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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산화막을 상온에서 HCP (hollow cathode plasma) 반응기에 의하여 증착하였다. HCP 반응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전극에서의 열 발생에 관계없이 기판 표면에서의 온도분포는 일정하였다. 그리고 전극과의 거리가 증가하

면서 기판 표면에서의 유체는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면 조도는 거리에 따라 감소하였다. 출력이 증가할수록 산소의 

조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력이 240 watt와 반응 거리가 3 cm에서 Ti와 O의 비율이 1 : 2에 가깝게 결합이 

이루어졌다.

Titanium oxide films were deposited by the HCP (hollow cathode plasma) reactor at room temperature. With results of 

simulation about HCP reactor, the temperature profile is uniform on substrate regardless of the heat generation at cathode. 

The velocity profile on the surface of substrate is more uniform with increasing the gap between cathode and substrate, 

and surface roughness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gap between cathode and substrate. We could confirm that the 

composition of oxide increased with RF-power, and the ratio of O to Ti in the films was about 2 : 1 at RF-power of 

240 watt and distance between cathode and substrate of 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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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21세기 각광받는 기술 중 하나인 광촉매는 환경 친화적인 정화재료

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광촉매에서 티타니아는 루틸(rutile), 아나타제

(anatase), 브루카이트(brookite) 구조를 갖으며, 안료, 광택제, 폐수처

리, 가스 센서, 태양 전지 등으로 응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나노 구조

의 티타니아 합성뿐만 아니라 구조⋅물성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연구

분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나노 결정구조의 티타니아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titanium 

tetrachloride (TiCl4)의 산화법을 이용하거나 titanium sulfate (TiSO4)의 

가수분해와 소성법으로 제조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titanium alk-

oxide 반응, titanium hydroxide의 침전법, titanium citrate 전구체의 열

분해를 이용하고 있다[1].

  기상 증착방법 중 저온 플라즈마는 direct current (DC), radio fre-

quency (RF), microwave (MW)에 의해 가스가 전기적으로 여기되며, 

전자의 에너지와 가스의 온도에 의해 조절된다. 플라즈마 여기 방식 

중 일반적인 CCP (capacitive coupled plasma)의 경우에는 플라즈마 

밀도가 낮은 단점 때문에 ICP (inductive coupled plasma), HDP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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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plasma), HCP (hollow cathode plasma) 등과 같은 방식을 사용

하기도 한다. HCP는 전류를 높이고, 전압을 낮추기 위하여 원통 내면

을 음극으로 사용한 것으로, 높은 전자의 온도와 낮은 이온 또는 중성

입자 온도를 갖는 비평형의 저온 플라즈마이다. 저온 또는 상온 증착

을 할 경우 기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 플라즈

마 공정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지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상온에서 티타늄 산화막을 증착하기 위하여 HCP 반

응기를 설계하였고, 반응기 내의 유체흐름을 통하여 증착 특성을 알

아보았다.

2. 실    험

  2.1. 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는 HCP RT-MOCVD 반응기를 Figure 1(a)와 같이 설치

하였다. 13.56 MHz의 rf-glow plasma generator (ST-600, Auto Electric 

Co.)를 사용하였고, 최대 출력은 600 watt이다. 플라즈마의 안정된 발

생과 실험의 재현성을 위해 반사파(reflected power)는 load coupler 

(ST-1000, Auto Electric Co.)에 의해 5% 이내로 유지하였다.

  전극으로는 Figure 1(b)에서 Cu (ψ＝70 mm, L＝30 mm)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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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s and photography of hollow cathode nozzle- 

type (a) RT-RF plasma reactor and (b) hollow cathode nozzle.

으며, 전극의 과열을 막기 위해 중앙에 냉각수를 순환시켰고, 반응기 

외부와 접지하였다. 일반적인 HCP는 전극 중심으로 가스가 통과하면

서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선한 HCP

는 전극 중심에 1/4 in. sus 관을 설치하였고, 중앙의 관과 전극사이를 

1 mm 간격으로 하여 중앙관으로 이동가스인 아르곤(Ar)으로 티타늄 

전구체가 주입되고, 중앙관 외부로 산소가 통과하게 설계하였다.

  반응기는 sus (ψ＝300 mm, L＝500 mm)로 제작하였으며, 가스 역

류방지를 위해 check valve를 설치하였고, convectron vacuum gauge 

(Granville-phillips Co.)에 의해 압력을 확인하였다.

  기판온도를 상온 25 ℃로 유지하면서 기판과 전극과의 거리를 1∼5 

cm, RF-출력 160∼240 watt, 증착시간 5∼30 min, 그리고 아르곤과 

산소의 희석비 0.2∼0.8로 변화시키면서 증착하였다. 이 때 막에 함유

된 티타늄과 산소의 정량적 분석에 XPS N1s core-level system (VG 

microtech ESCA 2000, England)을 사용하였다. 박막의 표면 구조와 

시료표면, RMS를 측정하기 위하여 AFM (Thermomicroscopes Auto- 

Probe CP Research System, US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장치는 PSIA CP Research system이다.

  2.2. 시뮬레이션

  HCP 반응기는 두 개의 가스가 각각 공급되어 반응기 내에서 혼합

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앙관으로 이동가스인 아르곤으로 

티타늄 전구체가 주입되고, 중앙관 외부로 산소가 통과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유체의 흐름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아르곤과 산소만 공급된다

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플라즈마는 기상반응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응기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플라즈마 반응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시켜 

Table 1. Constant for Simulation Module

Name Expression Value Description

cp_Ar 20.785 20.785  

qin 20/(100^3)/60 3.333333e-7 initial flux

csa1 pi*(2.5e-3)^2 1.963495e-5 inner area

vin1 qin/csa1 0.016977 inner velocity

csa2 pi*(6.5e-3)^2-pi*(4.5e-3)^2 6.911504e-5 outside area

vin2 qin/csa2 0.004823 outside velocity

doar 0.2/(100^2) 2e-5 diffusion coefficient

c0 qin/0.0224 1.488095e-5  

pout 1.013250e2 101.325  

Table 2. Scalar Expressions for Simulation Module

Name Expression

cp_O2 3.639+(0.506e-3*T)+(-0.227e5*T^-2)

cp 0.5*cp_O2+0.5*cp_Ar

rho 1/(T/24.376+T/19.5008)

vis_O2 0.001811+6.632e-5*T-1.879e-8*T^2

vis_Ar 0.004387+6.399e-5*T-1.28e-8*T^2

vis (0.5*vis_O2+0.5*vis_Ar)*10^-3

k_O2 -0.0003278+9.966e-5*T-3.743e-8*T^2+9.732e-12*T^3

k_Ar 0.002714+0.0000554*T-2.178e-8*T^2+5.528e-12*T^3

k (0.5*k_O2+0.5*k_Ar)*10^-3

유체 흐름을 간단하게 해석하였다.

  1. HCP 반응기 내의 가스는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이상기체 방정식

을 사용하였다.

  2. 진공 내에서의 유체의 흐름은 층류(laminar flow)이다.

  3. 유체의 흐름은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MSOL Multiphysics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아르곤과 산소 가스 흐름에 대한 HCP 반응기의 특성을 예측

하였다. 전극과의 거리에 따른 압력, 온도, 가스 속도 분포 및 혼합도

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사용된 COMSOL Multiphysics의 모듈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모듈에 사용된 상수값과 스칼라로 표현한 식을 각

각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1. Incompressible Navier-Stokes (Chemical Engineering Module)

  2. Convection and Conduction (Chemical Engineering Module)

  3. Convection and Diffusion (Chemical Engineering Module)

  Figure 2는 HCP 반응기에 대한 미세구조(Meshing)을 나타내었고, 

공정조건에서 압력은 101.3 Pa, 유량은 Ar = 20 sccm, O2 = 20 sccm

이며, 반응기 내부의 온도(Tw)는 30 ℃이다. 그러나 전극에서 전기장

에 의해 열이 발생되었고, 그 때의 온도(Ti)는 80 ℃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반응기 내에서 유체 거동

  Figure 3은 COMSOL Multiphysics
™

 시뮬레이션 결과를 온도와 유

체의 속도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간격이 좁을 경우 유체는 기판의 외

부로 유체가 빠른 속도로 배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판의 

중앙에서는 막 증착반응이 우선으로 진행되지만, 빠른 유속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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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2D model computational grid of the PECVD reactor 

showing the degree of freedom used in the simulation.

(a)

(b)

(c)

Figure 3. Simulation results of velocity (left) and temperature (right) profiles at gaps of cathode and substrate: (a) 1 cm, (b) 3 cm, and 

(c) 5 cm.

막 표면에서의 접촉시간이 감소하여 기판의 표면에서의 반응이 낮고, 

에칭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전극과 기판과의 

간격이 넓을 때 기판의 표면을 지나는 유체의 흐름속도는 일정하지만 

반응기의 중앙에서는 빠른 유속을 갖는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에칭현

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기판 중앙에서 멀어지는 지점에서는 막의 증

착반응이 일정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다.

  유체의 온도분포는 Figure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판과 전극의 

간격이 넓을 때 기판의 전체 길이에 대하여 유체의 온도분포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분포는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온도

분포가 기판 주변으로 일정하게 되면 막 두께의 균일도를 높일 수 있

고, 표면에서의 증착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체가 기판에 

도달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유체온도는 낮아져 표면에서 반응을 활발

히 진행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상 반응기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온에서의 반응이 진행되지만, 전극

과의 간격이 짧은 곳에서 전극의 온도가 기판에 영향을 주지만 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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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ariation of roughness for surface with respect to the 

gap between cathode and substrate.

화는 작으므로 거의 모든 조건에서 동일한 온도에서 막이 증착할 것

으로 사료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막 증착시간 20 min, RF-power 

200 wat, Ar과 O2의 유량을 각각 20 sccm으로 기판과 전극과의 거리

에 따른 AFM 분석을 통하여 각 조건에서의 표면 조도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간격이 짧을 경우 표면에서 플라즈마 내의 여러 종에 

의해 충돌이 증가하여 막의 조도는 증가하지만, 간격이 길게 되면 플

라즈마 내의 안정된 화합물은 증착하지 않고 배출되고,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반응이 서서히 진행되어 표면 조도가 균일한 막이 형성되었

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격이 짧으면 유체의 흐름속도가 

증가하여 기판과의 접촉시간이 감소하여 표면반응이 활발히 진행되

지 못하고, 빠른 유속으로 인한 표면 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2. 증착 특성

  Figure 5는 각 실험조건에서 증착된 막의 표면 조도를 나타내었다.

Figure 5(a)는 증착시간에 따른 막의 표면 조도를 나타낸 것으로, 막의 

증착은 출력 200과 240 watt, 기판과 전극 간의 간격은 5 cm이고, 희

석비는 Ar : O2 = 20 : 20인 조건에서 증착하였다.

  출력이 200 watt와 240 watt 모두에서 증착시간이 증가할수록 막의 

표면 조도는 감소하였다. 막 증착 메커니즘은 활성종이 표면에 흡착

한 후 표면의 포텐셜 (potential)이 낮은 부분으로 확산하면서 막이 증

착하게 된다[3]. 따라서 증착시간이 증가할수록 표면확산이 활발히 이

(a) (b) (c)

Figure 5. Variation of roughness for surface with respect to (a) the deposition time, (b) the RF-power, and (c) the ratio of Ar to O2.

루어져 막의 표면 조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240 watt에서 증착하였을 때는 200 watt보다 높은 표면 조도

를 나타내었다. 출력이 증가하게 되면 플라즈마 내에서의 반응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거대입자와 전자 등이 기판과 격렬하게 충돌함으로

써 에칭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출력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막 증착시간 10 min과 20 

min, Ar과 O2의 유량을 각각 20 sccm으로 기판과 전극 간의 거리를 

5 cm로 하여 출력에 따라 막을 증착한 후 AFM 분석을 Figure 5(b)에 

나타내었다.

  RF-power가 증가할수록 막의 표면 조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충분한 시간 동안 막을 증착시키면 표면의 potential이 낮은 부분

을 채우면서 전반적으로 표면이 균일한 막이 형성되지만 출력이 증가

하게 되면 표면에서의 에칭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출력이 증가하게 

되면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활성종이 증착되기 전에 표면과 

충돌하면서 에칭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표면에서의 미반응종에 대한 

반응이 증가하여 쉽게 결합이 끊어지는 종으로 전환되면서 막의 표면 

조도는 증가하게 된다.

  막 증착시간 20 min, 기판과 전극 간의 간격은 5 cm이고, RF-power 

200 watt에서 Ar과 O2의 유량비를 변화시켜 막을 증착한 후 AFM 분

석을 Figure 5(c)에 나타내었다.

  Ar과 O2의 유량비가 증가하여도 기판과 전극 간의 거리에 따라 표

면 조도 특성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유량비가 같을 경우 위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간격이 길게 되면 플라즈마 내의 안정된 화합물은 증착

하지 않고 배출되고,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 반응이 서서히 진행되어 

표면 조도가 균일한 막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Ar 또는 O의 유량비가 

증가할 경우 기판 표면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거대분자가 

형성되게 되어 표면에서의 손상이 증가하여 표면 조도가 증가하였다.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티타늄 에톡사이드(titanium ethoxide)를 이용

하여 막을 증착하였을 때 FT-IR 분석 결과 유기화합물이 탈착되어 티

타늄 산화막이 직접 증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2]. 따라서 XPS 분석

을 통해 막의 결합 구조와 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플라즈마 반응기

에서 티타늄 에톡사이드를 사용하여 증착된 막을 XPS 분석을 수행한 

후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티타늄 산화막의 결합에너지는 Ti
4+

 2p1/2와 Ti
4+

2p3/2는 

464.4 eV와 458.5 eV, O1s는 529.8 eV에서 나타난다[4].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증착된 막은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산소 플라즈마에 의

해 표면에 증착된 유기화합물의 탈착하였기 때문에 단지 Ti-O 결합만

을 확인할 수 있다. FT-IR 분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XPS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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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XPS spectrum of titanium oxide films by hollow cathode 

RT-MOCVD using titanium ethoxide.

과 Ti-O 결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2].

  Figure 6에서 각각의 Ti2p와 O1s의 피이크 면적으로 각 실험조건에 

따른 조성비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Figure 7(a)는 전극과 기판과의 거리가 5 cm이고, Ar과 O2의 유량을 

각 20 sccm으로 증착시간 20 min 동안 출력에 따라 막을 증착시킨 후 

티타늄에 대한 산소조성의 변화이다.

(a)

(c)

(b)

(d)

Figure 7. Composition of oxygen to titanium as a function of (a) RF-power, (b) gap between cathode and substrate, (c) ratio of argon and

oxygen, and (d) deposition time.

  출력이 증가할수록 산소조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0 

watt에서 티타늄과 산소의 조성비가 1 : 1.9로서 티타니아 조성비를 나

타내었다. 출력의 증가로 산소와 티타늄 에톡사이드의 분해율이 증가

하여 산소조성이 증가하였다.

  기판과 전극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RF-Power 200 watt에서, 

Ar과 O2의 유량을 각 20 sccm으로 증착시간 20 min 동안 출력에 따라 

막을 증착시킨 후 티타늄에 대한 산소조성의 변화를 Figure 7(b)에 나

타내었다.

  전극과 기판 간의 간격이 3 cm일 때 티타늄과 산소의 조성비가 

1:1.9로 나타내었다. 간격이 1 cm일 때는 반응거리가 짧아 산소의 조

성비가 낮았으며, 5 cm일 때는 반응거리가 길기 때문에 기판에 도달

하는 활성종 농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유체의 흐름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간격이 짧으면 유체의 흐름속도가 증가하여 기판과의 접촉시

간이 감소하여 표면반응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빠른 유속으로 

인한 표면 에칭이 심화되는 것을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반응 

거리가 3 cm에서 Ti와 O의 비율이 1:2에 가깝게 결합이 이루어졌다.

  Figure 7(c)는 주입되는 가스의 유량비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RF-Power 200 watt, 기판과 전극과의 거리가 5 cm, 증착시간 20 

min에서 증착한 후 조성비를 도식화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아르곤 

가스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형성된 막에서의 산소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산소의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산소 활성종 농도가 증가하기 때

문에 막 내에 산소가 활발히 확산이 이루어져 산소비가 증가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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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착시간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RF-Power 200 watt, 기판

과 전극과의 거리가 5 cm, Ar과 O2의 유량을 각 20 sccm으로 증착하

여 Figure 7(d)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증착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산

소의 활성종이 막 표면에서의 확산이 활발히 진행되어 막 표면에서의 

산소 조성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산화티타늄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RF-power 240 watt, 전

극과 기판과의 거리가 3 cm, 반응시간 20 min, Ar와 O2의 유량을 각

각 20 sccm에서 조성비가 거의 티타늄과 산소의 조성비가 1 : 2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온에서 티타늄 산화막을 증착하기 위하여 HCP 

(hollow cathode plasma) 반응기 내의 유체 흐름을 알아보고, 이에 따

른 막 증착시 표면 조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또한 각 증착 조건에 따

른 조성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극과 기판과의 간격이 좁을수록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였고, 기판

에서의 온도 분포는 전반적으로 일정하였다. 따라서 막의 증착은 기

판에서의 온도보다는 유체의 속도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착시간이 증가할수록 막의 표면 조도는 감소하였고, RF-power가 

증가할수록 막의 표면 조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극과 기

판과의 간격이 짧을 경우 막의 조도는 증가하지만, 간격이 길게 되면 

표면 조도가 균일한 막이 형성되었다. Ar과 O2의 유량비가 증가하여

도 기판과 전극 간의 거리에 따라 Ar과 O2의 유량이 같을 경우 전극

과 기판과의 간격이 길게 되면 표면 조도가 균일한 막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Ar 또는 O2의 유량비가 증가할 경우 표면 조도가 증가하였다. 

증착시간과 출력이 증가할수록 막의 두께는 점차 증가하지만 300 

watt와 40 min 이상에서는 융삭 또는 에칭현상에 의해 막두께가 감소

하였다.

  출력이 증가할수록 산소의 조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

력이 240 watt와 반응 거리가 3 cm에서 Ti와 O의 비율이 1 : 2에 가깝

게 결합이 이루어졌다. 산소의 유량이 낮아질수록 형성된 막에서의 

산소비가 감소하였다.

감    사

  이 연구는 2005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참 고 문 헌

 1. M. Vallet-Regi, J. Pena, A. Martinez, and J. M. Gonzalez-Calbet, 

J. Mater. Res., 8, 2336 (1993).

 2. I. H. Jung, J. Korean Ind. Eng. Chem., 17, 194 (2006).

 3. M.-P. Zheng, M.-Y. Gu, Y.-P. Jin, H.-H. Wang, P.-F. Zu, P. Tao, 

and J.-B. He,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B87, 197 (2001).

 4. J. F. Mammone and S. K. Sharma, Solid State Communications, 34, 

799 (1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