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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film decomposition by general 
magnetron sputtering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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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자공정에서 균일한 두께의 금속박막을 증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기판고정식 sputtering 장비로 증착한 
indium tin oxide(ITO)박막의 두께 균일도가 ±4%~±5% 정도로 중앙부분이 더 두껍다. 방전전극 구조물을 설계하고 제작하
여 sputtering되는 물질의 방향을 조절하였다. 개량된 sputtering gun을 사용하여 기판고정식 sputtering 장비에서 4" wafer
내에서 ±0.8~1.3% 정도로 두께 균일도를 증가시켰다. wafer to wafer에서는 ±5.3%에서 ±1.5% 로 두께 균일도가 향상되었
다. Al박막의 경우 ±1.0% 이내의 두께 균일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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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반도체, 도체 및 부도체박막의 제조방법으로는 CVD, 

evaporation, sputtering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CVD 
방법의 경우 증착막이 균일하지 못하고 특성 재현에 어려
움이 많은 단점이 있고 또한 박막 제조시 고온이 요구되므
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evaporation 방법은 높은 증
착율의 장점은 있으나, 증착된 박막의 밀도나 밀착력이 떨
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sputtering 방법의 경우, 증착조
건을 조절하기 쉽고, 특히 대형 기판을 사용하여 제조할 경
우 박막의 두께 등 박막 특성의 균일화를 기하는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1, 2]. 그래서 현재 반도체분야나 전기
전자 및 디스플레이분야에서 널리 애용하는 진공박막제조
법이 sputtering 방법이다. 그러나, 기판이 대형화될수록 
증착되는 박막의 두께에서 균일성이 떨어지고 있다. 기판
고정식 sputtering 장비에서는 6" sputtering gun을 사용
했을 때 4" 기판에서 박막의 균일도가 ±5%~±10% 정도이
며, 회전식에서 ±3%~±5% 정도 나오므로 고 균일도가 요
구될 때는 8" gun을 사용한다든지, 더 큰 sputtering gun
을 사용하여야만 되었다. 두께가 일정한 박막제조가 가능
해지면 향후 OLED, LED, OTFT, TFT-LCD, 태양전지용 
ITO 및 Mo, SiO2 박막 제조장비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sputtering 장비에서 방전용 전극구조물을 설치
하여 ITO 및 Al 박막 제조시 두께의 균일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 실험방법
일반적인 sputtering gun에 의한 박막제조 과정은 Fig. 

1과 같다. sputtering gun은 영구자석으로 그림과 같이 타
겟의 표면에 자기장을 형성시키고, 불활성기체인 아르곤을 
주입시키고, 타겟에 DC 또는 RF음전압을 인가 시켜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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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ylindrical shell type positive discharge 
electrode

Fig. 3. Cylinder type positive discharge electrode

Fig. 4. Picture of sputtering plasma operated 
with discharge electrode structure.

Fig. 5. The mark of the posi-
tions for distribution of 
thickness of the films.

타겟 주변에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고, 양이온화 된 아르곤
기체가 타겟에 고속으로 충돌하면 타겟 물질이 전방으로 
sputtering되어 날아가게 된다. 그러면 날아간 물질이 
sample holder 위의 기판에 증착된다. 증착된 박막은 중앙
부분이 더 두껍다. sputtering 플라즈마 발생 영역에 Fig. 
2와 Fig. 3과 같은 모양의 양전극을 설치하여 타겟 물질이 
sputtering되는 방향을 조절하여 박막의 두께 균일도를 향
상시키고자 하였다. ITO 박막과 Al박막을 증착하였으며 두
께측정은 reflectometer를 사용하였다.

. 결과 및 고찰
Fig. 4는 방전전극 구조물이 설치된 상태에서 sputtering 

gun이 작동될 때의 모습이다. 새롭게 설치된 양전극에 의하
여 방전되는 방향이 조정되어 sputtering되는 물질의 방향
을 중심에서 바깥방향으로 바꾸어주는 효과가 있다. T.I. 
Lee 등은 RF magnetron sputtering 법으로 BST를 증착

하는데 3" 타겟을 사용하였으며 증착되는 BST 두께의 균일
성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3] J.S. Kim 등은 분말로 
된 형광물질을 2"크기의 타겟으로 제작한 후 RF magnetron 
sputtering 법으로 사이즈 15mm×15mm인 형광체 박막을 
제작하였다.[4] H.C. Choi 등은 dc magnetron sputtering 
법으로 Au 박막을 30nm 두께로 증착하였으나 Au 박막두께
의 균일성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5] J.S. Lee 등은 태양
전지용 투명 전도막으로 Ga을 도핑한 ZnO박막을 상온에서 
RF magnetron sputtering 법으로 증착한 후 열처리를 하
였다. 2" 타겟을 사용하여 200nm의 두께를 성장시켰으나 
시료의 사이즈는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6] G.C. Kim 
등은 같은 방법으로 시료의 균일성을 위하여 sample 
holder를 회전시키며 약 500nm의 ZnO박막을 성장시켰으
나 역시 시료의 사이즈는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7]

Fig. 5는 ITO박막이나 Al박막이 증착된 웨이퍼의 두께 
분포도를 측정하기위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Fig. 6은 6" wafer의 가장자리에서 중심방향으로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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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2 3 4 5 Ta Uniformity
#9-1 2073 2158 2265 2163 2259 2183.6 4.39641
#9-2 2079 2134 2242 2185 2233 2174.6 3.74782
#9-3 2071 2162 2302 2171 2276 2196.4 5.2586

2184.87
w to w 5.2864

Table 1. Thickness and thickness uniformity of ITO films in various positions by standard sputtering gun.

Fig. 8. Measured thickness of Al films from the edge
to the center of the wafer using the new 
sputtering gun.

Fig. 6. Measured thickness of ITO films from the 
edge to the center of the wafer.

Fig. 7. Measured thickness of ITO films from the edge 
to the center of the wafer using the new 
sputtering gun.

박막 두께 측정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심부분이 제일 두
껍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ITO박막이 증착된 시료 3가지(#9-1, #9-2, #9-3)에 대하
여 위치에 따른 두께를 측정하고, 두께의 평균값 및 균일도
를 계산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sputtering gun
에 의한 제조된 ITO 박막들은 시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wafer내에서는 ±4~5% 정도의 두께 균일도를 유

지하며, wafer to wafer에서는 ±5.3% 정도의 두께 균일도
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는 개량된 sputtering gun에 의한 제조된 ITO 
박막 시료 3가지(#8-1, #8-2, #8-3)에 대하여 위치별 두
께를 측정하고, 두께의 평균값 및 균일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7은 가장자리에서 중심방향으로 두께 측정값을 나타
내고 있다. 중심부분과 가장자리부분이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량된 sputtering gun
에 의한 제조된 ITO 박막들은 시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wafer내에서는 ±0.8~1.3% 정도의 두께 균일도를 
유지하며, wafer to wafer에서는 ±1.5% 정도의 아주 우수
한 두께 균일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8은 sputtering 
gun의 중심아래의 기판 중심으로부터 위치에 따른 Al 박막 
두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반경 2"(직경 4")이내에서 
박막의 두께 균일도가 ±1.0%이내이다. Al 박막 증착에서
도 개량된 sputtering gun을 사용하여 두께가 균일한 박막
을 만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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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2 3 4 5 Ta Uniformity
#8-1 2536 2506 2523 2478 2524 2513.4 1.15382
#8-2 2501 2488 2527 2496 2506 2503.6 0.77888
#8-3 2537 2518 2552 2488 2535 2526 1.26683

2514.33
w to w 1.4716

Table 2. Thickness and thickness uniformity of ITO films in various positions by new sputtering gun with positive 
electrode.

. 결  론
기존의 기판고정식 sputtering 장비에서는 6" sputter-

ing gun을 사용했을 때 4" 기판의 영역에서는 ITO박막의 
균일도가 ±4%~±5% 정도이다. 방전전극 구조물을 설치한 
개량된 sputtering gun을 사용하여 기판고정식 sputter-
ing 장비에서 4"기판 내에서 ±0.8~1.3% 정도로 두께 균일
도가 증가하였다. Al박막의 경우 ±1.0% 이내의 두께 균일
도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각종 금속박막 및 산화물박막 
제조용 sputtering 시스템에 적용시켜서 박막의 균일도를 
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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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magnetron sputtering system for Al thin film

decomposition with high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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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very important to decompose uniformly the metal film in semiconductor devices 
process. The thickness uniformity of the ITO film by standard magnetron sputtering system 
are about ±4%~±5% and the center of the wafer is more thick than the edge of the wafer. 
We designed and made the discharge electrode structure and controlled the direction of 
sputtering materials in magnetron sputtering system. The thickness uniformity are increased 
to ±0.8~1.3% in 4" wafer using the new sputtering gun in magnetron sputtering system. In 
wafer to wafer thickness uniformity, ±5.3% are increased to ±1.5% using the new sputtering 
gun. The thickness uniformity of the Al film are about ±1.0% using the new sputtering gun 
in magnetron sputtering system.

Keywords: magnetron sputtering system, discharge electrode structure, sputtering gun, 
thickness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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