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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grown nitrogen-doped titanium dioxide thin films by using DC magnetron sputtering
methods. During the growth, the nitrogen flow was altered to adjust the amount of nitrogen into
the titanium-dioxide films. By a comparative study of X-ray diffraction and Raman spectroscopy
results, we found that the insertion of nitrogen led to a reduction in crystal size/volume, distortion
of Ti-O bending, and displacement of Ti atoms. As the nitrogen flow was increased, the degradation
of crystal quality became more severe. A blue shift of the optical energy bandgap was observed for
the titanium-dioxide films with nitrogen, which is possibly related to quantum-confinemen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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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도핑된 이산화티타늄 박막의 구조적 변화
이승재 · 장지원 · 서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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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2일 받음, 2020년 11월 05일 수정본 받음, 2020년 12월 04일 게재 확정)

직류 전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질소가 도핑된 이산화 티타늄 박막을 성장하였다. 성장
시 질소 유량을 바꿔가며 박막에 삽입되는 질소의 양을 조절하고자 했다. 이렇게 성장 시킨 박막을 엑스레이
회절과 라만 분광 방법으로 분석하여서, 질소의 존재가 티타늄 이산화막의 결정 크기나 체적의 감소를 야기
함과 동시에 티타늄 원자의 자리 옮김을 유도함을 확인하였다. 질소 유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결정 결함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짐을 또한 관찰하였다. 이때 측정한 UV-Vis 결과에 따르면 질소
유량 변화에 따라 박막의 에너지 청색 편이가 확인 되었는데, 이는 양자 크기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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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TiO2 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금속산화물
중에서도 높은 굴절률 및 투과율을 나타낸다 [1]. 또한 산화
력이 커서 뛰어난 전기화학적, 광학적 성질로 응용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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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다. 광촉매 및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연구 되고
있는 물질 중 하나이다 [2,3]. TiO2 상은 주로 anatase상과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rutile상으로 존재하며 anatase
상의 밴드 갭은 3.2 eV, rutile상의 밴드 갭 3.0 eV 으로 알
려져 있다 [4].
질소 (N) 도핑은 광흡수 영역을 가시광선 영역까지 확
장시킬 수 있도록 밴드 구조를 바꾸는 효율적인 방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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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wth parameters.
Sample
Target
Substrate
Target to substrate distance [mm]
Substrate temperature [◦ C]
Deposition time [min]
Power [W]
Ar gas flow [sccm]
N2 gas flow [sccm]
Base pressure [Torr]
Working pressure [Torr]

N0

0
1.2 × 10−2

N0.5
N1.0
Ti2 O3 disk (99.9%)
Soda-lime glass
50
300
30
50
12
0.5
1
−6.5 × 10−6
1.2 × 10−2
1.4 × 10−2

N1.5

1.5
1.5 × 10−2

하나이다 [5]. 전이 금속인 TiO2 는 T 3d 상태와 O 2p 상
태가 각각 전도대와 가전자대를 형성하여 에너지 밴드갭을
결정하는데, O 격자 위치에 치환된 N 이 가전자대를 위로
청색 편이 시켜 밴드갭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N 도핑 과정은 박막 성장 방법과 공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TiO2 구조의 변화와 물리적 특성을 유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오히려 N-doping 을 통한 TiO2 밴드갭의 확장이 보
고된 경우도 있다 [6].
따라서, N 도핑이 TiO2 의 결정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보다 자세히 이해 할 수 있다면, 그동안 보고된 결과
들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해져, 결국 박막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의 광범위한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퍼터링 박막 성장 시, 도핑 가스인 N 의 유량을 조절하
여 형성된 박막의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N 의 분압의
변화에 따라 박막의 결정구조 및 에너지 밴드 갭의 변화를
관찰하고 연관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결정성, 방향성
등과 함께 미세한 TiO2 의 분조 구조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샘플은 N0.5, N1.0, N1.5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성장
조건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성장시킨 TiOx 박막의 결정구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CuKα 방사선 (λ = 1.5418 Å) 을 이용한 PANalytical 사
의 X-ray 회절분석계 X’Pert Pro MPD로, 2θ = 20 – 80◦
구간에서의 회절 피크를 관찰했다. 또한 N 유량에 따른
결정 특성과 배향을 조사했으며 회절 피크의 세기 및 반
치전폭 (Full width at half-maximum, FWHM) 를 이용해
Scherrer 방정식으로 결정 크기를 분석했다. 박막의 미세
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HORIBA 사의 LabRAM HR
Evolution을 사용하여 100 cm−1 에서 1000 cm−1 영역의
라만 산란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진동 모드의 변화를 확인
했다. K-MAC사의 박막 두께 측정기 ST 4000을 이용해
각각 샘플의 두께를 측정하였고, 박막의 광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PerkinElmer 사의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
Lambda 25을 이용하여 200 – 900 nm 파장 영역 대에서
박막의 투과율을 측정하고 광 흡수계수로부터 에너지 밴드
갭을 분석했다.

II. 실 험

III. 결 과

직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N 도핑된
TiOx 박막을 성장시켰다. 기판은 유리 (소다 라임 유리, 10
× 20 × 0.5 mm) 를 사용했으며 울트라 소닉으로 아세톤,
메탄올, 증류수로 각각 5분 동안 세척을 실시하여 표면의
오염을 제거했다. 사용한 타겟은 2 inch Ti2 O3 디스크 (순
도 99.9%) 이며 기판과의 거리를 50 mm 로 고정하였고,
박막이 성장하는 동안 기판의 온도를 300 ◦ C 로 유지했다.
스퍼터링 가스 및 도핑 가스로 Ar 과 N2 (99.999%) 를 사
용하였고, Ar 가스의 유량은 12 sccm 으로 유지했다. N 가
스의 유량에 따른 박막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N 가스의
유량을 0, 0.5, 1, 1.5 sccm로 조절하며 변화를 주었다. N를
넣지 않고 성장시킨 샘플은 N0, N의 유량에 따라 성장시킨

Figure 1(a, b) 는 N 유량의 변화에 따른 타겟 저항과 성
장된 박막의 두께를 나타낸다. N의 유량이 증가됨에 따라
타겟의 저항이 3.97 에서 4.42 kΩ 으로 증가하고 박막 두
께가 195 에서 90 nm 로 감소함을 확인했다. 이는 N 이
주입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점차 타겟 표면의 질화로 저항
이 커지게 되어 그만큼 Ar 이온을 가속하는 힘이 떨어져,
저하된 스퍼터링 속도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Figure 2 는 N 유량의 변화에 따른 샘플 N0, N0.5, N1.0,
N1.5의 XRD 패턴이다. 모든 샘플에서 amorphous halo가
관찰되며 N0의 경우 2θ = 25.3, 37.8, 38.6, 48.1, 54.1, 55.2,
62.7, 68.8, 70.5, 75.1◦ 에서 피크가 발견되었다. 이는 각각
anatase 상 TiO2 (101), (004), (112), (200), (10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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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rget impedance of N1, N0.5, N1.0, and N1.5 dependent
on nitrogen flow (error bar-standard deviation of impedance
changed during the deposition time.)

(b) Change in the film thickness of N1, N0.5, N1.0, and N1.5
dependent on the N flow.)

Fig. 1. Target impedance and film thickness.
(204), (116), (220), (215) 회절 피크로 (JCPDS #01-0832243), N 유량이 증가됨에 따라 점차 피크의 세기가 감소됨
을 확인하였다. N 의 도핑으로 새롭게 관찰된 XRD 피크는
없었다. N0, N0.5, N1.0, N1.5 박막의 (101) 피크 반치전
폭 (Full width at half-maximum, FWHM) 이 0.51, 0.55,
0.53, 0.61 °로 확인되었다. 피크의 세기 감소와 FWHM
확장을 동시에 고려할 때, 박막 두께 감소의 영향을 감안하
더라도 N 도핑으로 인한 결정성의 현저한 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herrer 방정식을 적용하여 N0, N0.5, N1.0,
N1.5의 결정 크기가 – 15.2, – 14.09, – 14.62, – 12.7 nm
으로 계산되었는데, N 유량이 증가됨에 따라 결정 크기의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뚜렷한 XRD 피크의 2θ 값 변이가
없고 상대적인 XRD 피크 세기의 변화가 없는 관찰로부터,
N 가스의 삽입에도 결정 격자 값이 유지되고 우선 성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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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XRD θ-2θ scan results according
to nitrogen flow change.

Fig. 3. (Color online) Raman spectra of samples deposited according to nitrogen flow change.
향의 변화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여기서, XRD (101)
과 (004) 피크를 기준으로 계산한 a와 c격자 상수는 17.01
Å와 2.38 Å이다.
Figure 3 및 Table 2 는 N 유량에 변화 따라 성장한 박막
의 라만 피크 및 진동 모드를 나타낸다. 모두 TiO2 anatase
상으로 알려진 Eg (ν6 ), B1g (ν4 ), A1g (ν3 ) + B1g (ν4 ),
Eg (ν1 ) 모드가 발견이 되어 XRD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7, 8]. 뻗침 모드 (stretching mode) 에 해당되는
라만 이동은 – 640, – 519 cm−1 이며, 굽힘 모드 (Bending
mode) 에 해당되는 라만 이동은 – 144, – 400 cm−1 이다.
Table 2에서 보여지듯이, 상대적으로 B1g (ν4) 모드의 확
연한 이동이 관찰된다. 이는 N 유량이 많아질수록 O의
자리 옮김 보다는, Ti의 옮김이 더 빈번해지는 것으로 판단
되며, TiO2 에 Zr 를 도핑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9,10]. 또한, 뻗침 모드 (stretching
mode) 는 크게 변화가 없어 Ti-O 사이의 결합 길이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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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mittance of samples deposited
according to nitrogen flow change.

(b) Absorption coefficient of samples deposited
according to nitrogen flow change.

(c) Tauc‘ plot (m = 1/2) of N0 sample.

(d) Tauc‘ plot (m = 2) of N0.5, N1.0, N1.5
samples.

Fig. 4. (Color online) LIV-Vis spectra.

Table 2. Raman peak position of vibration modes [cm−1 ]
Mode
N0
N0.5
N1.0
N1.5

Eg
144.7
144.7
145.7
144.7

A1g + B1g
516.5
516
515.4
515.4

B1g
396
397.6
399.7
401.4

Eg
638
637.5
638
638

방법에 의해서 y 축이 αhν = B(E − Eg )m 일 때 (direct 이
면 m = 2 를, indirect이면 m = 1/2 를 대입하여), 접선을
그어 x 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밴드 갭을 구하였다. 여기서
α 는 광흡수 계수, h 는 플랑크 상수, ν 는 빛의 진동수이다.
샘플 N0 은 indirect 밴드 갭이 3.39 eV 에서 관찰되었고,
N0.5, N1.0, N1.5은 각각 3.92, 3.97, 4.01 eV의 direct 밴드
갭이 관찰되었다 [Figure 4(c, d)]. N 의 유량이 증가함에

length) 는 변화가 가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11].

따라 indirect 밴드 갭이 더 이상 관찰 되지 않았으며, direct

앞의 사실들로 근거하여, 예상할 수 있는 가정은 물리적으

밴드 갭이 커지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Indirect 밴드 갭이

로 흡수된 N 이 Ti 주변에 interstitial 로 위치하여 굽힘

관측되기 위해서는 포논의 도움이 필요한데, N 도핑으로

진동 (bending vibration) 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참고로,

인해 결정성이 저하된 박막에서는 이의 관찰이 어려웠다

결정의 크기 변화에 따라 스트레인 효과가 변하여 전체적인

[13]. 여기서 N 가 도핑된 박막의 direct 밴드 갭 청색 편

라만 이동의 변이와 FWHM 의 확장을 예상 할 수 있는데,

이는 결정 크기의 감소로 인한 양자 크기 효과에 기인한

이는 결정 크기가 13 – 14 nm 미만일 때 주로 관찰되는

결과로 사료된다 [14].

현상이므로 우리 논의에서는 제외하겠다 [12].

N 도핑으로 인한 indirect 밴드 갭의 적색 편이가 관측되

Figure 4(a) 는 샘플 N0, N0.5, N1.0, N1.5 의 파장별 광

지 않았던 것은 결정 결함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즉, N

학적 투과율을 나타낸다. Transmittance tail 가 청색 편이

도핑이 TiO2 결정 크기와 Ti-O 사이 bending 영향을 주어

되는 경향을 보인다. 흡수 계수는 5 – 6 eV 영역에서 N

결정 결함을 야기하고 포논의 흡수와 전달을 방해하게 되어,

−1

유량에 따라 4.37 × 10 , 7.04 × 10 , 8.66 × 10 , 9.43 cm

결국 indirect 밴드 갭의 관찰 자체가 어려워져서 기대했던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Figure 4(b)]. Tauc’s plot

적색 편이가 관찰이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대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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