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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ntrols of TiO2 Thin Films Grown on Half-Mirrored Stainless-Steel
Substrates by Using the Facing Target Sputtering Method
Sung-Youp Lee · Hyeong-Rag Lee · Hong Tak Kim∗
Department of Phys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Hye Jin Ha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Received 13 December 2018 : revised 23 January 2019 : accepted 11 February 2019)

In this study, titanium oxide (TiO2 )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stainless-steel and glass substrates by using a facing target sputtering method. As-deposited TiO2 films exhibited an optical
energy band-gap of 3.37 eV, a refractive index of 2.27 and an extinction coefficient of 0.19 at a wavelength of 550 nm. The color on the films was acquired by using the interference of light between
the TiO2 films and the reflective substrate, and also could be controlled from yellow to purple color
by changing the thickness of the TiO2 thin film. The above results, shown that color can be freely
realized for a reflective substrate using TiO2 , which is relatively an environment-friendly material
and that this approach can be applied in various fields requiring various color implem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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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 타겟 스퍼터링 방법으로 제작한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광학 특성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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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향 타겟 스퍼터링 (facing target sputtering) 을 이용하여 산화 티타늄 박막을 스테
인레스 (stainless-steel) 기판에 증착하여 박막의 광학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간섭색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였다. 산화 티타늄의 광학적 성질은 3.37 eV의 광학적 밴드갭, 550 nm 파장에서 2.27의
굴절률과 0.19의 흡수 계수를 나타낸다. 산화 티타늄 박막의 두께의 변화에 따라 황색(CIE 색좌표: 0.460,
0.389) 에서 자색 (CIE 색좌표 : 0.251, 0.171) 까지의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로부터 비교적 친환경 물질인 산화 티타늄을 이용하여 반사 성향이 있는 기판에 자유로운 색상 구현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이는 다양한 색 구현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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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산화 티타늄 (titanium dioxide, TiO2 ) 은 높은 광활성
도, 화학적 비활성, 높은 광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며,
또한 가시광 영역에서 우수한 투과율과 높은 굴절률을 나타
내는 물질이다 [1–4].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이 용이하
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물질이다. 이산화 티타
늄의 이러한 특성으로 대기 및 오염수 중의 유기물과 독성물
질의 분해에 필요한 광촉매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1–3], 태
양 에너지 전환 및 저장 등의 에너지 소재 [4], 페인트 등의 안
료 물질, 광학 코팅 물질 등 다양한 곳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5]. 이산화 티타늄 박막은 증착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성막이 가능하며, 다양한 소재에 적용이 되어 사용

Fig. 1. Schematic diagram of facing target sputtering
system for TiO2 thin film.

되고 있다. 이산화 티타늄을 증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화학
기상 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물리 기상
증착법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5], 용액 기반
공정이다 [6].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스퍼터링 (sputtering)
이나 플라스마 화학 기상 증착법 (plasma enhanced CVD,
PECVD) 등의 플라스마를 도입하여 이산화 티타늄을 증착
하는 방법도 적용이 되고 있으며 [3], 플라스마를 이용하는
공정은 저온에서도 양질의 이산화 티타늄을 성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퍼터링 방법의 한 종류로
서 대향 타겟 스퍼터링 (facing target sputtering, FTS) 을
이용하여 이산화 티타늄을 성막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였
다. 대향 타겟 스퍼터링 방법은 한 쌍의 스퍼터링 소스가
마주 보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성막이 일어나는 기판은
마주보고 있는 소스의 옆면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자기장의 영향으로 전자들은 나선 운동을 하며

물론이고 그래핀이나 유기물 등에 손상 없이 박막을 증착할
수 있어서 유연성 기판 기반의 유기 전계 발광 소자나 태양
전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10]. 하지만, 대향 타겟 스퍼터링
방법은 상용 스퍼터링 방법에 비해 성막율이 낮은 단점이
있으나, 유기 전계 발광 소자나 태양전지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막의 두께에 민감한 광학적 특성을 조절하기에
매우 뛰어난 장점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향 타겟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산화 티타늄 박막을 스테인레스 (stainless steel) 기판에
증착하였고, 성막된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광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스테인레스 기판의 반사 특성과 이산
화 티타늄 박막의 광학 특성을 이용하여 간섭색을 발현하
였고, 발현된 색상은 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éclairage) 1931 색 공간 좌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기장 집속 효과로 인해 입자 사이에서 높은 충돌
확률을 유도할 수 있다 [7–9]. 이러한 효과로 인해 낮은
기압 조건에서 높은 밀도의 플라스마를 두 개의 스퍼터링

II. 실험 방법

소스 사이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 두 개의 스퍼터링 소스
사이에서 발생한 높은 밀도의 이온 입자 또는 중성 입자들
중에서 집속 자기장을 벗어나는 입자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입자들에 의해 기판에 성막이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대향
타겟 스퍼터링 방법은 플라스마의 직접적인 노출이 박막
혹은 기판에 미치지 않으므로, 높은 에너지의 이온에 의한
박막 및 기판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성막되는
박막의 응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박막의 형성에
적용되고 있다 [7,8]. 특히 유연성을 가지는 폴리머 기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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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 티타늄 박막은 스테인레스 기판과 유리 (Corning
7059) 기판에 FTS 방법을 이용하여 성막하였다. Fig. 1
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FTS 장비의 도식도이다. 두 개의
직사각형 형태의 스퍼터링 소스가 마주 보게 배치되어 있
으며, 두 소스 사이의 간격은 50 mm로 배치하였다. 스퍼터
링 타겟 물질로는 80 mm × 40 mm의 면적과 높이 5 mm
의 직사각 판형 Ti(순도 : 99.9%) 을 사용하였고, 플라스마
집속 효과를 위하여 타겟 뒷면에 원통형 네오디움 자석을
Fig. 1과 같이 배치하였다. 증착이 진행되기 전에 스퍼터링
반응기는 기계식 펌프 (Kodivac, GHP-550) 와 터보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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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cess parameters of a facial-target sputtering
for TiO2 thin film depositions.
Parameters
Base Pressure
Working Pressure
Ar Flow Rate
O2 Flow Rate
Input Power
Target-Target Distance
Target-Substrate Distance
Substrate Temperature
Deposition Rate

Unit
[Torr]
[Torr]
[sccm]
[sccm]
[W]
[mm]
[mm]
[◦ C]
[nm/min]

Value
1 × 10−5
5 × 10−3
20
5
400
50
50
100
1.3

펌프 (Varian, Turbo V-550) 를 이용하여 1 × 10−5 Torr
까지 진공 배기하였고, 이후 아르곤(Ar, 흐름률: 20 sccm)

Fig. 2. (Color online) (a)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f Ar-O2 plasma, (b) ratio variation of spectrum according to oxygen pressure.

과 산소 (O2 , 흐름률 : 5 sccm) 를 주입하여 5 × 10−3 Torr
의 압력을 유지하였다. 반응기의 압력은 용량성 마노미터
(MKS, 122BA) 와 음극 진공 게이지 (Varian, 525) 를 이용
하여 관측하였다. 반응기의 압력이 안정화가 된 후, 두 스
퍼터링 소스에 직류 전원 (IMT, IDP-1010S) 을 인가하고
플라스마를 발생시킨다. 이 때 입력 전력은 400 W로 하고,
시간에 따른 변수로 기판에 성막을 진행한다. 기판의 경우
할로겐 램프를 이용하여 가열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는 박막
◦

의 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증착 과정에서 100 C로
유지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상세한 실험 조건은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적으로 서서히 감소한다. 비이온 티타늄 방출선 (unionized
Ti line, Ti I)은 461 nm에서 관찰이 되며, 상대적으로 산소,
아르곤 방출선에 비해 방출선의 세기가 매우 약하다. 산소
의 분압비가 증가할수록 티타늄 방출선의 세기는 증가하며,
산소 대비 아르곤 비가 1 : 4가 되는 지점부터 방출선의 세
기는 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산소의 경우 777, 844 nm의
파장에서 높은 세기의 방출선을 나타내며, 이는 각각 3p5 P
→ 3s5 S와 3p3 P → 3s3 S의 O 원자 천이를 나타낸다 [12].
특히 777 nm에서의 산소 방출선의 경우 단일 과정 해리성

성막이 이루어진 이산화 티타늄 박막은 X선 회절 실험

들뜸 과정 (single-step dissociative excitation process) 에
의한 것으로, 16 eV 정도의 전자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13].

(XRD, Philips X’pert-APD) 을 통해 박막의 구조를 조사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타겟과 산화성 플라스마를 이용하는

하였고, 박막의 광학적 특성은 자외선-가시광 분광기 (UV-

반응성 스퍼터링 공정으로, 티타늄 방출선의 세기가 포화되

Vis, Varian Cary 5G)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르곤-

는 지점을 기준으로 증착 조건을 선정하였다. 위 조건으로

산소 (Ar-O2 ) 플라스마의 특성은 광방출 분광기 (OES,

증착한 이산화 티타늄 박막은 비정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Oceanoptics HR-4000)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a)는 대향 타겟 스퍼터링 방법으로 유리기판 위에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Fig. 2(a) 는 이산화 티타늄 박막 증착 공정 과정에서 아
르곤-산소 플라스마의 광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아르곤에 의한 광방출 선들은 600 ∼ 800 nm 사이에서 비
이온 아르곤 방출선 (unionized Ar lines, Ar I) 들과 400 ∼
500 nm 사이에서 단이온 아르곤 방출선(singly-ionized Ar

형성된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투과도를 나타낸다. 박막의
투과도는 가시광의 장파장 영역(> 500 nm)에서 85% 이상
의 값을 나타내며, 가시광의 단파장 영역 (300 ∼ 450 nm)
으로 갈수록 박막의 흡수에 의해 급격히 줄어든다. 박막의
투과도 (T ) 는 식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
T =

(1 − R)2 exp (−αd)
1 − R2 exp (−αd)

(1)

lines, Ar II)들이 주요하게 관찰된다. Ar I과 Ar II 방출선

여기에서, R 은 박막의 반사도, α 는 박막의 흡수 계수 (ab-

은 전자와 중성 또는 이온화된 아르곤 입자 사이의 비탄성

sorption coefficient), d 는 박막의 두께를 나타낸다. 이 식

충돌에 의해 발생한다 [11]. 산소의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에서 유리 기판의 의한 반사율은, 가시광 영역에서의 높은

Ar II 방출선들은 급격하게 감소하며, Ar I 방출선은 상대

투과율 (>95%) 과 낮은 흡수 계수 (∼1 × 10−1 cm−1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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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Optical transmittance (inset:
optical bandgap) and (b) refractive index and extinction
coefficient of TiO2 thin film according to wavelength
인해 거의 0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투과 특성에 근사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투과도의
가시광 단파장 부근에서 나타나는 광흡수는 박막의 에너지
밴드갭 (Eg ) 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밴드갭 근처에서
반사 손실은 기본 흡수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박막의 흡수
계수 (α) 는
α=

1
1
ln
d
T

(2)

로 나타낼 수 있다 [15–17]. 여기에서, 타우 (Tauc) 관계식
을 이용하여 흡수 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타우 관계식은 식
(3)에 나타낸다 [16,17].
αhν = B(E − Eg )m

(3)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경우 에너지 밴드갭 사이에서 간접 천
이 (indirect transition) 을 하므로, m = 2의 값을 식 (2) 에
대입하여 에너지 밴드갭을 구할 수 있다 [16,17]. Fig. 4(a)

Fig. 4. (Color online) (a) Reflectance of TiO2 thin films
according to the growth time and (b) CIE 1931 chromaticity diagram
√
(inset) 은 에너지 밴드갭을 계산하기 위한 E 와 αhν 의
관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며, 이로부터 계산된 에너지 밴
드갭은 3.37 eV이다. Fig. 3(b)는 형성된 이산화 티타늄 박
막의 굴절률 (refractive index, n) 과 소멸 계수 (extinction
coefficient, k)를 나타낸다. 소멸 계수는 식 (1)를 이용하여
계산한 흡수 계수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흡수 계수와
소멸 계수 사이에는 식 (4) 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14,
18].
k=

αλ
4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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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λ 는 빛의 파장을 나타낸다. 또한 박막의 굴절률
은 박막의 반사도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굴절률과 반사도
사이에는 식 (5)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19].
√
−(R + 1) ± 2 R
n=
(5)
R−1
2

식 (5)은 일반적으로 반사율 값을 표현하는 식, R = (n−1)
(n+1)2
에서 박막의 굴절률 (n) 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계산된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굴절률과 소멸 계수는 550 nm의 파
장에서 각각 2.27과 0.19의 값을 가진다.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광학적 특성을 종합하면, 3.37 eV의 넓은 에너지
밴드갭 및 가시광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굴절률과 낮은
소멸 계수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광학적 특성은 투명 광학
물질로 적절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넓은 밴드갭 특성은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양극에
적용하여 정공 주입을 돕는 역할과 누설 전자를 막는 에너지
장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20]. 그리고,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높은 굴절률은 유기 전계 발광 소자에서 그래핀과
함께 적용함으로써 양자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21], 태
양전지에 적용하면 광흡수층에 흡수되지 않은 빛을 내부로
전반사 시킴으로써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2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 티타늄 박
막의 두께를 조절하여 박막과 스테인레스 기판 사이의 빛의
간섭을 조절하여, 간섭색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Fig. 4(a)는
스테인레스 기판 위에 증착된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두께에
따른 반사도를 나타낸다.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두께는 증
착 시간이 10분, 20분, 30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34 nm, 47
nm, 59 nm 로 증가하였고, 이때 최저 반사율을 나타내는
영역은 ∼470 nm, ∼560 nm, ∼655 nm로 장파장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반사된 빛에 의해 구현된 간섭색은
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éclairage) 1931 색
공간 좌표를 사용하여 정량화하였다 [23–25]. Fig. 4(b) 는
스테인레스 기판 위에 성막한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CIE
색 좌표를 나타낸다.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
지면서 색 좌표는 적색 계열에서 청색 계열로 옮겨감을 알
수 있다.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물리적 특성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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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erties of TiO2 films deposited using a
facing-target sputtering technique (Eg : optical energy
bandgap, n: refractive index, k: extinction coefficient,
CIE: CIE color coordinate).
Properties
Crystal Structure
Eg [eV]
n (@550 nm)
k (@550 nm)
(Thickness: 34 nm)
CIE
(Thickness: 47 nm)
(Thickness: 59 nm)

Value
Anatase phase
3.37
2.27
0.19
(0.460, 0.389)
(0.251, 0.171)
(0.209. 0.247)

밴드갭을 가지고 있었다. 스테인레스 기판 위에 증착된 이
산화 티타늄 박막은 두께가 두꺼워 짐에 따라 황색에서 자
색까지의 다양한 간섭색을 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비교적 친환경 물질인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두께를 조절
함으로써 자유로운 색상 구현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이는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는 장식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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