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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was used to monitor the plasma produced during the RF magnetron

sputtering of a BaTiO3 target. The intensities of chemical species were measured by real time monitoring with various discharge

parameters such as RF power, pressure, and discharge gas. The emission lines of elemental and ionized species from BaTiO3

and Ti targets were analyzed to evaluate the film composition and the optimized growth conditions for BaTiO3 films. The

emissions from Ar(I, II), Ba(I, II) and Ti(I) were found during sputtering of the BaTiO3 target in Ar atmosphere. With increasing

RF power, all the line intensities increased because the electron density increased with increasing RF power. When the Ar

pressure increased, the Ba(II) and Ti(I) line intensity increased, but the Ar+ line intensity decreased with increasing pressure.

This result shows that high pressure is of greater benefit for the ionization of Ba than for that of Ar. Oxygen depressed the

intensity of the plasma more than Ar did. When the Ar/O2 ratio decreased, the intensity of Ba decreased more sharply than

that of Ti.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plasma composition strongly depends on the discharge gas atmosphere. When the oxygen

increased, the Ba/Ti ratio and the thickness of the films decreased. The emission spectra showed consistent variation with

applied power to the Ti target during co-sputtering of the BaTiO3 and Ti targets. The co-sputtered films showed a Ba/Ti ratio

of 1.05 to 0.73 with applied power to the Ti target. The films with different Ba/Ti ratios showed changes in grain size. Ti excess

films annealed at 600oC did not show the second phase such as BaTi2O5 and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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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aTiO3(BT)박막은 유전체, 압전체 등의 용도에 적용을

위해 오래 전부터 연구되고 사용되는 재료이다. 본 연구

팀에서는 MLCC (multilayer ceramic capacitor)에의 적용

을 위해 다양한 증착공정을 적용하여 BT박막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1-3) 그 중 전자빔증발법(e-beam evapo-

ration)은 높은 증착속도로 인해 다양한 용도의 박막 증착

에 적용되고 있으나 증발물의 조성이 2원계 이상이 되

면 각 물질간 증기압의 차이로 인해 박막의 조성비가 소

스의 조성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복

합조성으로 이루어진 유전체화합물의 경우, 증발법에 의

해 원하는 조성을 갖는 막을 제조하기가 까다롭다. 

스퍼터링(sputtering)법은 화합물타겟과 막과의 조성일치

도가 증발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증발법에 비해

증착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이고, BT 타겟을 사용하여 막

을 증착시 Ba/Ti의 비가 증착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

을 보이고 이로 인해 증착막의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유

발한다. BT막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막의 상

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Ba/Ti의 비가 크게 영

향을 미쳐 증착시 공정변수에 따른 Ba과 Ti의 증발 특

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다양한 물질의 증착 혹은 식각공정 중에 형성되

는 플라즈마의 정성 및 정량적 조성을 분석하는데 광반

사분광학(Optical emission spectroscopy;OES)이 사용되

고 있다.4,5) 플라즈마 내에서 화학종들이 고유한 파장의

빛을 내는 이유는 전자들이 본래의 궤도를 벗어나서 여

기 되었다가 기저상태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며 OES상의 반사전압(emission voltage)은 플라즈

마 내의 여기된 화학종의 양으로, 절대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증착변수를 변화시킴에 따라 상대적인 화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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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 화합물 박막 증착시 플라

즈마 분위기에서 반응기체의 종류와 그들의 농도변화의

확인은 플라즈마 내의 화학종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박막의 다양한 특성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특성 등)변

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6) 증착변수에 따른 플

라즈마 상태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데, OES

에 의해 BaTiO3 플라즈마로부터 발생하는 화학종의 평

가에 관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r.f. magnetron sputtering법에 의해 BaTiO3

타겟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로 부터 실시간으로 OES피크

의 변화를 관찰하고, 타겟에 가해지는 r.f.전력, 방전압력,

가스분위기 등에 따라 주요 화학종의 변화패턴을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증착막에서 나타나는 조성분포를 확인하

고 증착 중 OES에 의한 조성제어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r.f. magnetron sputtering에 사용하기 위한 BT 타겟은

고순도의 BT 분말(> 99.9%, Kojundo Chem.)을 이용하여

분말소결법에 의해 직경 2인치 크기로 제조하였고, OES

피크의 변화에 미치는 Ti 첨가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Ti 타겟(99.9%, Cerac)을 별도로 설치하여 co-sputtering하

였다. 스퍼터링 챔버를 5 × 10−6 Torr로 배기한 후, Ar과

O2가스를 주입하였으며 타겟은 조성의 균질성 확보와 표

면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30분 동안 선스퍼터링 하

였다. 플라즈마 발생중 OES 피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하여 다양하게 플라즈마 분위기를 변화시켰는데, 이들 변

수로는 타겟에 인가되는 r.f. 전력, 챔버압력, Ar과 O2가

스의 비, Ti 타겟에의 인가전력으로 설정하였다. 스퍼터링

장치에 부착된 광반사분광기의 실험장치를 Fig. 1에 보였

다.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된 빛은 300 lines/mm grating을

갖는 광반사분광기(Avantes, AvaSpec 3648)를 이용하여 검

출하였으며, 검출신호는 AVASOFT로 명명된 소프트웨어

에 의해 컴퓨터에 인터페이스 하여 나타나도록 하였다. 다

양한 공정변수를 조절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켰으며, 광

반사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200~1100 nm의 파장대에서

취해졌다. 그 중 600 nm이상에서 반사선의 대부분은 Ar

과 O2의 이온들로부터 나타나는 피크이므로 350~600 nm

의 파장대에서 타겟으로부터의 Ba과 Ti 반사선 피크의 변

화를 확인하였다. 신호 대 잡음비를 높이기 위해 인티그

레이션 타임은 1000 ms로 설정하여 측정하였고, 각 스펙

트럼은 CRC핸드북7) 및 NIST 데이터베이스8)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OES 피크세기의 변화와 BT 박막내 Ti양의 변화에 따

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BT타겟에 인가되는 전력를

고정하고 Ti으로의 인가전력을 변화시키면서 BT박막을 증

착하였다. 이때 증착압력은 Ar 가스 10 mTorr로 고정하

였고 열처리는 600oC의 O2분위기에서 1시간 동안 진행

하였다. 상세한 증착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제조

된 박막의 결정구조는 Cu Kα radiation과 Ni 필터를 사

용한 X-ray 회절장치(XRD, PANalytical X’pert pro)를,

박막의 미세구조와 조성은 주사전자현미경(SEM-EDX,

Hitachi, S-48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인가전력에 따른 분광특성

분광스펙트럼의 세기는 타겟으로부터 방출되는 입자들

의 양과 여기된 상태의 입자들의 분율에 비례한다. 즉, 타

겟에 인가되는 전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Fig.

2는 Ar가스로 챔버압력을 10 mTorr의 압력으로 유지한

후, BT 타겟에 인가하는 r.f. 전력을 50 W에서 200 W범

위에서 변화시키며 타겟으로부터 방출되는 플라즈마의 스

펙트럼을 확인한 결과이다. 420~435 nm에서 나타나는 피

크들은 주로 Ar(I,II), 즉 Ar중성원자 및 Ar+이온에 의한

것이며, 세기가 큰 3개의 피크는 이온상태인 Ba(II) 455.4

nm, Ba(II) 493.4 nm과 중성원자 상태인 Ba(I) 553.5 nm

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며, Ti 피크는 Ba에 비해 작으며

Ti(I) 399.8 nm, Ti(I) 501.4 nm, Ti(I) 519.2 nm의 중성원

Fig. 1. Schematic construction of the experimental setup for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measurements.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OES of BaTiO3 thin films.

Target-substrate distance 60 mm

Base pressure of chamber 5 × 10−6 Torr

Chamber pressure 1~100 mTorr

Applied power (BaTiO3) 50~200 W

Applied power (Ti) 100~200 W

Plasma gas ratio (Ar:O2) 1:0~0:1

Substrate temperature Room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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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타겟에 인가되는 r.f. 전력을

200 W까지 증가시킴에 따라 Ar, Ba, Ti 피크의 세기가 모

두 증가하는데, 이는 인가전력의 증가에 따라 플라즈마내

전자밀도와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9) Ar과 Ba

의 이온화가 더욱 증가되며, 증발되는 Ba, Ti원자가 증가

하기 때문으로 판단 할 수 있다. 50 W를 인가한 경우,

Ba과 Ti 피크가 매우 작게 나타나는데, 그림에 보인 스

펙트럼의 세기는 인가전력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며, 플

라즈마와 분광기렌즈의 거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

는 값이다. 

3.2 방전압력에 따른 분광특성

Fig. 3은 r.f. 전력을 150 W로 고정시키고 방전압력을

1~100 mTorr의 범위에서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플라즈마

로부터의 분광 스펙트럼이다. 방전압력은 Ar가스를 10 sccm

으로 일정하게 주입하면서 게이트밸브의 개폐를 통해 조

절하였다. 방전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온도(eV)는 감

소하지만 전자밀도와 입자밀도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10) 압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Ar 피크의 세기가 점차 감

소하는데 이는 압력증가에 따른 전자온도의 감소로 인해

Ar의 이온화가 어려워 Ar피크의 세기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즉, Ar 원자를 여기시키는데 11 eV 이상의 에너지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압력으로 갈수록 Ar 반사피크의

세기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Ba(II) 455.4 nm,

Ba(II) 493.4 nm과 Ti(I) 501.4 nm, 519.2 nm의 피크는 압

력증가에 따라 세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Ba과 Ti

의 경우는 2~3 eV면 이온화가 가능하므로 Ba의 여기는 증

가하여 피크세기의 증가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압력에서 타겟으로부터 스퍼터된 원자들의 평균자유

행로는 작아지고 더 작은 확산계수를 갖는 것으로 보고

되는데,11) 이 때문에 타겟근처의 플라즈마에서 Ba 과 Ti

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Ar과 O2가스비에 따른 분광특성

BT 타겟을 이용하여 박막증착시 보통 산소의 부족을 보

상하기 위하여 반응성 가스로 O2가스를 주입한다. 이때 Ar

과 O2가스의 비(Ar:O2)에 따라 증착막의 조성이 변화될 수

있다. Fig. 4(a)는 플라즈마 방전시 주입가스의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하여, Ar과 O2의 비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분광

Fig. 4. (a) Optical emission intensities from BaTiO3 sputtered with

various Ar:O2 ratios and (b) the change of Ba(II) and Ti(I) intensities

with Ar:O2 ratios. The r.f. power is 150 W and pressure is 10 mTorr.
Fig. 3. Optical emission spectra of BaTiO3 showed at different

discharge pressures. The r.f. power is 150W and discharge gas is Ar.

Fig. 2. Optical emission spectra of BaTiO3 as a function of applied

r.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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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을 보인다. Ar:O2는 1:0에서 0:1까지 다양하게 변

화시키고, 이때 r.f. 전력은 200 W, 1 mTorr의 챔버압력을

유지하였다. Ar가스만으로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때에 비

해 O2가스를 증가시킴에 따라 스펙트럼의 세기가 현저히

감소함을 보인다. 스퍼터링 효율은 입사이온과 타겟원자

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데,12) 이 때문에 동일물질을 방

전 시킬 때 Ar가스에 비해 O2가스의 스퍼터링 효율이 낮

아진다. O2가스의 비를 증가시킴에 따라 산소피크가 나타

나고 그 세기가 점차 증가하다가 O2 가스만으로 플라즈마

발생시, 3개의 산소피크, O(I) 436.9 nm, 532.9 nm, 543.6

nm가 명확히 나타나고, Ar가스에 의한 방전시 나타나는

Ba 과 Ti의 피크는 크게 감소하여 구분하기가 어렵다. 피

크의 세기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Fig. 4(b)에서 Ba

(II) 493.4 nm와 Ti(I) 519.2 nm의 피크 세기의 변화를 Ar

과 O2 가스의 비에 따라 나타내었다. Fig. 4(a)에 보인 것

처럼 각 피크의 세기는 산소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

게 감소하는데, Ba피크의 절대적인 세기는 Ti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삽입그림은 Ba과 Ti피크의 최대값과

의 세기비(I/Imax)를 나타냈는데, Ba과 Ti 피크의 감소가 유

사한 기울기를 보이면서 감소하지만, Ba의 경우 산소량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여 산소만으로 플라즈마 발생

시 0.08로 감소하고 Ti의 경우 0.35로 감소함을 보인다. 이

결과는 플라즈마 가스의 성분에 따라 증착막의 조성이 변

화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r:O2비에 따라 증착된 막의 두께 및 Ba/Ti비를 분석한 결

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동일시간 증착했음에도 불구하

고 방전가스중 산소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착막의 두께는

397 nm에서 233 nm로 감소하는데, 이는 산소가스의 증가

로 인해 스퍼터링 효율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Ba/Ti비는

산소량 증가에 따라 1.15에서 0.8로 감소함을 보여 Fig. 4

에서 보인 피크세기의 변화경향과 일치하였다. 

3.4 Co-sputtering에 따른 분광 및 막 특성

화합물 중 특정 성분의 양의 변화에 따른 플라즈마 분

광스펙트럼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이를 통한 조성제어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Fig. 6(a)는 Ar 가스만을 이용

하여 방전압력을 10 mTorr로 고정하고 BT타겟에 100 W

를 인가한 후, 별도의 타겟인 Ti에 100~200 W를 인가하

여 방전되는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Ti 타겟에 인가하는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Ba 피크의 세기 변화는 큰 변화

없이 Ti 피크의 세기가 증가함을 보인다. BT박막의 주요

성분이라 할 수 있는 Ba과 Ti의 피크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 Ba(II)493.4 nm와 Ti(I) 519.2 nm의 파장에서 나타나는

피크를 선택하여 두 파장대의 피크세기를 증착 중, 실시

간으로 측정함으로써 증발되는 화학종의 양을 판단할 수

있다. Fig. 6(b)는 BT 타겟에 인가되는 전력을 100 W로

고정시키고, Ti 타겟에 인가되는 전력을 시간에 따라 변

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피크 세기의 변화를 보인다. Ba 피

크는 시간에 따라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비교적

적은 세기변화를 보이나 Ti 피크의 경우, Ti타겟에 100 W

를 인가했을 때(1400s부근)부터 세기가 증가하다가 2270s

부근에서 200 W를 인가했을 때 Ba 피크의 세기보다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증착중 모니

터링을 통해 피크 세기의 변화를 확인하고, 각 소스의

증발량을 제어한다면 원하는 막의 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5. The change of thickness and Ba/Ti ratios with Ar:O2 ratios.

The r.f. power is 150 W and pressure is 10 mTorr.

Fig. 6. (a) Optical emission spectra obtained as a function of power

applied to Ti target during applying the constant power to BaTiO3

target and (b) time evolution of intensities for Ba(II) and Ti(I)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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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BT 및 Ti 타겟에 인가되는 전력을 조절하여

증착된 BT 막의 SEM 표면이미지와 막의 조성을 EDS

를 이용하여 분석한 Ba/Ti비를 보인다. 각 이미지는 (a)

BT100W, (b) BT100W + Ti100W, (c) BT100W + Ti150W,

(d) BT100W + Ti200W의 인가전력에서 증착된 시편의 모

습이다. Ar가스만으로 10 mTorr의 압력 및 상온에서 증착

된 시편들은 600oC에서 1시간 동안 산소분위기에서 열처

리하였다. EDS에 의한 분석 결과, Ti 타겟으로의 인가전

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Ba/Ti비는 각각 1.05, 0.96, 0.84,

0.73을 보이며 점차 감소하였다. (a) 시편의 경우, BT타

겟만으로 증착했음에도 불구하고, Ba이 Ti에 비해 과잉으

로 함유되어 있음을 보이는데, 약 50 nm 내외의 결정립

크기를 보이고, Ba/Ti비가 감소함에 따라, 즉 Ti양이 증

가함에 따라 결정립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과잉의 Ti이 결정립계에 석출하여 결정화가 잘 진행되지

않아 결정립 성장이 억제된다는 Zhu및 Cho등의 Ba/Ti

비에 따른 결정립크기의 변화경향과 일치한다.13,14)

Fig. 8은 BT 및 Ti 타겟에 인가되는 전력을 조절하여

증착된 BT 막의 XRD 패턴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 시편

은 Fig. 7의 시편과 동일하게 제조한 시편을 가지고 분

석하였다. 그림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온에서 증착된 시

편은 BaTiO3의 피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비정질 상태를

보였고, 600oC에서 열처리 후 막들은 결정상을 나타내었

다. 전체적인 회절피크의 세기는 작으며, Ba/Ti비가 감소

함에 따라 BaTiO3의 피크 세기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열

처리에 따라 BaTiO3의 상이 형성되면서, 비정질 소지에서

의 비화학양론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차

상의 생성을 예상했으나, Ba/Ti비의 감소에 다른 BaTi2O5

혹은 TiO2와 같은 이차상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Ritter 등

의 보고15)에 의하면 Ti 과잉막에서 BaTi2O5상은 650oC 이

상의 열처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본 연구

에서의 비교적 낮은 열처리온도의 영향으로 BaTi2O5혹은

TiO2결정상의 피크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XRD patterns of BT films deposited as a function of power

applied to Ti target; (a) BT100W, (b) BT100W + Ti100W, (c)

BT100W + Ti150W and (d) BT100W + Ti200W.

Fig. 7. SEM images and Ba/Ti ratios of BT films deposited as a function of power applied to Ti target; (a) BT100W, (b) BT100W + Ti100W,

(c) BT100W + Ti150W and (d) BT100W + Ti2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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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Ar가스의 방전에 의해 BaTiO3 타겟을 스퍼터링 할 때

발생하는 플라즈마는 Ar(I,II), Ba(I,II), Ti(I)이 주요 화학

종으로 검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행해진 실험조건 범위에

서 Ba의 경우 이온과 중성원자로 존재하고 Ti은 중성원

자 상태로 플라즈마를 구성하고 있었다. BT 타겟에 인가

되는 r.f. 전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플라즈마내 전자밀도와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함에 기인하여 Ar, Ba, Ti피크의 세

기가 모두 증가하였다. Ar 방전가스 압력을 증가시킴에 따

라 Ar 피크의 세기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Ba(II)과 Ti(I)

의 피크는 압력증가에 따라 세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방전가스가 화학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각 성분의 피크세기는 O2 가스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Ba피크의 절대적인 세기는 Ti에 비

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방전 가스의 성

분에 따라 조성이 변화함을 의미하며, 산소가스가 증가함

에 따라 실제 박막내에서 Ba/Ti비가 감소하였고 두께도 감

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BT와 Ti타겟을 동시 스퍼터링한

결과, Ti 타겟에 인가하는 전력을 증가시키면서, Ba과 Ti

의 피크변화를 시간에 따라 관찰했을 때, Ti피크의 세기

가 급격하게 변함을 확인하였고, Ba/Ti비도 이에 따라 변

화함을 보였다. Ba/Ti비가 감소함에 따라 박막의 결정립

크기는 작아지고 결정화도가 감소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

서의 결과로부터 OES를 이용하여, 증착조건의 변화에 따

라 플라즈마 내 화학종을 증착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피크 세기와 BT 박막 내 구성성분의 변화를 연

결시켜 데이터화 한다면 각 증착종의 증발량을 제어하여

원하는 막의 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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