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 서론 
 

니켈 티타늄 (NiTi) 합금은 변형된 상태에서 
열과 같은 자극을 받으면 원래의 형상으로 돌
아가는 형상 기억 합금 (shape memory alloy, 
SMA)으로 알려져 있다. NiTi 합금은 형상 기억 
효과 (shape memory effect, SME)라는 특수한 성
질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
어온 스마트한 물질 중의 하나이다. 이 합금은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MS)과 생체
응용분야를 비롯하여 일반 생활 제품에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1-3].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NiTi 합금을 미세

부품에 증착할 경우 박막의 내구성은 증착 조
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4]. 본 연구에서는 
NiTi 합금을 사용하는 기계부품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NiTi 
합금의 트라이볼로지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증작 조건에 따른 NiTi 합금의 마찰특성
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NiTi 합금을 
이용하는 미세기계부품의 내구성을 향상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실험방법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TiNi 합금을 스퍼터를 이용

하여 기판에 증착하였다. 우선 적정한 범위의 
스퍼터링 조건을 예비 실험을 통하여 파악하였
다. 또한, 조건을 달리하여 여러 개의 TiNi 박
막 시편을 제작하였다. 증착된 TiNi 박막의 구
성과 구조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과 X-ray diffraction (XRD) 기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TiNi 박막의 트라이볼로지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마찰시험기를 사용하였다. 마찰시험

은 증착된 TiNi 박막 시편 위에 볼을 접촉시키
고 수직 방향으로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왕복
운동을 하면서 마찰력을 측정하였다. Fig. 1 은 
마찰시험기의 구성을 나타낸다.  
마찰력을 측정한 결과, 마찰계수가 TiNi 박

막의 증착 조건에 따라 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찰계수가 변하는 이유로는 증착 조건
에 따른 TiNi 박막의 미세구조가 주요 원인으
로 파악되었다.  

 
 
 
 
 
 
 

 
 
 
 

Fig.1. Schematic of friction test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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