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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Nitrogen Plasma Treatment on Titanium Suboxide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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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grown titanium suboxide thin films on glass substrates by using DC magnetron sputtering
methods with a Ti2 O3 target. The deposited film was then treated with nitrogen plasma by using a
capacitively coupled plasma system. We used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to monitor the energy
of the nitrogen plasma. Nitrogen flows of 20 and 60 sccm were selected in the current work, in which
the 1st positive series are almost constant, but the 2nd positive and the 1st negative series vary.
Through X-ray diffraction and Raman spectroscopy analyses, we identified the effect of nitrogen
plasma species and their energy on the surface structure of the titanium-suboxide thin films. We
found that the crystal quality was improved and the grain size was increased by plasma treatment.
Especially, an elongation of the c-lattice parameter (contractions of a, b-lattice parameters) and a
reduction of the sheet resistance were observed for a 20-sccm nitrogen flow, for which the plasma
energy is comparably higher.
PACS numbers: 52.25.−Os 78.20. −e, 81.15.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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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서브티타늄 박막의 질소 플라즈마 처리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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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로 Ti2 O3 타겟을 이용하여 유리 기판 위에 티타늄 서브 옥사이드
박막을 증착한 후 capacitively coupled plasma 시스템을 이용하여 질소 플라즈마를 처리했다. 광 방출
스펙트럼을 모니터링하여 질소 플라즈마 종과 에너지를 분석하여 박막 표면에 질소 플라즈마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질소의 유량으로 1st positive series의 양은 비슷하나, 2nd positive series와 1st
negative series가 서로 차이가 나는 20 과 60 sccm 을 선택하여, 플라즈마 처리를 진행하였다. X선 회절과
라만 분광법을 통하여 질소 플라즈마 처리 시 질소 플라즈마 종과 그 에너지가 박막에 표면에 주는 영향을
조사했다.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결정성이 향상되고, 낱알 크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에
너지 플라즈마종이 확인된 질소 유량 20 sccm 의 경우 격자 변수 c-축의 증가 (a, b-축의 감소)와 면저항의
저하가 확연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PACS numbers: 52.25.−Os 78.20. −e, 81.15. Cd
Keywords: 산화서브티타늄, 플라즈마처리, 라만 분광법, 플라즈마 분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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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Magneli phase 를 갖는 Tin O2n−1 (2 ≤ n ≤ 10) 의 산화
티타늄은 새로운 전기적 특성과 열전도 특성으로 인해 주
목받아왔다 [1,2]. Tin O2n−1 는 TiO2의 산소 결핍 상으로
상온에서 다양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므로 연료 전지 전극
및 저항 랜덤 액세스 메모리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티타늄
기반 전자 소자에 폭넓은 이용이 가능하다 [2]. n=2 인 강옥
(Corundum)형의 Ti2 O3 는 약 0.1 eV 의 좁은 밴드 갭 [3]으
로 전체 스펙트럼 범위에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해
뛰어난 가시광 흡광도 [4], 높은 전기전도도 [5], 전기 화학적
내부식성이 뛰어나다 [6].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광촉매
[5], 가스 및 바이오 센서의 촉매 [6,8], 배터리의 전극 [7], 광
전자 공학의 소자 [8]와 멤리스터 (Memristor) [9]의 소자로
사용되어 왔다. Ti2 O3 는 광물 이름으론 Tistarite 이며, αAl2 O3 와 같은 강옥형의 마름모계(Rhombohedral) 구조를
가지며 R-3C 의 공간군(space group)에 속한다 [10]. 다른
형태인 직방정계 (Orthorhombic) 형의 Ti2 O3 구조를 갖는
박막에서 초전도성이 Li 그룹에서 확인된 바 있다 [11]. 특
히, 강옥 구조는 450 K 근처에서 금속 - 반도체 전이 특성을
갖기 때문에 격자 상수 [12], 열용량 [13], 비저항 [14]이 크
게 변한다. 또한, 전이의 크기 및 온도는 비 화학량론, 격자
변형, 불순물과 같은 요인에도 영향 받을 수 있다 [15].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재료의 벌크 특성이 변경되지 않게
하면서 표면의 몇 nm 만 변형이 가능하다 [16]. 따라서 생
체 의학 재료 등 표면의 물성이 중요한 응용에 선택적 표면
반응을 유도하는 플라즈마 처리 기술은 활용도가 다양하다
고 볼 수 있다 [17]. 또한, 플라즈마 처리는 걸리는 시간이
짧아 효과적이고 저온 공정이 가능해 경제적인 표면처리
기술이다 [18].
본 연구에서는 Ti2 O3 박막에 질소 플라즈마 표면처리
를 함으로써 구조적,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다. 질소가 도핑된 산화 티타늄 박막의 광학
밴드 갭을 변화시키게 하고 [19], 결정 경계에 형성된 산소
결핍 부위에 도핑된 질소가 산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20].

Fig. 1. (Color online) Optical Emission Spectra (OES)
results (a) 1st positive series, (b) 2nd positive series &
1st negative series.
분이며, 플라즈마 출력은 200 W, 기판의 온도는 300 ◦ C 로
유지했다. 바탕 압력은 7.1 ×10−6 Torr, 동작 압력은 2.6
×10−3 Torr 로 유지되었다.
RF-CCP (Capacitively Coupled Plasma) 장비를 이용
하여 질소 플라즈마 처리를 하였다. 두 판 사이의 간격은 27
mm로 유지하고, 온도는 120 ◦ C, 플라즈마 출력은 300 W
로 고정하였다. 처리 시간은 15분이며, 질소의 유량은 20
과 60 sccm 이 각각 사용되었다. 질소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샘플을 N0, 20 sccm 으로 처리한 샘플은 N20, 그리고

II. 실 험

60 sccm 으로 처리한 샘플은 N60 이다. 이때 광학 탐침이
연결된 분광기 (HORIBA, TRIAX) 를 이용하여 In-situ 광

직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을 이용하여 1 × 1인치 글라
스 기판 위에 Ti2 O3 박막을 증착했다. 타겟 물질로 Ti2 O3
2인치 원판을 사용했으며 타겟과 기판 사이의 거리는 60
mm 로 유지했다. 스퍼터링 가스로 알곤이 사용되었으며,
가스의 유량은 4 sccm 으로 고정되었다. 증착 시간은 5

방출 플라즈마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 OES)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질소 유량에 따른 플라즈마 종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결정 특성과 배향 (orientation) 을 알아보기 위해 엑스선
이 CuKα (λ=1.5418 Å) 인 PANalytical사의 X’Pert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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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Integral intensity of 1st positive series, (b)
peak intensity of 2nd positive series at 337.0 nm, (c) peak
intensity of 1st negative series at 391.4 nm.
(a)
N20
N60

1st positive series (620-690, 710-790, 840-895 nm)
7239235
7216504
(b)

N20
N60

2nd positive series (337.0 nm)
2453.0
2879.4

N20
N60

1st negative series (391.4 nm)
2010.2
2984.5

(c)

Fig. 2. (Color online) XRD results of samples.
◦

MPD 을 이용하여 2θ = 0.04 간격으로 엑스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을 측정했다. 또한, 파장이 514 nm 인
Ar+ 레이저가 사용된 라만 분광계 (HORIBA, LabRAM
HR Evolution) 를 이용하여 질소 플라즈마 처리 전과 후
라만 진동 모드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III. 결 과
Figure 1의 (a) 와 (b) 는 플라즈마 출력을 300 W 로 고
정하고, 에너지가 다른 두 종류의 질소 유량 각각 20과 60
sccm 으로 처리했을 때의 플라즈마 방출 스펙트럼이다.
Figure 1의 (a) 는 여기된 중성 분자종 1st positive series,
(b) 는 중성 분자종 2nd positive series와 이온 분자종 1st
negative series 의 스펙트럼이다. 1st positive series의 분
자 전이는 B3 Πg (> 7.35 eV) → A3 Σ+
u (> 6.17 eV), 2nd
3
positive N2 분자 시스템은 C Πu (> 11.03 eV) → B3 Πg
(> 7.35 eV) 전이를 갖는다 [21]. 1st negative series N2+
3 +
이온 시스템은 B2 Σ+
u (> 18.7 eV) → X Σg (> 15.6 eV)
를 갖는다 [22].
Table 1의 (a)에 N20과 N60의 1st positive series (620690, 710-790, 840-895 nm) 의 구간에서 적분 세기가 나타
나 있다 [23]. 질소 플라즈마 양이 변함에 따라 유의미한
적분 세기의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또, Table 1의 (b)와
(c) 에서 2nd positive series 인 337.0 nm 와 1st negative
series 의 봉우리인 391.4 nm 의 세기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데 질소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기가 각각 17.4%, 48.5%
증가했다. 2nd positive series의 전이 에너지는> 11.03eV
→> 7.35eV로 11.03 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중성
분자 종의 밀도를 유추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위의 광 방
출 스펙트라 결과에 의하면, 질소 유량이 20 sccm 에서 60

sccm 으로 증가할 때, 11.03 eV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중성
분자 종의 밀도가 17.4%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활성이
큰 1st negative series는 결정 결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 질소 유량이 60 sccm 일 때 밀
도가 48.5% 증가하였다. 그러나 원자의 전자 전이에 기인한
봉우리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플라즈마 처리 전후의 샘플들 구조를 엑스선
회절로 확인하였다 [Fig. 2]. 다양한 배향성을 갖는 봉우리
들의 존재로 다중 결정구조가 확인되었다. 플라즈마 처리
이후 봉우리들의 세기가 세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결정성의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JCPDS
(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 카
드 (00-010-0063)에 따라 샘플들은 Fig. 3에 보이는 마름모
계 구조의 Ti2 O3 임을 확인하였고, 32.67◦ , 38.66◦ , 40.95◦ ,
54.19◦ 의 봉우리들은 각각 (104), (006), (113), (116) 배향
을 의미한다 [24].
Scherrer 방정식 (즉, D = kλ/β cos θ) 에 따라 2θ =
54.19◦ 봉우리의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을 이용해 결정 크기를 구했다. 여기서 k 는 형상
계수로 일반적으로 0.9, D 는 결정 크기, λ 는 엑스선의
파장, β 는 봉우리의 반치폭이고, θ 는 봉우리 위치이다 [25].
질소 플라즈마가 처리 후에 반치폭이 6.5% 감소하는 것으로
부터 낱알 크기가 6.8%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 2].
이는 질소 플라즈마 종이 전달하는 에너지가 결정의 크기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각각의 봉우리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기반으로 한 격자 상수의 비교는 하지
않았다. 봉우리의 반치폭에 비해 샘플별 위치 차이가 작아
분석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플라즈마
처리 효과는 표면에 국한되나, 엑스선 회절 결과와 이후 언
급될 라만 분광 분석과 면저항 (sheet resistance) 측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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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Rhombohedral structure of Ti2 O3
(black line : conventional cell, yellow line : primitive cell,
gray circle : Ti, red circle : O). a = b = 4.76 Å, c=12.99
Å
Table 2. FWHM of (116) peak and crystal size estimated
by Sherrer formular.
N0
N20
N60

FWHM [degree]
1.24±0.03
1.16±0.02
1.16±0.02

Crystal size [nm]
72.0
76.9
76.9

Fig. 4. (Color online) Raman spectra of samples.
Table 3. Raman peak position of samples [cm-1].
Mode
N0
N20
N60

A1g
211.5
212.4
211.7

Eg
250.4
248.0
249.8

Eg
302.9
290.8
290.0

Eg
333.0
328.9
330.5

Eg
440.1
436.5
437.7

A1g
500.3
498.9
500.1

Eg
555.8
554.4
554.3

박막 부피 전체의 평균적 데이터이다. 그러므로 결정성의
변화와 결정 크기의 변화가 표면에서는 더욱 클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세 결정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라만 분광법을 사
용하였다. Figure 4와 Table 3에 질소 플라즈마 처리 전후
A1g , Eg 두 종류의 진동 모드의 라만 이동 봉우리가 표기
되어 있다. 질소 플라즈마를 처리하지 않은 샘플의 경우에
라만 이동 봉우리의 위치는 211.5, 500.3 cm−1 에서 두 개의
A1g 모드, 250.4, 302.9, 333.0, 440.1, 555.8 cm−1 에서 다

Fig. 5. (Color online) Sheet resistance of samples.

섯 개의 Eg 모드가 발견되었다 [26]. 이를 통하여 마름모계
구조의 Ti2 O3 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질소 플라즈마
처리 후에 211.5 cm

−1

(A1g ) 는 증가하고 나머지 봉우리

위치들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변화는 격자
상수의 변화와 연결되고, 이는 이전 Shin과 Mooradian의
연구에서 약 300 ◦ C 에서 라만을 측정했을 때의 변화 경
향과 본 연구인 질소 플라즈마 처리했을 때의 변화 경향이
같은 패턴을 보인다 [26,27]. 이는 관측한 결과가 반도체 -

[26,30]. 결론적으로 라만 모드의 변이로 질소 플라즈마를
처리했을 때, c-축 값이 증가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Fig. 3].
특히 질소 유량이 20 sccm 일 때 증가가 더 명확하다.
Figure 5 는 각 샘플에 대한 4-탐침 방법으로 측정한 면
저항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다. N0, N20, N60의 면저항의
값은 각각 3823.5, 2281.1, 2734.5 Ω/sq 이다. 질소 플라

금속 전이 과정에서 관측된 라만 결과와 유사성을 보이고

즈마를 20 sccm 처리했을 때는 처리 전 샘플에서 40.4%,

있는 데, 이때 강옥 구조에서 c-축이 증가하고, a, b-축의

60 sccm 처리했을 때는 28.5% 감소했다. 다시 말해 질소

크기는 감소함이 확인된 바 있다 [28,29]. 또한, 비저항은

유량이 20 sccm 에서 가장 큰 저항 저하가 나타났는데, 라만

작아지고, 부피도 작아지게 되는 현상도 같이 보고되었다

결과에서 예측하였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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