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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anium dioxide (TiO2 ) films were deposited on glass substrates by using RF magnetron
sputtering, and their optical and surface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sputtering
process condition. Variations in the crystal structure, surface morphology, optical spectra, and
hydrophilicity of the films were characterized with changing O2 partial pressure in an ambient
gas. The grown films were amorphous, and their surface roughness decreased with increasing of
O2 partial pressure. Partial substitution of O2 for Ar increased the optical transmittance and
decreased the reflection in the wavelength range of visible light. The hydrophilicity of the film’s
surface decreased with increasing O2 partial pressure, which was considered to be the cause of the
variation in the film’s surfac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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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제작한 이산화티타늄 박막의 표면 및 광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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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을 사용하여 이산화티타늄(TiO2 ) 박막을 유리 기판 위에 증착하고, 스퍼터링
공정 조건에 따른 박막의 광학적 특성 및 표면 특성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박막 증착 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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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중의 산소 분압의 변화에 따라 박막의 결정 구조, 표면 형상, 광학 스펙트럼 및 친수성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박막의 결정구조는 비정질 상으로 성장하였고 산소 분압의 증가에 따라 박막의 표면 거칠기는
감소하였다. 아르곤 가스에 산소를 혼합함에 따라 가시광의 파장 범위에서 광투과율이 증가하고 반사율은
감소하였다. 박막 표면의 물방울과의 접촉각 측정 결과, 산소 분압의 증가에 따라 박막 표면의 친수성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박막의 표면 거칠기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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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TiO2 는 가시 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에서 높은 광투과율
과 굴절율을 나타내며 높은 유전율을 갖는 재료로서 [1–3],
각종 광학 박막 [4, 5], 염료 감응 태양 전지 [6] 및 초고집
적 반도체 소자용 커패시터 [7]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
가능성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최근에는 TiO2 박막의

Table 1. Sputtering conditions for TiO2 thin film deposition.
Deposition parameters
Conditions
RF power
150 W
Substrate
Corning 7059 Glass
Substrate temperature
R.T.
Ar/O2 gas ratio (sccm) 100/0, 75/25, 50/50, 25/75, 0/100
Ambient pressure
10 mTorr
Target-substrate distance
55 mm

광촉매 특성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자동차 내외장재 외벽의
자기 세정 코팅으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8–10].
현재까지 TiO2 박막은 졸-겔법 [11], 전자빔 증착 [12],
이온빔 증착 [13], 화학기상증착 [14–16], 펄스 레이저 퇴적
[17], 반응성 스퍼터링 [18] 및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19,
20]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되어 왔다. TiO2 박막은 제
조 방법 및 공정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정 구조 및 광범위한
특성 변화를 나타낸다. TiO2 박막의 다양한 제조 방법 중
에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은 대면적에 걸쳐 높은 두께
균일성을 얻을 수 있고 박막의 화학량론 제어가 비교적 용이
하며, 저온에서 결정성 박막을 증착하기 쉽고, 밀도가 높은
코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산화에 가장 적합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한편, 자기 세정 박막으로 적용을 위해서는 TiO2
박막의 표면 특성의 제어를 통하여 친�소수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내오염성이 우수한 친수성 박막을 제조
하기 위해서는 기판의 표면 구조 및 표면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제작 과정이 필요하다 [21,22]. 그러나, 아직까지
TiO2 박막의 다양한 결정구조나 표면형상의 변화에 따른
친�소수성 등의 표면 특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유리 및 건물의 유리창 등의 오
염방지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RF magnetron sputtering
법을 사용하여 분위기 가스인 Ar과 O2 의 상대적 몰비를
변화시켜 가면서 유리 기판 위에 TiO2 박막을 제작하고,
제조된 박막의 광투과율, 굴절율 등의 광학적 특성 및 결정
구조, 표면형상, 친�소수성 등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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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방법
TiO2 박막의 제조를 위하여 RF magnetron sputtering
장치를 이용하였다. 순도 99.95%인 직경 2인치의 TiO2
세라믹 소결체를 타겟으로 하여 Corning 7059 glass 기판
위에 TiO2 박막을 스퍼터링으로 증착하였다. 기판은 아
세톤, IPA, 초순수의 순으로 각각 5분간 초음파 세척을 한
후에 질소 가스로 blowing하여 잘 건조시킨 후, 진공 챔버
내의 기판 홀더 위에 장착하였다. 챔버의 진공도를 유지하
기 위해 저진공 펌프로는 로타리 펌프를 사용하고 고진공
펌프로는 터보 분자펌프를 사용하였다. 진공도의 측정은
Pirani 게이지와 Penning 게이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초기 진공도는 3 × 10−6 Torr까지 도달하도록 하였다. 목
표로 하는 진공도에 도달한 후에, 아르곤 및 산소 가스의
MFC를 사용하여 도입 가스의 유량을 제어하였다. 챔버
내의 압력은 버터플라이 타입의 메인 밸브를 개폐하면서
조절하였다. 기판 셔터를 닫은 상태에서 RF power를 인가
하여 pre sputtering하여 타겟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플
라즈마의 안정화 상태를 확인한 후, 셔터를 열어 기판 위에
증착을 시작하였다. 스퍼터링 시의 챔버 내 분위기 가스의
압력은 예비실험을 통해 가장 높은 증착속도가 얻어지는
조건인 10 mTorr, 고주파 출력은 150 W로 고정하였으며,
기판 온도는 상온에서 혼합 가스 중의 아르곤 및 산소 가스
의 상대적인 분압 비율을 변화시켜 가면서 TiO2 박막을 증
착하였다. 기판과 타겟 간의 거리는 55 mm로 고정하였다.
Table 1에 스퍼터링 실험 조건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제작된 TiO2 박막의 두께는 탐침법 (DEKTAK 3030)
으로 측정하였고, 박막의 결정구조는 CuK�선에 의한 X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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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절계 (XRD, Rigaku사, D/MAX 2550 V) 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박막의 표면 형상은 원자힘현미경 (AFM, PSI
사, XE-100) 으로 측정하였고, 광투과율 및 반사율 등의 광
학적 특성은 자외-가시-근적외광 분광광도계 (UV-VIS-NIR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사, LAMBDA 950) 를
사용하여 파장 350-1000nm의 범위에서 측정하였으며, 굴
절율은 분광타원분석기 (Ellipsometer, 엘립소테크놀러지
사, Elli-SE) 를 사용하여 파장 633 nm의 He-Ne 레이저를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박막 표면의 친소수성을 평가하기 위
해 Contact angle analyzer (SEO사, Phoenix 300 Touch)
를 사용하여 As-depo 상태에서 물방울과의 표면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토의

Fig. 1. Deposition rate of TiO2 thin films with variation
of O2 gas molar ratio in ambient gas.

Figure 1은 진공 챔버 내의 분위기 혼합가스의 전체 유량
을 10 sccm으로 고정시키고 아르곤과 산소 가스의 유량 비
율을 상대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산소 가스의 몰 비에 따른
TiO2 박막의 증착 속도를 나타내었다. 산소 가스의 몰 비가
0일 때, 즉 아르곤 10 sccm, 산소 0 sccm일 때 TiO2 박막의
증착속도가 가장 크며, 산소 가스의 몰 비가 커질 수록 TiO2
박막의 증착속도는 거의 직선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박막의 증착 속도는 가속되어 타겟을 충격하는
가스 이온 한 개당 스퍼터되어 방출되는 타겟 원자의 수를
나타내는 스퍼터율에 비례하는데, 스퍼터율은 가스 이온
의 입사각, 이온의 에너지, 이온의 질량 및 타겟 내 원자의
표면결합 에너지에 의존한다 [23]. 산소는 아르곤에 비해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혼합가스 중 산소가 증가할
수록 스퍼터율이 저하하여 박막의 성장속도가 감소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르곤 등의 비활성 가스를 방전 가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르곤 이온이 타겟 표면의 원자와 충
돌한 후 대부분은 공간으로 다시 확산하여 기판의 충격에
재사용되는 반면, 산소 등의 다른 반응성 이온들의 경우에는
타겟 물질에 흡착하여 달라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판 온도가 상온일 때 분위기 혼합 가스 중 아르곤과 산
소의 비율을 변화시켜 가면서 glass 기판 위에 증착한 TiO2
박막의 결정구조를 XRD로 측정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
었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 가스의 비율을 변
화시킨 모든 박막에서 25도 부근에서 매우 broad한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박막이 비정질 상을 가짐을 의미한
다. 또한, 27.4도 부근에서 루틸 상의 (110) 피크가 미세하
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루틸상의 피크 강도는 혼합
가스 중의 아르곤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TiO2 박막의 루틸 상의 회절 피크의 위치는 다결정 TiO2

분말 결정과 일치하였다. TiO2 는 아나타제 (tetragonal),
루틸 (tetragonal) 및 브루카이트 (orthorhombic) 등 3개의
결정질 상을 가지고 있으며 [24]. 아나타제상은 300 ◦ C 미
만의 저온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광촉매 특성
은 3가지 상 중 아나타제 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 본 실험에서 제작된 시료들이 대부분 비정질
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glass 기판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증
착되어 결정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방전 가스 중 아르곤의 비율이 높을수록
스퍼터율이 높아지며 스퍼터되어 방출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26]. 따라서 기판에 도달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도 커지게 되어 결정화가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게 된다. 따라서, 아르곤의 비율이
높을 수록 비정질 모상 중에 미세한 루틸 결정상이 나타나기
쉽게 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비정질 구조를 갖는
TiO2 박막도 결정질보다는 낮지만 광촉매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주상정과 같은 미세구조에 따른
표면적 효과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7]. 또
한 비정질의 TiO2 벌크 박막에서 Ag 등의 금속 나노입자를
주입함으로써 광촉매 특성이 향상되었다는 보고들도 있다
[28,29].
Figure 3은 진공 챔버 내의 분위기 혼합가스 중 아르곤과
산소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산소 가스의 몰
비에 따른 TiO2 박막의 표면 형상을 5µm × 5µm 면적에서
AFM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다. 산소 가스의 몰 비가
0일 때 TiO2 박막의 표면이 가장 거칠며, 산소 가스의 몰
비가 커질 수록 TiO2 박막의 표면 거칠기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5µm × 5µm 면적에서 측정한 표면
거칠기는 (a)에서 Rq = 14.4 nm, Ra = 11.4 nm, (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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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D patterns of TiO2 thin films deposited in
various O2 gas ambient at substrate temperature of 20
◦
C on glass substrate.

Fig. 3. (Color online) AFM images of TiO2 thin films
deposited on glass substrates with variation of O2 gas
molar ratio. (a) O2 /(Ar+O2 ) = 0, (b) O2 /(Ar+O2 ) =
0.25, (c) O2 /(Ar+O2 ) = 0.75, (d) O2 /(Ar+O2 ) = 1.
Rq = 3.2 nm, Ra = 2.4 nm, (c) 에서 Rq = 2.9 nm, Ra
= 2.3 nm, (d) 에서 Rq = 2.2 nm, Ra = 1.7 nm로 측정
되었다. 결정립 (grain) 의 크기는 산소 가스의 몰 비가 0
에서 제작된 박막의 결정립이 가장 크며, 산소 가스의 몰
비가 커질수록 결정립은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또한, FE-SEM으로 TiO2 박막의 단면 형상을 관찰한
결과, 아르곤과 산소 가스의 몰 비를 변화시키면서 증착한
박막은 모두 주상정 구조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전 가스 중 산소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 거칠기와
결정립이 작아지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소가
아르곤에 비해 타겟에 입사하는 이온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스퍼터되어 방출된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도 낮
아져, 스퍼터된 입자들이 기판 위에 도달하여 박막의 핵을
형성한 후 결정립 성장을 위한 표면 확산과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ure 4(a) 는 분위기 중 아르곤과 산소 가스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TiO2 박막의 광투과율 및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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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아르곤과 산소의 혼합 가스 분
위기에서 증착된 박막들은 아르곤 또는 산소 단일 가스만의
분위기에서 증착된 박막에 비해 가시광 파장 영역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광투과율과 낮은 반사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산소 가스만의 분위기에서 증착된 박막은 다른 박막들에
비해 가시광 영역에서 가장 낮은 광투과율과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었다. 각 박막의 스펙트럼에서 광투과율이 최대를
나타내는 파장과 반사율이 최소를 나타내는 파장은 대체로
일치하였다. 아르곤과 산소의 혼합 분위기에서 증착된 박막
들은 광투과율(T )과 반사율(R)의 합, 즉 R + T 의 값이 가
시광 영역에서 거의 0.9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이들
박막에서 광흡수 또는 산란에 의한 광학적 손실이 적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아르곤 또는 산소의 단일 가스 분위기에
서 증착된 박막, 특히 산소만의 분위기에서 증착된 박막은
R + T 의 값이 가시광 영역에서 0.9 이하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즉 아르곤 또는 산소의 단일 가스 분위기에서
증착된 박막, 특히 산소만의 분위기에서 증착된 박막에서
광흡수 또는 산란에 의한 광학적 손실이 많이 일어났다.
TiO2 박막의 광학적 손실은 박막 내부에서의 광흡수 또는
박막 표면에서의 빛의 산란이 주요 원인일 수 있으며, 박막
표면에서의 빛의 산란은 박막 표면의 거칠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4(a)에서 아르곤 단일 가스 분위
기에서 증착된 박막의 광학적 손실이 혼합 가스 분위기에서
증착된 박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높은
표면 거칠기에 의한 빛의 산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이 증착 조건에서는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Ti/O의 화학양론적 박막이 성장하지 않아서 성장한 박막
내에 Ti의 과다에 의한 내부 산란이 일어나는 것도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30]. Figure 3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박막의 표면 거칠기는 산소 분압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므로 혼합 가스 분위기에서 증착된 박막들은 광학적 손실이
감소되었다. 한편, 산소 단일 가스 분위기에서 증착된 박막
에서 광학적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난 원인은, 앞에서 고찰
한 바와 같이 산소 이온에 의해 스퍼터링되어 기판에 도달한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기판 위에서
안정한 위치로 이동하지 못 하고 그대로 응축되므로, 성장한
박막의 결정립 사이에 간극을 갖게 되어 박막 전체적으로
충진 밀도가 감소하여 박막 내부에서 광 흡수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 4(b) 는 분위기 혼합가스
중 아르곤과 산소 가스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산소 가스의 분압비에 따른 TiO2 박막의 굴절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TiO2 박막의 굴절율은 산소 분압비가 0일 때
약 2.45의 값을 나타내었고 산소 분압비가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산소 분압비가 1일
때는 약 2.19의 값을 나타내었다. 산소 분압비가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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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Variation of contact angle with water droplet
for the surfaces of TiO2 thin films deposited on glass
substrates according to variation of O2 gas molar ratio.

Fig. 4. (a) Transmittance and reflectance spectra of TiO2
films deposited on glass substrates at different O2 / (Ar
+ O2 ) ratios and (b) variation of the refractive index as
a function of the O2 / (Ar + O2 ) ratio.
따라 TiO2 박막의 굴절율이 감소하는 원인은 앞에서와 마
찬가지로 스퍼터된 원자들의 운동에너지가 감소하여 기판
위에서 성장한 박막의 충진 밀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1].
제작된 TiO2 박막의 표면 형상 변화에 따른 표면 친�소
수성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TiO2 박막의 물방울과의 접촉
각을 측정하였다. Figure 5는 스퍼터링 시의 분위기 혼합
가스 중 아르곤과 산소 가스의 상대적 비율의 변화에 따른
TiO2 박막의 물방울과의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이다. 접촉
각 측정은 glass 기판 위의 TiO2 박막에 대하여 As depo.
상태의 박막 표면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As-depo. 상태의
TiO2 박막의 접촉각은 산소 분압비가 0일 때 38.5◦ 였으나
산소 분압비가 증가할 수록 접촉각은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산소 분압비가 1일 때는 53.1◦ 의 접촉각을

나타내었다. 이들 TiO2 박막은 모두 접촉각이 90◦ 이하로
친수성을 나타냈으며, 산소 분압의 증가와 함께 박막의 표
면 거칠기가 감소하고 결정립이 작아짐에 따라 친수성의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Nam 등은 유기
�금속 화학 기상 증착법 (MOCVD) 에 의해 유리 기판 위에
금속 전구체 (precursor) 의 온도 변화에 따른 TiO2 박막을
증착하고 박막의 표면 거칠기가 낮고 결정립이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접촉각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32].
평탄한 고체 표면 위에 액체 물방울이 놓여 있을 때에
접촉각 θ 와 고상-액상, 액상-기상, 고상-기상 간의 각 계면
에너지, γSL , γLG , γSG 간의 관계식은 Young의 방정식에
따라 γSG = γSL + γLG cos θ 와 같이 표현된다 [33]. 한편
고체 표면에 물리적 요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액체 물
방울과 고체 표면 사이에 공기층이 존재하지 않고 고체와
액체가 서로 완전하게 접촉하는 균질 습윤 상태를 가정하
면, 표면 거칠기와 접촉각 사이의 관계는 Wenzel의 모델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4].
cos θw = r cos θ

(1)

여기에서 θw 는 요철이 있는 표면에서의 접촉각, θ 는완전히
평탄한 표면에서의 접촉각, 그리고 r 은 roughness fact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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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금속 산화물은 금속에 비하여 표면
자유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5].
TiO2 박막은 대부분의 금속 산화물에서와 같이 As-depo.
상태에서 높은 표면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박막의 표면 거칠기가 클수록 표면적이 커지므로 접촉각이
작은 쪽이 접촉 면적을 높이고 고체-액체 계면 에너지를 더
감소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총 자유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
에 열역학적으로 유리한 상태가 된다. 본 연구에서 산소
분압비가 높아질 수록 접촉각이 커지는 이유는 Fig.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소 분압비가 높아질수록 표면 거칠기
가 더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TiO2 박막의 증착 시 산소 분압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는
Wenzel의 모델과 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아르곤 또는 산소 가스만의 단일 가스
분위기에서 제작한 박막보다는 아르곤과 산소의 혼합가스
분위기에서 제작한 박막이 높은 광투과율과 낮은 반사율을
나타내어 광학적 특성의 측면에서 유리하며, 산소 분압이
낮은 조건에서 제작한 박막에서 친수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RF magnetron sputtering에 의해 glass 기판 위에 TiO2
박막을 제작하고 분위기 혼합 가스 중의 아르곤과 산소 가스
의 비율에 따른 박막의 증착 속도, 결정구조, 표면형상, 광학
적 특성 및 표면의 친�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혼합가스 중의 산소 가스 분압이 증가할 수록 박막의 증착
속도는 감소하였고 표면거칠기와 결정립의 크기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TiO2 박막은 비정질 구조로 성장하였고
산소 분압의 감소에 따라 루틸 결정상이 미세하게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곤과 산소가 혼합된 분위기에서 증착
된 박막들은 아르곤 또는 산소 가스만의 분위기에서 증착된
박막에 비해 가시광 파장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광투과
율과 낮은 반사율을 나타내었고, 산소 분압의 증가에 따라
굴절율은 감소하였다. 혼합가스의 비율에 따른 TiO2 박막
표면의 물방울과의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 혼합가스 중의
산소 가스 분압이 증가할 수록 친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iO2 박막 표면의 친수성은 박막의 표면거칠기
등 박막의 표면형상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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