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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hemical composition on the structural and thermal properties of TiZrN thin films was studied. As
the Zr fraction in the deposited TixZr1xN (x = 0.87, 0.82, 0.7, 0.6, and 0.28) increased, microstructural changes consisted of
reduction in the grain size and a gradual transition from columnar structure to granular structure were observed. In addi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a gradual crystal phase transition from TiN to TiZrN has occurred as the Zr fraction increased
up to 0.4. After heat treatment at 900

o
C, Ti0.82Zr0.18N and Ti0.7Zr0.3N layers were converted to a form in which rutile phase

TiO2 and TiZrO4 oxides coexist, while Ti0.6Zr0.4N layer was converted to TiZrO4 oxide. Among the five compositions of
TiZrN films, the Ti0.6Zr0.4N showed the best high temperature stability and produced a significant enhancement in the
thermal oxidation resistance of Inconel 617 through suppressing the surface diffusion of Cr caused by thermal oxidation of
the Inconel 617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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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 엄지훈*, 석민준*, 이병우**, 김진곤*, 조현*
,†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밀양, 50463

*부산대학교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 부산, 46241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신소재융합공학과, 부산, 49112

(2021년 1월 15일 접수)

(2021년 2월 3일 심사완료)

(2021년 2월 3일 게재확정)

요 약 화학적 조성이 TiZrN 박막의 구조적 특성 및 열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증착된 TixZr1xN(x = 0.87,

0.82, 0.7, 0.6, 0.28) 박막에서 Zr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고 주상 구조에서 입계상 구조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미세구조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XRD 분석을 통해 Zr 분율이 0.4까지 증가할 때 TiN 상에서 TiZrN 상으로의

점진적인 결정상 전이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900
o
C 온도에서의 열처리 이후 Ti0.82Zr0.18N과 Ti0.7Zr0.3N 박막은 rutile 상

TiO2와 TiZrO4 산화물이 공존하는 형태로 전환된 반면에 Ti0.6Zr0.4N 박막은 TiZrO4 산화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다섯 가

지 조성의 TiZrN 박막 중에서 Ti0.6Zr0.4N 박막이 가장 우수한 고온 안정성을 나타내었고, Inconel 617 기판의 열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Cr의 표면 확산을 억제하는 열산화 저항성 향상 효과가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이원계 전이금속 질화물인 질화티타늄(TiN)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다양한 기계 가공 및 절삭 공구의 경도, 내마

모성, 내부식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하드 코팅

소재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기계 및 공구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TiN 코팅은 rf/dc magnetron sputtering,

ion plating, cathodic arc deposition 등의 물리적 기상증

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을 사용하여 1~4 m 두

께의 박막 형태로 증착되고, 약 2300 Hv 정도의 경도와

~0.55-0.65 범위의 마찰계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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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특히 TiN 박막은 고유한 gold color를 나타

내기 때문에 금속 및 플라스틱 제품의 심미적 기능 향상

을 위한 장식용 코팅으로도 활용되고 있다[1-4].

최근 하드 코팅 공구를 사용하는 가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경도, 저마찰 등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 외에 피삭

재 가공 시 마찰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발생하는 열산화

(thermal oxidation)에 대한 안정성이 하드코팅 소재의 성

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부각되었다[5-7]. 이러한 추

세에 따라 TiN 코팅의 열산화 저항성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된 결과 TiN 코팅은 500
o
C 이하의 제한된 온도 영역에

서만 피삭재 가공 중에 일어나는 열산화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8-10]. 이로 인해 이전보다

더 높은 온도의 작업온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릴링 및 절삭 공구용 하드 코팅에 대한 공구

산업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법의

하나로 이원계 TiN 격자 내의 Ti 원자를 aluminum(Al),

chromium(Cr), zirconium(Zr) 등의 금속 원자로 부분 치

환한 Ti-Me-N 삼원계 질화물(ternary nitrides) 코팅 소

재가 제안되었다.

대표적인 삼원계 질화물인 TiCrN, TiAlN이 기존 TiN

보다 더 향상된 경도, 내마모 특성뿐만 아니라 더 우수

한 열산화 저항성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이들 삼원계 질화물 코팅소재의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11-13]. TiCrN, TiAlN의 뒤를 이어 TiN 격자 중의 Ti

자리 일부를 Zr로 치환한 삼원계 질화물인 TiZrN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를 통해 TiZrN 코팅층이 기존 TiN에

비해 고용 강화 기구(solid solution hardening mechanism)

에 의한 경도 향상과 안정한 산화물 형성에 의한 열산화

저항성 향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졌다[14-16]. 또한 Si 기

반 반도체 소자에 나노미터 스케일의 TiZrN 박막을 적

용하였을 때, Si 반도체와 Cu 전극층 사이의 고온 확산

을 억제하는 확산 차단(diffusion barrier) 특성이 기존

TaN 박막에 비해 더 우수하다는 보고도 있었다[17].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지는

TiZrN 박막을 반응성 rf magnetron sputtering 법으로

증착하였고, 화학적 조성이 TiZrN 박막의 구조적 특성

및 열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 과정

경면 연마된 (100) Si 및 Inconel 617(Ni-22Cr-12.5Co-

9Mo-1Al) 기판에 Ar과 N2 혼합 가스를 사용한 반응성

rf magnetron sputtering 공정으로 TiZrN 박막을 증착하

였다. 박막 증착의 출발물질로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조

성을 가지는 TiZr 합금 target을 사용하였다. 박막 증착

시 Ar 가스와 N2 가스를 5 : 1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기

체를 sputtering gas로 사용하였고, 기판 온도는 450
o
C,

압력은 1 × 10
2

Torr, rf power는 200 W, 증착 시간은

6시간으로 각각 유지하였다. 서로 다른 조성으로 증착된

TiZrN 박막의 조성, 결정상, 표면 및 단면 미세구조 등

의 구조적 특성을 X-선 회절(XRD)과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EDS)가 장착된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FE-SEM)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FE-SEM 단면 관찰을

통해 측정된 박막의 두께는 약 1.9~3.3 m 범위의 분포

를 나타내었다. 조성에 따른 TiZrN 박막의 열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Inconel 617 기판에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조성으로 증착된 TiZrN 시편을 600, 700, 800,

900, 1000
o
C, 대기 중에서 열처리하였다. 이 때 승온 속

도는 5
o
C/min으로 고정하였고, 각각의 목적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XRD와 FE-SEM을 이용하

여 열처리에 따른 각 시편의 결정상 및 표면 형상 변화

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료의 열산화 저항성을 평

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thermal cyclic oxidation 법을

적용하여 TiZrN 박막의 열산화 저항성을 조사하였다.

Inconel 617 기판 전면에 약 2 m 두께의 TiZrN 박막

을 증착한 후 1000
o
C, 대기 중에서 최장 48시간까지 12

시간 단위로 열처리 및 냉각을 반복하는 thermal cyclic

oxidation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열처리 cycle이 완료된

후 고온 산화 부식에 따른 시편의 단위 면적당 중량 변

화(mass change) 측정을 통해 각 시편의 열산화 저항성

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ure 1에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지는 TiZr

합금 target을 사용하여 Si 기판 상에 증착된 TiZrN 박

막의 표면 및 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한 이미지를 나

타내었다. 각각의 SEM 이미지 아래에 표기된 TiZrN 박

막의 조성은 박막 표면의 EDS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섯 가지 조성들 중에서 Zr 분율이 가장 낮은 Ti0.87Zr0.13N

박막의 표면은 가로의 길이가 약 1~2 m 정도 크기를

갖는 각진(facetted) 형태의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겹쳐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제시된 단면

이미지는 Ti0.87Zr0.13N 박막이 기판 표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성장할 때 주상 구조(columnar structure)로 성

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상 구조는 target으

로부터 sputtering된 원자들이 기판 표면에 충돌한 후 표

면에 안착한 흡착 원자들(adatoms)의 표면 이동도(surface

mobility)가 낮아서 성장 핵(growth nuclei)들이 기판 전

면에 걸쳐 균일하게 형성되지 못할 때 전형적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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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미세구조이다. 그러나, TiZrN 박막 조성 중 Zr 분

율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 및 각 column의 직경

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주상 구조로부터 입계상 구

조(granular structure)로의 미세구조 전이가 점진적으로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자들 간의 공극

(inter-granular void)이 감소함에 따라 더 치밀한 형태의

표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세구조 변

화는 TiZrN 박막 중 Zr의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판

표면에 흡착된 원자의 표면 확산이 증진되는 동시에 재

핵생성(renucleation)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Monte-Carlo simulation을 통해 TiZrN

박막 증착시 Zr의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판 표면에

충돌하는 원자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기판 표면에서 박

막 성장이 시작되는 핵생성 기점에서 흡착 원자의 표면

확산이 향상된다고 보고한 G. Abadias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8].

서로 다른 조성으로 Inconel 617 기판 상에 증착된

TiZrN 박막의 X-선 회절 패턴을 Fig. 2에 나타내었다.

TiZrN 박막의 조성별 회절 패턴 비교를 통해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Zr 분율이 증가함에 따

Fig. 1. Surface and cross-sectional SEM micrographs of as-grown TiZrN/Si films with different compositions.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s-grown TiZrN/Inconel 617 films with different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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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편에서 관찰된 주 peak가 회절각 36.7
o
 근처에서

나타나는 TiN (111) peak으로부터 회절각 35.5
o
 근방의

TiZrN (111) peak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TiN 격자 중의 Ti 원자가 더

큰 원자 반경을 가지는 Zr 원자로 치환되는 비율이 증

가함에 따라 격자 팽창이 발생하는 동시에 TiN 상으로

부터 TiZrN 상으로의 전환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Zr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TiN (222) peak의 강도

가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Zr 분율 증가에 따라

TiZrN 박막이 (111)면으로 우선 배향되어 성장되는 성향

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Zr 분율을 가

지는 Ti0.28Zr0.72N 박막에서는 Inconel 617 기판의 회절

peak만 검출되었는데, 이는 증착된 박막의 결정성이 낮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ure 3은 Ti0.82Zr0.18N, Ti0.7Zr0.3N, 그리고 Ti0.6Zr0.4N

박막의 열적 특성을 조사하기위하여 900
o
C 온도, 대기중

에서 24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분석한 X-선 회절 패턴

을 보여주고 있다. Ni-Cr 기반 내열 금속인 Inconel 617

을 고온에서 열산화 처리하면 주요 성분 중 하나인 Cr이

입계 확산(grain boundary diffusion)을 통해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표면 영역에 고온 부식 반응물인 brittle

한 Cr2O3 산화물이 생성된다. 이는 Fig. 3의 제일 아래

에 제시된 X-선 회절 패턴에서 확인 가능한데, 고온 열

산화 반응을 통해 생성된 Cr2O3 산화물은 쉽게 부스러

지는 crust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Inconel 617의 고온

안정성에 심각한 열화(degradation)를 유발한다. 세 가지

조성 중 가장 낮은 Zr 분율을 가지는 Ti0.82Zr0.18N 박막의

경우, 900
o
C 온도에서의 열산화 처리에 의해 진행된 박

막의 열분해 및 산화반응을 통해 표면에 rutile 상 TiO2

와 TiZrO
4
 산화물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높은 Zr 분율을 가지는 Ti0.7Zr0.3N 박막도 Ti0.82Zr0.18N

박막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900
o
C 온도에서 열산화 처리된 Ti0.6Zr0.4N 박막 표면에

서는 rutile 상 TiO2 peak의 강도가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에 가장 높은 강도의 TiZrO
4
 산화물 peak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TiZrN 박막의 열산화 반응을 통

해 표면에 생성된 산화물이 Zr 분율 증가에 따라 rutile

상 TiO2와 TiZrO4 두 가지 산화물이 공존하는 형태에서

Ti와 Zr이 동등한 분율로 이루어진 TiZrO4 산화물로 변

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측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면에

서 검출된 Cr2O3 peak 강도를 비교할 때, TiZrN 박막 조

성 중 Zr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Inconel 617 기판의 고

온 안정성 열화를 유발하는 Cr 표면 확산에 의한 Cr2O3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Ti0.82Zr0.18N, Ti0.7Zr0.3N, 그리고 Ti0.6Zr0.4N 박막 시편을

800, 900, 1000
o
C 온도, 대기 중에서 각각 24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시편의 표면을 FE-SEM으로 관찰한 이미지

를(배율 ×10,000) Fig. 4에 나타내었다. 순수 Inconel

617 기판의 경우, 열처리 온도 800
o
C부터 표면 영역으로

의 Cr 입계 확산 및 산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생성된

Cr2O3 산화물 층이 결정립계 영역을 따라 집중적으로 분

포하는 돌출부(hill)가 관찰되었다. 반면에 세 가지 조성

의 TiZrN 박막이 증착된 시편 표면은 800
o
C 열처리 이

후 큰 변화 없이 평탄한 표면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처리 온도를 900
o
C로 증가시켰을 때 Ti0.6Zr0.4N

조성에서는 입자간 공극이 조금 증가한 것 외에 현저한

표면 형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Ti0.82Zr0.18N 조

성에서는 표면에 다량의 열산화 생성물이 존재하는 현저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iZrN/Inconel 617 films with different compositions after annealing at 900
o
C, in air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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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면 형상 변화가 관찰되었다. Ti
0.7

Zr
0.3

N 박막 표면

에서도 입자간 공극 증가 및 열산화 생성물 형성이 관찰

되었으나 형성된 양이 Ti0.82Zr0.18N 조성보다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Zr 분율 0.4의 조성을 가지

는 Ti0.6Zr0.4N 박막이 최소한 900
o
C 온도까지는 열처리

이전과 거의 동일한 표면 형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열처리 온도를 1000
o
C로 증가

시켰을 때에는 세 가지 조성 모두 열산화 생성물이 집중

적으로 형성된 돌출부와 그렇지 않은 기저면(bottom)으

로 이루어진 표면으로 변화하였다.

Figure 5에 Inconel 617 기판의 전체 표면에 Ti0.87Zr0.13N,

Ti0.7Zr0.3N, 그리고 Ti0.6Zr0.4N 박막이 코팅된 시편을

1000
o
C, 대기 중에서 12시간 단위 주기의 열처리 및 냉

각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thermal cyclic oxidation 과정

에서 각 시편의 중량 변화(mass change)를 측정한 결과

를 제시하였다. 열산화 저항성 향상 정도를 비교하기 위

하여 TiAlN 박막을 코팅하지 않은 순수 Inconel 617 기

판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측정된

모든 시편들 모두 열산화 반응에 의한 표면 산화물 생성

으로 인해 중량이 증가하는(mass gain) 경향성을 나타내

었다. 세 가지 박막 조성 중 Ti0.87Zr0.13N 박막이 증착된

시편이 가장 큰 중량 증가를 나타내었고, Ti0.7Zr0.3N 박

막 적용 시편은 Inconel 617 기판과 거의 유사한 결과

가 얻어졌다. 반면에 Ti0.6Zr0.4N 박막을 적용한 시편은

Ti0.87Zr0.13N 및 Ti0.7Zr0.3N 박막이 코팅된 Inconel 617,

그리고 순수 Inconel 617 기판보다 현저하게 낮은 중량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Ti0.6Zr0.4N 박막의 열산화

반응에 의해 표면에 생성되는 TiZrO4 산화물이 Inconel

617 기판의 열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Cr의 표면 확산을

억제하는 열산화 저항성 향상 효과가 가장 우수함을 확

인하였다.

4. 결 론

반응성 rf magnetron sputtering법으로 다섯 가지의 조

성을 가지는 TixZr1xN(x = 0.87, 0.82, 0.7, 0.6, 0.28) 박

막을 증착하였고, 증착된 박막의 구조적 및 열적 특성에

대한 조성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Zr 분율이 증가함에 따

라 기판 표면에 안착한 흡착 원자의 표면 확산 및 재핵

생성 증진에 의해 TiZrN 박막의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

고 주상 구조에서 입계상 구조로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다.

Fig. 4. Surface SEM micrographs of TiZrN/Inconel 617 films with different compositions after annealing at 800~1000
o
C, in air for 24 h.

Fig. 5. Mass change curves for bare, Ti0.87Zr0.13N-, Ti0.7Zr0.3N-,
and Ti0.6Zr0.4N-coated Inconel 617 samples after thermal cyclic

oxidation at 1000
o
C as a function of t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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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구조 변화와 함께 TiN (111) peak으로부터 TiZrN

(111) peak으로 이동하는 결정상 전이가 일어남을 확인

하였다. 고온 산화분위기에서의 열처리 이후 Zr 분율 증가

에 따라 표면에 형성된 열산화 생성물이 TiO2와 TiZrO4

두 가지 산화물이 혼합된 형태에서 TiZrO4 산화물로 변

화함을 확인하였다. Ti0.6Zr0.4N 박막은 900
o
C 온도까지

열처리 이전과 거의 동일한 표면 형상을 안정적으로 유

지하였고, 열산화 반응에 의해 표면에 생성되는 TiZrO
4

산화물이 Inconel 617 기판의 열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Cr의 표면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Inconel 617 기판의 열

산화 저항성을 크게 향상시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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