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4.24.7.344
Kor. J. Mater. Res.
Vol. 24, No. 7 (2014)

344

원통형 스퍼터링 장치로 제작한 Ti 및 Al 박막구조

오창섭
1
·한창석

2†

1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호서대학교 국방과학기술학과, 

Structure of Ti and Al Films Prepared by

Cylindrical Sputtering System

Chang-Sup Oh1 and Chang-Suk Han2†

1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Reseat Program, Daejeon 305-806, Korea
2Department of Defense Science & Technology, Hoseo University, 165 Sechul-Ri, Baebang-Myun,

AsanCity, Chungnam 336-795, Korea

(2014년 2월 28일 접수: 2014년 5월 16일 최종수정: 6월 10일 채택)

Abstract Metal films (i.e., Ti, Al and SUH310S) were prepared in a magnetron sputtering apparatus, and their cross-

sectional structures were investigat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apparatus used consisted of a cylindrical

metal target which was electrically grounded, and two anode rings attached to the top and to the bottom of the target. A

wire was placed along the center-line of the cylindrical target to provide a substrate. When the electrical potential of the

substrate was varied, the metal-film formation rate depended on both the discharge voltage and the electrical potential of

the substrate. As we made the magnetic field stronger, the plasma which appeared near the target collected on the plasma

wall surface and thereby decreased the bias current. The bias current on the conducting wire was different from that for

cation collection. The bias current decreased because the collection of cations decreased when we increased the magnetic-

coil current. When the substrate was electrically isolated, the films deposited showed a slightly coarse columnar structure

with thin voids between adjacent columns. In contrast, in the case of the grounded substrate, the deposited film did not

show any clear columns but instead, showed a densely-packed granular structure. No peeling region was observed between

the film and substrate, indicating good ad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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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퍼터링 방법은 박막제작 기술의 하나로써 널리 이용

되고 있다.1-5) 가장 기본적인 직류 2극 스퍼터링 방법은

음극인 타겟과 양극 사이에 직류전압을 인가하여 양 전

극 간에 글로우방전을 발생시켜 스퍼터링 하는 방법이

다. 양극에는 특정한 구조인 양극을 이용하는 경우와 금

속 진공챔버 전체를 양극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양극은 접지되며, 음극인 타겟에는 (−)

전압이 인가된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글로우방전에 의해

생성된 (+)이온이 타겟을 충격하여 챔버 벽 등에는 충

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스퍼터장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Thornton 등이 개발

한 원통형상의 타겟을 이용한 원통형 마그네트론 스퍼

터장치는 원통형의 타겟 내부에 플라즈마가 집중되기 때

문에 반드시 양극을 접지할 필요는 없다.6) 즉, 양극을 접

지하는 방법에 비해서 음극을 접지하고 양극에 (+)전압

을 인가하여 스퍼터링 하는 방법(이하, 양극 인가방식)을

용이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7) 양극 인가방식은 기판을 접

지시킨 경우 타겟과 기판이 거의 같은 전위가 되고, 기

판표면이 이온충격을 받기 때문에 바이어스용 전원을 사

용하지 않고 바이어스 스퍼터링 방법과 동일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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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원통형 마그네트론 스퍼터장치는 원통형

타겟의 중심축 위에 가는 봉 또는 선 등을 설치하여 표

면코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저자들은 섬유강화 금속재료(FRM)를 제작하기 위하여

섬유표면에 대한 모상 용융금속과의 젖음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양극 인가방식에 의한 원

통형 마그네트론 스퍼터장치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표면

에 알루미늄을 증착시킨 결과를 보고하였다.8) 그 결과,

원통형 마그네트론 스퍼터장치를 이용하면 탄소섬유 전

체표면에 균일하게 금속박막이 증착되었으며, 또한 일반

재료의 증착에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장비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원

통형 마그네트론 스퍼터장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 방전조건 및 기판 재질 등에 의한 양극-기판간 방전

에 대한 방전특성 파악, (2) 기판접지 유무에 대한 증착

된 박막구조의 차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실험 방법

2.1 양극-기판간의 방전특성

Fig. 1은 본 실험에 사용한 양극 인가방식 원통형 마

그네트론 스퍼터장치이며, 타겟은 길이 130 mm, 외경

100 mm, 내경 90 mm인 pure-Ti봉을 사용하였다.8) 타겟

의 상하부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양극을 배치하고, 타

겟이 설치된 챔버 외부에는 마그네트론 운동을 발생시키

기 위하여 자기코일을 감았으며, 기판인 wire(선재)에 연

속적으로 증착시키기 위하여 winder(감는 장치)를 타겟의

상하부에 설치하였다. 챔버 내부를 1.33 × 10−3Pa 이하의

진공상태로 한 후, MFC를 이용하여 Ar가스를 주입하고

양극의 상하부에 (+)전압을 인가하여 글로우방전을 발생

시켜 방전전압-전류를 측정하였다. 기판은 표준전기저항

선 및 온도측정용 열전쌍 재료로 사용되는 콘스탄탄(con-

stantan; 니켈에 구리 46 %를 첨가한 구리-니켈 합금, 전

기저항; 2.41 Ω/m)선 및 철선(전기저항; 0.62 Ω/m)을 이

용하였으며, 기판의 크기는 직경 0.508 mm, 길이 1000

mm로 구성하였다. Winder장치의 한쪽 끝단 부분에 전

류계를 설치하여 어스에 접속시켰다(Fig. 1에서 *으로 표

시한 부분). Winder는 챔버와 절연되어 있으며, 챔버 내

에서 방전이 일어나게 되면 콘스탄탄선에 전류가 흐르

게 되는데, 이 전류를 바이어스 전류라고 표기한다. 이

상태에서 방전전압과 전류 및 바이어스전류의 관계를 조

사하였다.

2.2 박막 관찰

박막을 형성시키기 위해 사용한 기판은 직경 0.3 mm,

길이 100 mm인 탄소봉을 사용하였으며, 탄소봉은 상하부

의 winder에 철선을 걸어 약 5 mm 정도 거리를 두고 다

른 철선으로 체결하여 원통형 타겟 중심축 상에 설치하

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타겟은 Ti, pure Al, 내열강

(SUH310S) 등과 같이 3종류이며, 증착조건은 Ar 가스

압력 4 Pa, 증착시간 7.2 ks이다. 방전전압은 방전전류가

500 mA가 되게 조절하였고, 전압은 타겟 종류에 따라 다

르며 320~360 V 범위이다. 또, 전자 마그네트론 운동용

인 전자코일에는 2 A를 통전시켰다. 각각의 타겟을 이용

하여 탄소봉이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

착한 경우(A법)와 winder의 진공 이외의 부분을 어스에

접지시켜 증착한 경우(B법)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증착

된 탄소봉의 파단면을 SEM을 이용하여 단면을 관찰하

였으며, 박막구조 및 탄소봉과의 밀착성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바이어스 전류의 영향

Fig. 2는 기판인 wire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본 장

Fig. 1. The sputtering apparatu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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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방전특성을 조사한 결과로써 타겟 외부에 감은 전

자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높이면 방전전류는 증가하며, 자

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8) 타겟 원

통축상의 자장을 가우스미터로 측정한 결과, 전자코일에

2 A 통전시킨 경우는 1.4 × 10−2 T, 5 A 통전시킨 경우는

3.5 × 10−2T이었다. 타겟 외부의 전자코일에 2 A를 통전

시키고 콘스탄탄선 및 철선을 기판으로 하여 스퍼터링을

실시한 경우, 타겟 내부에서는 기판인 콘스탄탄선 및 철

선 주위에 음의 글로우 및 Aston 암부가 확인되었다.

Winder를 접지시키기 위하여 도선 사이에 삽입한 전류

계는 수 mA 정도를 표시하고, 도선에서 접지쪽으로 전

류가 흘렀다. 이것은 도선 표면이 (+)이온충격을 받아 대

부분의 (+)이온이 도선표면 상에서 전자와의 재결합에 의

해 중성화되어 전류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방전

전류를 수 10 mA부터 1 A 이내의 범위에서 변화시켜 각

각의 도선에 대하여 바이어스전류를 측정한 결과가 Fig.

3이다. 방전전류를 높이는 것에 따라 바이어스전류도 증

가하였으며, 바이어스전류는 전기저항이 작은 철선이 큰

값을 나타내었다. 전자코일에 5 A를 통전시켜 동일한 방

법으로 측정하면 바이어스전류는 2 A인 경우에 비해 작

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자장이 강하게 되면 바

이어스전류는 감소하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Fig. 2의 방

전특성에 대한 자장의 효과와 반대이다. 자장이 강한 경

우, 타겟 내의 플라즈마는 벽면에 집중하여 음의 글로

우 부분이 좁아진 점으로부터 이 현상은 타겟 부근의 음

의 글로우가 넓어지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장의 강도를 변화시켜

음의 글로우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전자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켜 200 mA의 방전전류

를 얻기 위해 필요한 방전전압과 이때의 바이어스전류

를 측정한 결과가 Fig. 4이며, 기판은 콘스탄탄선을 사

용하였다. 전자코일 전류를 0~2 A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에 따라 방전전압과 바이어스전류 모두 뚜렷하게 감

소하지만, 전자코일의 전류가 2 A 이상에서는 양쪽 모두

일정하게 되었다.

 

3.2 양극-기판 간의 방전특성

양극-타겟 간의 방전과 양극-도선 표면간의 방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원통형 타겟의 중앙부

를 길이 100 mm인 테프론 원통으로 교체하여 동일한 방

Fig. 3. Bias current thought the wire as a function of sputtering

current.

Fig. 4. Bias current and sputtering voltage as a function of coil

current.

Fig. 2. Sputter current as a function of sputter voltage for the

sputtering apparatu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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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측정하였다. 이 경우, 금속타겟 상하부 및 도선

은 음극으로 작용하며, 3곳으로 분리된 방전이 관찰되었

다. Fig. 5 및 Fig. 6은 이때의 바이어스 전류 측정결과

이다. Fig. 5는 Fig. 2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Fig. 6

은 Fig. 4와 뚜렷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장 세

기에 대하여 바이어스 전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타겟

부근과 도선 표면 부근에 발생한 방전이 분리되지 않는

일반적인 스퍼터링 상태에서도 자장을 강하게 하면 도

선 부근에 발생하는 플라즈마 밀도는 상승하며, 바이어

스 전류도 증가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장을 강하게 하면 타겟 부근에 발생하는 플라즈마가

타겟 벽면 가까이 집중되어 바이어스 전류를 감소시킨

다. Fig. 4의 전자코일 전류가 2 A 이상에서 바이어스 전

류가 거의 일정하게 되는 것은 이 상반되는 효과가 서

로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증착하는 동안에 도선 표면을 충격하는 (+)이온의 수

나 에너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기판을 충격

하는 (+)이온은 박막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기판을 접지

시켰을 때 바이어스 전류를 모니터링 하면 이온충격효과

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스퍼터

링 방법에서는 바이어스 스퍼터효과는 스퍼터링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바이어스 전류를 모니터링 하여 스퍼

터링 조건을 설정하여 증착실험을 실시하였다.

3.3 박막구조 해석

탄소봉이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착한

경우인 A법과 winder의 진공 이외의 부분을 어스에 접

지시켜 증착한 경우인 B법으로 탄소봉에 증착시킨 Ti,

Al, 내열강 박막을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

과를 Fig. 7~Fig. 9에 나타내었다. Fig. 7~Fig. 9의 (a)는

A법으로, (b)는 B법을 이용하여 증착한 박막이다. 탄소봉

을 절연시킨 A법으로 증착시킨 Ti, Al 및 내열강의 모

든 박막에서 주상정구조가 확인되었다. Al박막은 주상정

이 가장 뚜렷하게 성장하였고, 컬럼 사이에 공극이 확

인되었으며(Fig. 8(a)), 내열강 박막은 두꺼운 컬럼의 주

Fig. 5. Bias current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under different

magnetic fields.

Fig. 6. Coil current dependence of bias current and sputter voltage.

Fig. 7. Growth structures of titanium films deposited under

electrically (a) isolated and (b) ground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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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구조이다(Fig. 9(a)). 그러나 winder를 접지시킨 경우

(B법)는 확실한 주상정구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정입

계를 구분할 수 없는 치밀한 막이었다. 모든 박막이 막

과 탄소봉과의 경계에 박리된 부분은 없었으며, 완전하

게 밀착된 막이었다. 

박막의 두께를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B법을 이용한

모든 박막은 매우 얇은 것을 알 수 있다. Ti 박막은 탄

소봉 표면의 요철을 메워 평탄하게 박막이 형성되었다

(박막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Table 1에는

제외함). A법을 이용한 기판은 양극에 대하여 10~30 V

낮은 전위에 있고, 타겟에 대해서는 300 V 정도 (+)전

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Ar의 (+)이온충격에 대한 영

향은 작지만, B법은 기판 주위에 음의 글로우가 관찰될

수록 이온충격이 뚜렷하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A

법을 이용한 박막의 두께는 B법의 약 2배 정도이다. 일

반적인 바이어스 스퍼터링에 의해 재스퍼터링 때문에 막

두께가 감소하는 비율은 3~5 정도 이지만, B법에서 나

타난 막 두께 감소비율은 이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재스

퍼터링에 의해 막 두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이온충격

에 의해 스퍼터 입자가 도선 표면에서 확산이 촉진되어

치밀한 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막 두께가 감소하였다

고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 제작한 박막구조를 Thornton모델을 이용

하여 고찰하면, A법으로 증착된 모든 막은 Zone I에 속

하는 구조이며, B법의 경우는 Zone T에 속하는 구조라

고 판단된다.9) Zone I은 가스압력이 높고, 기판온도가 낮

은(Ts / TM< 0.3, Ts ; 기판온도, TM ; 재료의 융점) 경우

에 생기는 미세구조로서, 빈 공간이나 구멍이 많이 존

재하는 박막이다. 따라서 밀도가 낮고, 전기비저항이 높

고, 광반사율이 낮은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Zone T는

가스압력이 낮고 기판온도도 낮은(Ts / TM < 0.3) 경우에 나

타나는 영역으로, 섬유상의 기둥모양 구조로서 그 사이

에 간격이 없고 치밀한 막이다. Zone II와 Zone I의 중

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천이영역 Zone T(transition)이라

고도 하며, 밀도가 높고 전기비저항은 낮으며, 광반사율

이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Zone T에 속하는 구조는 미

세한 섬유상의 결정립으로부터 형성된 것이 특징이므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FE-SEM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Fig. 10이다. Fig. 10(a)와 같이 B법으로 제

작한 Ti박막에는 미세한 섬유상의 결정립이 뚜렷하게 나

Fig. 8. Growth structures of aluminium films deposited under elec-

trically (a) isolated and (b) grounded conditions.

Fig. 9. Growth structures of SUH310S films deposited under elec-

trically (a) isolated and (b) grounded conditions.

Table 1. Deposited film thickness for two sputtering modes: electrically isolated and grounded modes.

Target Titanium Aluminum SUH310S

Method
isolated

(A Method)

isolated

(A Method)

grounded

(B Method)

isolated

(A Method)

grounded

(B Method)

Thickness (µm)

Deposition rate (µm/h)

10~12

5~6

20~24

10~12

14~18

7~9

8~20

9~10

8~12

4~6

Fig. 10. High-resolution SEM images of (a) titanium, (b) aluminium and (c) SUH310S film deposited on grounded carbon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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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지만, Al 박막, 내열강 박막에서는 섬유상의 결정립

및 주상정구조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Al 박막, 내

열강 박막 모두 Zone T에 속하는 구조인 치밀한 박막

인 것을 알 수 있다. 박막의 구조가 Zone I에서 Zone

T로 변화하는 것은 탄소봉을 충격하는 Ar 이온의 영향

이며, 도선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Ti 박막은 Fig. 7(b)와 같이 기판이 볼록한 부분

은 매우 얇고, 오목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것과 같이

박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Ar 이온의 충격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 11에 본 실

험에서 증착한 Ti 박막 및 Al 박막의 XRD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증착된 박막의 회절피크는 전형적인 Ti 및

Al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Zone T구조는 단단하고 치밀하다. 이 점

을 검토하기 위하여 SUS기판에 Al을 증착시켜 경도측

정을 실시하였다. 증착조건은 탄소봉에 증착시킨 조건과

동일하며, 증착시간은 A법으로 7.2 ks, B법으로 12.8 ks

이다. A법 및 B법으로 증착한 박막의 경도변화는 없었

으며, 양쪽 모두 Hk145(누프경도, 하중 10 g)이다. 순Al

벌크의 경도는 Hk40이므로, A법 및 B법으로 제작한 박

막은 이미 벌크보다 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한 경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원통형 마그네트론 방법으로는 스퍼터링된

입자가 기판으로 경사져서 입사되는 비율이 크고, 스퍼

터링된 입자에 의한 박막의 충격은 작다. 따라서 기판

을 가열하지 않은 경우에는 Zone I의 구조로 될 가능

성이 높다.6) A법은 경사입사에 의한 영향이 포함되어 있

지만, B법은 바이어스 효과로 인하여 경사입사에 의한

효과가 약하고, 치밀한 박막을 얻기에 유리하며, 기판과

의 밀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양극인가방식에 의한 원통형 마그네트론 스퍼터장치를

이용하여 Ti, Al 및 내열강의 박막을 제작하여 박막구

조 및 원통형 마그네트론 스퍼터장치의 방전특성에 대

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양극-타겟 간의 방전 및 양극-도선 표면간의 방전

은 동시에 일어나며, 방전전류는 분리되지 않고, 방전전

압은 도선을 충격하는 (+)이온이 도선 표면 위에 집중

되어 발생한 (+)전압 때문에 직접 인가한 방전전압보다

감소한다. 

2) 자장을 강하게 하면 타겟 부근에 발생하는 플라즈

마는 타겟 벽면에 집중되어 바이어스 전류값이 감소한

다. 바이어스 전류값은 도선 위에 집중한 (+)이온의 양

에 대응하며, 전자코일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바이어스

전류가 감소하는 것은 집중된 (+)이온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3) 기판을 접지시킨 상태와 접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기판전위를 변화시키면 형성된 박막의 구조가 다르다. 기

판을 접지시키지 않고 전기적으로 부유상태로 하면 주

상정구조를 갖는 박막이 형성되었으며, 기판을 접지시키

면 Zone T에 속하는 치밀한 박막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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