC 스퍼

터링된 Cr 박막은 as-deposit 상태에서 Cr과 O가 각각

60 at%와 40 at%로 존재하였으며, 열처리 온도가 300 oC

에서 산소의 함량이 55 at%로 증가한 후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여 700 oC보다 높은 온도

에서는 약 15 at%로 일정하였다. 한편, 산소의 함유량이

일정하게 되는 온도 영역에서 Cr과 N의 함유량은 각각

43 at%와 42 at%로 일정하게 되었다. 300 oC의 온도에서

산소의 함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NH3의 분해에 의

한 질소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표면에 산소가 응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향은 Fig. 5에서 열처리 온

도에 따라 CrN와 Cr2N의 생성량은 증가하고, Cr2O3의

생성량이 감소하는 경향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서 유사

하게 해석할 수 있다. 즉,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

라 NH3의 분해율이 증가하여 표면에 흡착되는 질소의 양

이 증가함으로써 산소와의 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질소와 산소의 원자량 비의 변화

로부터 이들의 상호확산, 즉 산소 원자의 out-diffusion과

질소 원자의 in-diffusion에 의한 CrN의 형성 과정을 추

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실험을 통

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두께가 1.2 µm인 Cr 박막을 DC 마그

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로 사파이어 기판 위에 증착한

후 NH3 가스 분위기에서의 열처리에 의한 상전이를 통

해 CrN 박막을 형성하고, XRD와 XPS 분석을 통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증착된 Cr 박막은 제

작과정에 혼입된 산소에 의해 NH3 가스 분위기에서 열

처리함으로써 CrN와 Cr2O3가 혼재된 박막이 얻어졌다.

즉, NH3 가스의 열분해에 의해 생성된 N과 Cr 사이의

질화 반응에 의한 CrN와 Cr 박막의 성장 초기 단계부

터 혼입된 산소에 의해 생성된 Cr2O3가 함께 존재하였다. 

스퍼터링법으로 증착된 Cr 박막은 질화반응 초기에는

CrN가 생성되지만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CrN와

Cr2N가 동시에 생성되며, 700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N

의 고용도가 증가하여 Cr2N이 CrN로 상전이를 일으켜

800 oC 이상에서는 CrN 단일상이 생성된다. 

스퍼터링법으로 Cr를 증착하는 과정 중에 혼입된 O와

Cr의 결합에 의해 생성된 Cr2O3가 박막에 CrN와 함께

혼재되었으며, Cr2O3를 환원·질화 처리시켜 CrN 단일

상의 박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900 oC보다 높은 열처

리 온도를 필요로 하였다. 

질화 처리된 CrN 박막의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산소는 55 at%에서 15 at%로 감소하고, 질소는 42

at%로 증가하였다. 이는 CrN의 박막의 형성이 질소와 산

소의 상호확산, 즉 산소 원자의 out-diffusion과 질소 원

자의 in-diffusion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Fig. 7. Atomic concentration of N, O, and Cr within ammoniated

Cr thin th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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