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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법으로 형성된 TiAgN 코팅필름의 바이어스전압에 따른 표면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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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lanting of metal products is performed with numerous surface treatments because of toxicity and adhesion.

Recently, the surface modification of metal products has been actively studied by coating the surface of the TiC or TiN film.

We prepared a Ti(10%)Ag Target which may be used in dental oral material by, using the AIP(arc ion plating) system TiAgN

coating layer that was deposited on Ti g.2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optimal bias voltage conditions of

the coated TiAgN layer formed by the AIP process. The TiAgN coatings were prepared with different bias voltage parameters

(0V to −500V)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ias voltage on their mechanical and chemical properties. The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XRD(X-ray diffraction), micro-hardness, and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were measured and the surface characteristics of the TiAgN coating layers were evaluated. The TiAgN coating layer

had different mechan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bias voltage, which also showed differences in thickness and composition. 

Key words AIP, TiAgN coating, bias voltage, Ti g.23, Ti-(10%)Ag target.

1. 서  론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생체 재료학이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다.

그 중 치아나 뼈를 대체 할 수 있는 금속제품의 임플

란트들의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체안정성과 생체적합성이 고루 갖추어져 가

고 있다.1.2) 금속제품의 임플란트는 세포독성 및 부착성

등의 이유로 많은 표면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TiC나, TiN 피막을 표면에 코팅하거나 Pd, Pt를 표

면에 이온 주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표면 개질이 활

발히 연구되고 있다.3-7) 그 중 PVD(physical vapor de-

position) 법으로 피막을 증착하는 경우, 기판 바이어스

및 가스 분압 등의 공정 변수가 피막의 미세구조와 기

계적 성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들 공정 변수가 플라즈마 중의 증착물질의 이

온화율, 이온 충돌 양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인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PVD 법에는 Evaporation, Sputtering,

Ion-Plating 등이 있는데, 이 중 Ion-Plating법은 생산성

이 높고 피막 특성이 우수하여 산업 현장에 보급되어 활

용되고 있는 코팅 기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료 표면위에 경질 보호 피막

을 증착하여 반응을 억제시키는 PVD중에 하나인 AIP

(arc ion plating)법8-10)을 이용하였으며, 치과구강내에 쓰

일 때 Ag의 구강내외의 균에 대한 항균력11,12)까지 생각

하여 새로운 Ti-(10%)Ag타겟을 제조, 장착하여 TiAgN

†Corresponding author

E-Mail : bms45@scnu.ac.kr (M.-S. Baek, Sun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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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백민숙·윤동주·강병모·정운조·김병일

코팅층을 Ti g.23 모재에 증착시켰다. 사용된 Ti-(10%)Ag

타겟은 전례에 사용된 적이 없는 타겟이기 때문에 형성

되는 코팅층의 특성들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때 사

용하는 바이어스전압을 변화 시켜 형성되는 TiAgN 코

팅층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편준비

지름 15 mm, 두께 2 mm인 타이타늄 합금(Ti g.23) 원

형시험편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시험편들은 600, 1200 grit

실리콘 카바이드 페이퍼로 일차 연마 후 9 µm, 3 µm,

1 µm의 연마시트로 경면연마 후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

하여 알코올과 아세톤으로 각 10분간 세척하여 준비하

였다. 

2.2 AIP를 이용한 TiAgN Coating

본 실험에 사용한 코팅 장비는 아크 이온 플레이팅 시

스템(arc ion plating system, A-Tech system Co.)을 사

용하였다. AIP장비는 크게 메인 챔버 부분, 펌핑 시스

템 부분, utiluty part,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인

챔버 내에 사방으로 아크 건이 부착되어 있으며, 중앙

에 공전/자전이 가능한 지그로 구성되어 있다. 진공센서

로는 1개의 이온 게이지와 2개의 컨백트론 게이지, 1개

의 바라트론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투시창을 통하

여 코팅 공정을 관찰 할 수 있다. 시료를 장착할 수 있

는 지그는 코팅의 균일성을 위해 공.자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스테인리스강관에 봉입된 칸탈 히

터가 부착되어 있어 챔버 내부를 400 oC까지 올릴 수 있

게 되어 있다. Fig. 1에 AIP장비와 장비의 개략적인 구

성도를 나타내었다. 

코팅에 사용된 Ar과 N2 가스의 순도는 99.999 %, 타

겟은 3인치 직경인 Ti-10%Ag를 사용하였다. 세척이 완

료된 시험편은 타겟과 15 cm 거리에 위치하도록 지그에

고정시킨 후 진공 배기를 실시하였다. 최초 로타리 펌

프와 부스터 펌프를 이용하여 5.0 × 10−3 torr 이하로 진

공도를 유지한 후 극저온 고진공펌프인 크라이오 펌프

를 이용하여 5.0 × 10−5 torr 이하의 진공도가 되도록 진

공도를 떨어뜨린 후 공정에 필요한 온도로 가열을 실시

하였다. 증착 전 시료의 표면에 남아 있는 산화막을 제

거하기 위하여 Ar 200 sccm(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 공정 압력 20 mTorr, 바이어스 −800 V의

조건으로 60분간 Ar 플라즈마 세정을 실시 하였으며, 타

겟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크 건에 60A의

파워를 인가하고 2분간 타겟 표면 세정을 실시하여 증

착시 박막의 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원을 최대

한 제거하였다.

건식세정 후 중간층을 증작하는데 TiAg증착시 Ar 200

sccm, 공정압력 7.5 mTorr, 바이어스 전압 −300 V, 아크

건에 인가하는 파워는 60A로 하여 약 10분간 코팅을 실

시하였다.

중간층 증착 후 TiAgN층 증착시 아크 건에 인가하는

Fig. 1. AIP system and schematic diagram of AIP system.

Table 1. Coating condition for TiAgN.

Process Pressure Ar Flow rate Bias Voltage Cleaning Time Arc Power

Ion bombardment 20 mTorr 200 sccm −800 V 60 min -

Target cleaning 20 mTorr 200 sccm −500 V  1~2min 60A 

TiAg coating 7.5 mTorr 200 sccm −300 V 10min 60A

Process Pressure N2 Flow rate Bias Voltage Coating Time Arc Power

TiAgN coating 7.5 mTorr 200 sccm 0 V ~ −500 V 3 hr 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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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는 60A, 증착에 사용된 가스는 MFC에 의해 N2

200 sccm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고, 코팅시간은 3

시간으로 고정하였다. 이때 증착 변수로 바이어스 전압

을 각각 0 V, −100 V, −200 V, −300 V, −400 V, −500

V으로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세정 및 코

팅 증착의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3 TiAgN코팅층 분석

각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코팅된 TiAgN 코팅층은 우

선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각 바이어스 전압

에 따른 코팅 두께를 측정하여 코팅층의 변화를 관찰함

으로써 변수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증착된

TiAgN의 조성 분석을 위하여 에너지분산분광법(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을 통해 코팅층의 금속성분

의 함량을 측정하여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금속함량이

어떠한 변화를 갖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바

이어스 전압에 따라 코팅층의 상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X-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여 20~90o의 주사각도

에서 Step Scan Mode(step width 0.04, fixed time 1sec)

로 회절선을 얻어 상을 조사하였다. 

코팅층의 경도차를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로비커스를 이

용해 표면경도를 측정 하였으며, 모재 영향을 받지 않

을 정도의 10 g으로 하중값을 주고, 각 9 point를 측정

하여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전위 분극시험을 통해 각 조건에 따라 형

성된 코팅층이 갖는 부식률을 전류 밀도 및 전위 거동

으로14-16)비교 분석하기위해 실시 하였으며, 분석 조건으

로 전해질 용액은 0.9 % NaCl(식염수)를 사용하였고 작

업전극은 시험편을, 기준전극은 포화 감홍전극(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 보조전극은 고밀도 탄소전극을

사용하였다. scan rate는 10 mV/s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TiAgN 코팅층 두께관찰(10,000배율)

Fig. 2와 Table 2은 각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형성된

TiAgN 코팅의 두께를 나타낸 것으로, 바이어스 전압이

0 V일때는 1.73 µm이지만 바이어스 전압이 가하면서부터

코팅층의 두께는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며 바이어스

전압 값이 −100 V에서 −500 V로 변할 수록 코팅층의 두

께는 큰 차이 없어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바이어스 전압이 −100 V 이상에서의 코팅층이 감소하

는 이유는 −100 V 이상의 바이어스 전압에서 재스퍼터

링(reputtering)에 의한 이온폭격(ion bombardment) 현상

이 발생하여 Ti와 N 원자가 미소하게 이탈 된 것으로

사료된다.17,18) 확인된 코팅층의 두께 값은 바이어스 전

Fig. 2. SEM micrographs showing coating thickness of each group.

Table 2. Coating thickness of each group.

Electric 

field(V)
0 −100 −200 −300 −400 −500

Coating 

Thickness(µm)
1.73 0.913 0.992 1.01 0.813 0.972

Table 3. EDS result of TiAgN coating layer.

Bias 

voltage(V)
0 −100 −200 −300 −400 −500

Element Wt.% Wt.% Wt.% Wt.% Wt.% Wt.%

Ti-K 71.03 72.58 72.58 73.11 73.74 73.49

N-K 24.06 25.53 26.01 25.59 25.16 25.13

Ag-L 3.75 1.34 0.7 0.68 0.46 0.67

C-K 0.51 0.54 0.7 0.61 0.74 0.7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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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에 영향에 따라 코팅층의 성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되어 성분 확인을 위해 EDS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Table 3에 나타내었다.

EDS분석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TiAgN 코

팅층의 금속성분 함량이 변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특히 Ag의 경우 바이어스 전압이 0 V에서 −500 V로

변할 수록 눈에 띄게 함량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바이어스 전압이 높아 짐으로 상대적으로

이온 및 원자들의 충돌에 의해 Ag의 이온화가 가속화

되고 그로 인해 금속적으로 Ag의 함량이 적어지는 것

으로 판단되며 바이어스 전압은 0 V일 때 금속함량의 손

실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0)

좀 더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다음 Fig. 3에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시험편에서 TiN 상이 확인되었으며 0 V를 제외

한 −100 V 이상의 바이어스 전압의 조건에서는 Ag가 확

인 되지 않았다. 0 V에서만 확인된 Ag peak는 순수한

Ag 상으로 TiN과 화합물을 만들지 못하고 따로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00 V 상의 Peak에서는 Al6Ti19

도 확인이 되었는데 이 결과는 TiAgN코팅층의 두께가

얇아 지면서 모재인 Ti g.23의 상 성분이 함께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에 나타낸 경도 값은 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하면

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물론

코팅층의 두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200 V와 −500

V 일 때 코팅층의 두께가 비슷한데 비해 경도는 큰 폭

으로 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바이어

스 전압이 인가되면서 피막은 치밀한 주상정 경계를 갖

게 되는데 바이어스 전압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고에너

지를 가진 입자가 성장하여 피막에 충돌하게 되어 각 결

정립 내에 결함이 생기게 된다20)고 알려져 있어 상 내

부에 에너지 변화로 인해 경도값이 변화 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또한 −300 V에서 경도값이 높아진 이유로 바이

어스 전압이 인가되면서 치밀한 주상정 결계를 갖는 피

막이 형성되는 조건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 5와 TiAgN의 코팅층을 동전위분극 분석한 결과

로써 우선 그래프를 보면 크게 0 V 일 때 바이어스 전

압을 줄 때(−100 ~ −500 V)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바

이어스 전압을 가해 줄 경우에 빠른 부동태 곡선의 도

달을 보여주며 0 V와 비교해 볼 때 더 좋은 내식성을

가지는 결과를 보였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Table

4에 해당하는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Icorr(A), Ecorr(V),

Corrosion Rate(mpy)을 나타냈는데, 0 V일 때 Potential

(Ecorr)값이 −0.139 V, 전류밀도(Icorr) 1.71 × 10−6 으로 다

른 조건의 전압일 때 보다 비교적 높은 전류밀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Potential(Ecorr)은 open circuit 조건에서

표준전극에 대하여 부식되는 시편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Fig. 3. XRD peak pattern of each bias voltage.

Fig. 4. Hardness result of TiAgN coating layer.

Fig. 5. Potentiodynamic scan result of each bias voltage.

Table 4. Corrosion rate result of TiAgN coating layer.

Bias 

voltage(V)
Icorr(A)  Ecorr(V)

Corrosion 

rate(mpy)

0 1.71E-06 −0.139 0.5759681

−100 7.31E-07 −0.13 0.2460203

−200 2.75E-07 −0.112 0.0924

−300 2.55E-07 −0.12 0.0857

−400 3.88E-07 −0.155 0.1305761

−500 4.91E-07 −0.127 0.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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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를 말하며 전체의 전위영역에서 전류밀도(Icorr)가 낮

을수록 내식성이 우수함을 나타낸다.21,22) 각 다른 조건

에서 형성된 TiAgN의 코팅층들의 Potential(Ecorr)값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전류밀도(Icorr)값이 가장 낮

은 조건은 −300 V로써 2.55 × 10−7의 값으로 가장 우수

한 내식성(0.0857)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EDS 결과와 비교하여 Ag 함량에 의한 미

치는 영향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Ag가 합금에 포

함이 되면 내식성이 우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오히려 Ag의 함량이 많을수록 내식

성에 방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XRD결과에 보

였듯이 TiN 코팅에 Ag가 완전히 섞이지 못하고 따로 석

출되어 TiN 코팅의 내식성을 저하 시키는 성분으로 작

용 된다고 판단되며, Ag 함량이 적은 −200 V ~ −500 V

결과값이 더 우수하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바이어스 전압(−0 V, −100 V, −200 V, −300

V, −400 V, −500 V)에 따라 증착된 TiAgN 코팅층의 특

성을 분석해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바이어스 전압이 −100 V 이상 일 때 코팅층의 두께

와 Ag의 함량이 0 V 일 때 보다 큰폭으로 감소하엿으며

바이어스 전압이 −100 V 이상 일 때에는 거의 비슷하였다.

2) 바이어스 전압의 변화에 따라 경도가 큰폭으로 감

소하는 경향이 보였다.

3) 내식성의 경우 바이어스 전압이 −300 V 일 때 가장

우수 하였다.

결론적으로, 기계적 성질의 변화로 보았을 때 Ti-(10%)Ag

의 타켓을 이용하여 TiAgN 코팅층을 형성하는데에 가

장 적절한 바이어스 전압은 0 V ~ −100 V로 판단되며, 내

식성의 성질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바이어스 전

압은 −300 V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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