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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내구성과 높은 굴절률을 가지는 TiO2 박막은 널리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전이 금

속 산화물 중 하나다. Anatase TiO2는 가스센서, 태양전지, 박막 축전지 내에서의 층상 유

전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진 물질로써 사용되어 왔다[1]. 오염된 공기와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광분해 능력을 가진 물질 중, 특히 TiO2는 강한 산화력에 의해 그 

능력이 우수하고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환경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2]. TiO2 박

막을 제작하기 위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이온증착법, 스퍼터링법, 전자빔증착법 등이 이용

되고 있으며, 졸-겔법, CVD 등과 같은 화학적인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F-magnetron sputtering법으로 TiO2/SiOx multilayer 박막과 pure TiO2 

단층 박막을 제작하였다. 박막을 제작하기 위해 TiO2와 SiO2 powder를 원형틀에 넣고 고압 성

형하여 직경 5×10-2m인 TiO2, SiO2 산화물 target을 제작하였다. 기판으로는 quartz glass

를 사용하였고 증류수, 에탄올, 아세톤을 사용하여 기판을 세척하였다. Sputter의 초기진공

도는 3.3×10-6 Torr의 압력으로 박막의 조성을 제어하기 위해 챔버에 Ar 가스를 투입하

여 1×10-2 Torr의 압력에서 10분간 예비 스퍼터링을 실시하였다. 200W에서 증착 비율을 

고려해 sputtering 시간을 조절하여 SiOx 박막을 먼저 증착 한 후, 200W에서 TiO2를 30

분 동안 위층으로 증착시켰으며, 각 sample은 조건은 아래와 같다.

   

sample 1  ; 0/10 (O2/Ar) TiO2/SiOx Thin film
sample 2  ; 0/10 (O2/Ar) TiO2 Thin film

  제작된 박막을 FE-SEM, XPS, AFM, PL, Photodecomposition 측정을 통해 광활성, 광

학적 특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은 광분해 특성 그래프이다. 측정 결과 sample 1 박막의 광분해 특성이 다른 박막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림 2는 상온에서 300nm Xe lamp를 이용해 측정한 PL 특성 그래프

이다. Sample 2의 경우 PL 세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sample 1의 경우에는 PL 세기가 상대적

으로 약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SiOx 층의 존재는 홀과 전자의 재결합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각각의 박막에 대한 표면 SEM 이미지와 표면 거칠기에 대한 이

미지이다. Sample 2 박막은 sample 1 박막보다 입자 크기가 커지고, 표면 거칠기가 거칠어짐

을 볼 수 있다. SiOx 층이 존재하는 박막(sample 1)은 SiOx 층이 없는 박막(sample 2)에 비해 

거칠기, 표면 입자가 작아져 표면적이 작아졌지만, 광활성 특성은 SiOx 층이 없는 박막보다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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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증착조건에 따른 광분해 특성 그래프 그림 2. 증착조건에 따른 PL 특성 그래프

그림 3. 증착조건에 따른 표면 SEM 및 거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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