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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phous titanium-dioxide thin films were deposited by using a DC sputtering method and
controlling the partial pressure of the argon·oxygen gas at room temperature. By monitoring the
optical emission spectra during the growth, we studied the sputtering plasma species and energy.
We then found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TiO∗ species, as compared to the Ti∗ and the
Ar∗ species, at a higher oxygen partial pressure for a fixed argon pressure. The decreased Ar∗ was
responsible for the lower sputtering and growth rate. The incorporation of TiO∗ in the growth of
amorphous titanium-dioxide thin films resulted in a higher oxygen content, which was revealed by
the wider energy band gap and the improved transmission properties in the visib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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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곤· 산소 분압 비에 따른 비정질 산화 박막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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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질 이산화 티타늄 박막을 DC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아르곤· 산소 가스의 분압을
조절하여 증착하였다. 플라즈마 광 방출 분광법를 이용하여 박막 성장 과정중 스퍼터링 플라즈마 종과
에너지를 관측한 결과, 일정 아르곤 가스 분압에서 산소 가스 분압의 증가에 따라 TiO∗ 종이 상대적으로
Ti∗ 종 보다 증가하며, Ar∗ 종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소한 Ar∗ 종은 낮은 스퍼터링 효율을
야기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높은 TiO∗ 종이 결국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산소 조성비를 증가시킴을
박막의 에너지 밴드 갭과 투과율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PACS numbers: 52.25.Os, 61.43.Dq, 78.20.-e, 81.15.Cd
Keywords: 티타늄 산화물, 비정질 반도체, 플라즈마 광 방출 분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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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산화 티타늄 (TiO2 ) 은 우수한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시광선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투명성 및
가시광선· 근적외선 영역에서 높은 굴절률 및 투과율을 나
타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광학적 코팅 소재로써 반도체
소자의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1, 2]. 또한,
비독성이며 산화력이 커서 광촉매로써 항균, 살균의 환경
분야 혹은 생물 의학 분야로 적용도 가능하다 [3]. 우수한
반응성을 이용한 가스 센서로의 응용도 발표된 바 있다 [4].
TiO2 는 대표적으로 예추석 (anatase), 금홍석 (rutile)
및 판티탄석 (brookite) 의 세 가지 결정상으로 존재하며
지금까지 주로 예추석과 금홍석 결정상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예추석은 3.2 eV의 에너지 밴드 갭 (energy
band gap, Eg ) 을 가지며 보다 나은 광촉매 활성을 가지며,
금홍석은 3.0 eV 높은 굴절률 및 경도를 갖는다 [1]. 반면,
비정질 (amorphous) TiO2 는 결정화된 티타늄 산화물에
비해 굴절률이 낮아 광학적 손실이 적고 저온 공정이 가
능하여, 고온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기판이나 소자의 우수한
품질의 광학 코팅으로써 응용 가능성이 크다 [1,2,5–7]. 또
한, 비정질 상에서는 간접 전이가 억제되어 광학적 에너지
밴드 갭이 3.5 eV 이상 증가하므로, 질화물이나 아연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와이드 밴드 갭 (wide-band gap) 소자의
코팅 재료로써 더욱 활용도가 높다 [8].
우리는 본 연구에서 산소와 아르곤 주입 가스의 비율
등을 조절하여 다양한 산소 분압에 따라 형성되는 비정질
TiO2−x 박막들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
었다. 박막 증착 시 플라즈마 광 방출 분광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 결과의 관찰을 통하여 스퍼터링 플라
즈마 종과 에너지를 연구하고, X-ray 회절분석 방법 (X-ray
diffraction, XRD) 을 이용하여 성장시킨 박막의 결정구조
를 분석하였다. TiO2−x 박막의 광학적 특성인 에너지 밴드
갭 (Eg ) 과 투과율 (T ) 을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 (UVVis spectroscopy, UV-Vis) 흡수 측정에 의해 조사하였다.
요약하자면, 산소 분압의 변화에 따른 Ti와 TiO 플라즈마
종의 에너지와 분포를 살펴보고, 비정질 TiO2−x 박막의
구조적· 광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Table 1. Growth conditions of TiO2−x films.
Sample
TAO2
TAO3
TAO5
TA

Ar flow (sccm)
10
10
10
10

O flow (sccm)
2
3
5
0

Pressure (Torr)
1.2×10−2
1.3×10−2
1.6×10−2
6.8×10−3

99.999%) 를 사용하였고, 가스의 유량은 질량 유량 제어기
(mass flow controller, MFC)로 제어하였으며, 압력은 이온
게이지 (ion gauge) 및 컨벡션 게이지 (convection gauge)
로 측정하였다. TiO2−x 박막은 유리 기판을 사용하여,
상전압 모드에서 70 W의 플라즈마 파워로 10분간 성장
시켰다. 아르곤 가스 플로우는 10 sccm으로 유지하면서
산소 플로우를 2, 3, 5 sccm으로 변화시켰다 (샘플 TAO2,
TAO3, TAO5). 여기에서 TA 샘플은 산소 유입 없이 성
장한 Ti 박막이며, 대조군으로 사용되었다. 정확한 성장시
간을 제어하고자 셔터를 사용하였고, 금속 타겟에서 피할
수 없는 산화막 형성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셔터가 닫혀
있는 상태로 예비스퍼터링 (pre-sputtering) 을 시행하였다
[9]. 티타늄 산화물 박막의 성장 시에도, 실험 조건에 따른
재현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비스퍼터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먼저 아르곤 가스 주입 후 스퍼터
링 플라즈마 색깔이 붉은색계열에서 푸른색으로 변화하고,
플라즈마 방전 전압-전류가 안정화된 이후에, 산소 가스를
주입하고 셔터를 열어 TiO2−x 박막 성장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고품질의 박막을 증착하기 위해, 베이스 압력은 5 ×
10−6 Torr 이하로 유지하였다. 각각의 샘플의 중요한 성장
조건을 Table 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박막 성장 중 산소 분압의 조절에 따라 변화하는 스퍼터
링 플라즈마 상태 (종과 에너지) 를 알아보기 위해 광 방출
분광계 (OES) SM240 (spectral products) 를 이용하여 1
nm 간격으로 300∼900 nm 구간의 스펙트럼을 조사하였다.
아르곤 가스만 주입 시 형성되는 플라즈마 스펙트럼과 아
르곤 + 산소 혼합 상태의 플라즈마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각각의 산소 분압에 따른 플라즈마의 성분과 Ti∗ (여기된
Ti 플라즈마 종) 및 TiO∗ (여기된 TiO 플라즈마 종) 의 상
대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성장시킨 박막의 결정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Rigaku 사의

II. 실 험

X-ray 회절분석계 D/MAX2200H를 이용하여 0.02◦ 간격
으로 3∼80◦ 구간에서 회절 피크를 관찰하였다. 특정 피크

TiO2−x 박막의 성장은 반응성 DC 스퍼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용한 타겟은 직경 2.00 inch 인 티타늄
디스크 (순도 99.995%) 이며, 샘플 기판과의 사이 거리는
37 mm로 유지되었다. 반응 가스로 아르곤과 산소 (순도

가 발견되지 않고, 넓은 구간에 완만한 굴곡 형태의 피크가
관찰되어 TiO2−x 박막이 비정질 임을 확인하였다 [8,10,11].
TiO2−x 박막의 광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rkinElmer
사의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 Lambda 25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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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OES of Ar (10 sccm) environment:
Black and Ar (10 sccm) + O (2 sccm) environment: Red.

200∼900 nm 파장 영역에서 투과율 (T) 과 에너지 밴드 갭
(Eg ) 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K-MAC사의 박막 두께 측정기
ST 4000을 통해, 각각 샘플 TAO2, TAO3, TAO5, TA의
두께 (d) 가 427 Å, 423 Å, 421 Å, 568 Å 임을 알 수 있었다.

III. 결 과
박막 증착 공정 중 OES의 측정은 스퍼터링 플라즈마의
정성적 분석뿐만 아니라 스퍼터링의 효율을 결정하는 유
용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보고된 연구들에 따

Fig. 2. (Color online) (a) Oxygen partial pressure dependent OES; TAO5, TAO3, TAO2, (b) relative intensity of
OES (IT iO∗ /IT i∗ ).

라 플라즈마 진단 결과는 티타늄 산화 박막의 성장 중에
아르곤과 산소가스 분위기에서 Ti∗ 와 TiO∗ 종 모두가 Ti

산소 주입 이후의 Ti∗ 종의 경우에 확실한 에너지의 변화

타겟으로부터 스퍼터링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12, 13].

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Ti∗ 피크들이 사라지거나

플라즈마 방전시 산소가 충분히 존재하여 타겟 상의 산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390 nm (Ti I, 3.20 eV

흡착 속도가 Ti 스퍼터링 속도를 넘게 되면, 산소 혹은 TiO∗

→ 0.02 eV), 498 nm (Ti II, 3.09 eV → 0.61 eV), 517 nm

로부터의 광학 방출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 10 sccm의

(Ti I, 2.40 eV → 0 eV) 의 Ti∗ 종의 방출 스펙트럼 피크의

아르곤 가스만 주입 시 형성되는 Ti + Ar 상태 및, 산소 2

세기가 산소의 주입을 통해 급격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sccm을 주입 한 뒤의 Ti + Ar + O 상태의 OES가 Fig. 1

여기서 Ti I 중성 플라즈마 종을, Ti II는 이온화된 플라

에 나타나있다. 우선 방전 가스인 Ar∗ (여기된 Ar 플라즈마

즈마 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산소 777 nm (O I, 10.74 eV

종, 690∼890 nm) 의 OES 세기가 산소 주입 후 줄어듦을

→ 9.15 eV) 의 피크가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으므로 산소

알 수 있는데, 이는 산소 주입으로 인한 Ti의 타겟의 재산화

플라즈마의 에너지 분포가 10.7 eV 보다 작다고 결론 내릴

과정에서 비롯된다 [14]. 산화된 음극 타겟이 DC 전기장을

수 있다.

∗

약하게 하여, Ar 의 생성율을 줄이는 결과를 낳고, 이는 또

Fig. 2(a) 에 산소 분압에 따른 OES가 나타나 있다. 참고

한 저하된 스퍼터링 효율을 야기하게 된다. TA 박막 (568

로 분자의 OES 피크는 원자의 OES와 달리, 원자의 전자

Å) 의 박막 두께가 산소 주입 환경에서 성장한 TAO2 (427

배열뿐만 아니라 원자간 진동과 회전에 의해 에너지 준위의

Å), TAO3 (423 Å), TAO5 (421 Å) 박막의 두께 (d) 보다

간격이 조밀해진다. 이에 따른 각각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큰 사실로, 스퍼터링 효율과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것이 불가능한 중첩된 복잡한 형태의 스펙트럼 피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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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g and T at 500 nm of TAO5, TAO3, TAO2.
Eg
Glass
TAO5
TAO3
TAO2

4.72 eV
4.12 eV
3.56 eV

T at 500 nm (2.50 eV)
91.5%
85.9%
79.8%
75.7%

IT iO∗ /IT i∗ (IRelative ) 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산소 분압
에 따라 상대 세기 (IRelative ) 가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Fig. 2(b)].
산소 분압별 성장한 TiO2+x 박막의 광학적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UV-Vis 분광법을 이용하여 200∼900 nm 파장 범
위에서 TAO2, TAO3, TAO 5 샘플의 에너지 밴드 갭 (Eg )
과 투과율 (T ) 을 조사하였다. 위와 동일한 영역에서 TA
샘플의 투과율은 관측되지 않았다. Fig. 3(a) 는 각각의 박
막과 기판으로 사용된 유리의 파장별 투과율이며, Fig. 3(b)
는 에너지 밴드 갭 (Eg ) 을 얻기 위한 E − (αhν)1/2 그래프
이다. TiO2−x 박막의 광 흡수계수 (absorption coefficient,
α) 의 계산시 근사적 방법을 취하였는데, 우선 유리 기판의
α 가 1 × 10−1 /cm > 이므로 측정된 투과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측정을 통해 유리의 투과율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91% 이상임을 알 수 있는데, 이 파장범
Fig. 3. (Color online) (a) UV-Vis spectra of TAO5,
TAO3, TAO2, (b) Tauc’ plot.

위에서 굴절률 (n) 이 약 1.5이며 공기와의 접촉면에서의
2
반사율이 R ≈ | n−1
n+1 | 로 주어지므로, 유리기판 양면에서

반사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광 흡수가 거의 0에 가까움을
∗

형성되기 때문에, TiO 종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일반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Ti∗ 종의 OES 피크는 300
nm에서 550 nm 사이에 주로 존재하고, TiO∗ 종의 OES
피크는 490 nm에서 730 nm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13,15]. 대체적으로 산소 분압이 커질수록, TiO∗ 종에 의한
OES 세기가 강해지고 Ti∗ 종의 OES는 점차적으로 작아짐
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Ti∗ (300∼500 nm) 및
TiO∗ (550∼690 nm) 종의 광 방출 스펙트럼 피크의 상대
세기를 분석하여 산소 가스의 주입량에 따른 TiO∗ 종의 산
출량을 조사하였다. 이 방법은 천체물리학 및 핵융합 반응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플라즈마 스펙트럼의 적분
비를 통한 분석 방식이다 [13]. 참고 문헌의 경우 550∼750
nm 구간의 스펙트럼 적분비를 이용했지만, 우리 연구에서는
아르곤 스펙트럼 피크의 영향을 줄이고자 범위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13].
구체적으로, 산소 분압별 TiO∗ 상대적 산출량을 알
아내기 위해 스펙트럼 파장 구간별 적분세기 300∼500
nm (IT i∗ ), 550∼690 nm (IT iO∗ ) 를 구하고, 상대 세기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에너지 밴드 갭 주변에는 광 흡수가
투과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α ≈ −ln(T )/d 의 공식을
사용하여 광 흡수율을 계산하였다 [16]. 여기서 TiO2−x 박
막이 비정질인 관계로 Tauc의 법칙 αhν = B(E − Eg )m 을
이용하여 Eg 를 예측하였다. 여기서 m = 2 를 사용하였다
[17]. TiO2−x 박막의 산소 분압에 따른 Eg 와 500 nm의
파장에서 T 의 결과를 Table 2에 요약하였다.
산소 플로우가 2 sccm (TAO2) 에서 5 sccm (TAO5) 으로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에너지 밴드 갭 (Eg ) 이 3.56 eV에서
4.72 eV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투과율 (T ) 또한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0 nm 파장의 빛을 기준으로
유리 기판과 성장된 박막의 투과율을 비교해보면, TAO2,
TAO3, TAO5가 각각 상대적으로15.8%, 11.7%, 5.6% 만큼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에너지 밴드 갭과 투과율의
변화는 산소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산소 함량이 높아
지고, 박막 격자구조의 결함 역시 감소하여 산란으로 인해
손실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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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 Löbl, M. Huppertz and D. Mergel, Thin Solid
films 251, 72 (1994).

본 연구에서는 상온 증착 과정 중 산소 분압 변화를 통해
다양한 비정질 TiO2−x 박막을 성장시키고, 박막의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플라즈마 OES 분석 결과를 통해 산소
분압의 증가는 Ti∗ 종과 Ar∗ 의 감소를 초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소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Ti∗ 와 TIO∗ 종의
상대 세기 IRelative 의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결국 성장시킨
박막의 산소 조성비가 증가함을 UV-Vis 분광법을 사용하
여 확인했다. 산소조성비의 증가는 비정질 TiO2 박막의
에너지 밴드 갭 (Eg ) 과 광 투과율 (T ) 의 증가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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