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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high performance rotary magnet type magnetron source for roll-to-roll sputter system has been developed.

We analyzed the density of magnetic field as a function of size variation of the magnet which are in the center and edge

of the target. The target efficiency showed the best result when the width of center magnet, the width of edge magnet,

the angle of edge magnet, and the rotation angle of Yoke are 20mm, 10mm, 56o, and 16o,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magnet array, Roll-to Roll magnetron source was fabricated and tested. The uniformity of the film thickness

and that of the sheet resistance was ±1.62% and ±4.13%, and the resistivity was 2.79 × 10−3 W·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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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터치패널(touch panel), 플랙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유기 태양전지 및 에너지 소자의 기술적인 진

보는 스퍼터링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키

고 있으며, 특히 저가격과 대량생산을 위한 대면적 스

퍼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4]. 금속/

비금속 박막, 투명전극 박막의 증착을 위해서 사용되는

스퍼터 시스템에 있어 증착원으로 사용되는 마그네트

론 소스는 스퍼터 시스템의 핵심 부분으로 크게 평판

형 마그네트론 소스, 회전형 마그네트론 소스, 회전원

통형 마그네트론 소스로 나눌 수 있다[5-9]. 평판형 마

그네트론 소스는[5,6] 고정형 타겟과 고정형 자석단이

평면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형 타겟은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원형의 타겟과 일반 산업용에 많이 적

용되는 사각형태인 대면적용의 타겟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고정형 타겟의 경우 배열된 자석 구조에 따라 타

겟의 특정 부분에서만 침식이 일어나므로 증착속도가

느리며, 타겟 사용 효율이 30% 밖에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증착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석단의 자속

분포가 플라즈마 열 등에 의해서 불균일해짐으로써 플

라즈마 레이스 트랙이 불균일해진다. 이로 인하여 막의

두께 균일성이 저하되며 이러한 현상은 마그네트론의

길이가 길수록 정도가 심해진다.

회전형 마그네트론 소스는[7,8] 고정된 타겟에서 회

전하는 자석단이 원형을 포함하는 타겟의 중심축에서

수평방향으로 회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석단

을 회전시킴으로써 타겟의 침식 영역이 고정형 자석단
†E-mail : jhlee@ee.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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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마그네트론 보다는 확대되어 타겟의 효율

적인 사용과 증착되는 막의 균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타겟의 수평

방향으로 국부적인 공간에서 회전이 일어나므로 대면

적 타겟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대면적 스퍼터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회전원

통형 마그네트론 소스는[9] 고정 자석단을 가지는 구조

물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하여 원통형 타겟을 회전시키

는 구조이다. 고정 자석단을 가지는 구조물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하여 원통형 타겟을 회전시킴으로써 원통 타

겟의 사용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회전 원통형 타

겟이 고정된 자석단의 특정영역을 지나갈 때만 타겟의

침식이 일어나므로 증착률이 낮고, 회전하는 타겟을 사

용함으로써 시스템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판 혹은 회전형 마그네트론

소스의 증착속도, 타겟 사용 효율을 개선하고 대면적에

걸쳐서 균일한 증착특성을 가지는 회전자석형 마그네

트론 소스 개발하고 Roll-to-Roll 스퍼터 시스템에 적용

하여 그 성능 및 특성을 실험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Maxwell program을 사용하여 마그네트론 소스의 자석

배열에 따른 스퍼터 타겟 표면에서의 자장 밀도 분포

를 전산모사(simulation)하여 target erosion특성을 해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마그네트론 소스를 설

계·제작하여 Roll-to-Roll 스퍼터 시스템에 장착하여

박막 증착 특성을 분석하였다.

2. 마그네트론 소스의 자석 배열에 따른 자계 

분포 해석

2.1. 마그네트론 소스의 구조

마그네트론 소스를 제작하기 전 타겟 식각 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자석 배열에 관한 전산모사를

하였다. 전산모사는 Maxwell program을 이용하여 자

석 배열에 따른 타겟 표면의 자계 분포를 해석하는 방

식으로 수행하였다.

Fig. 1은 전산모사에 사용된 회전자석형 마그네트론

소스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타겟의 직경 및 Backing

plate의 크기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규격으

로 선정하여 향후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였다. 현

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타겟 및 Backing plate의

규격은 Table 1과 같다. 중심자석을 폭 120 mm 타겟의

중심축에, 가장자리 자석을 타겟의 가장자리영역을 둘

러싸며 배치하여 최대 수평 자속밀도(Bxy)가 중심자석

에서 30 mm 떨어진 영역에서 발생하도록 하고, Yoke

부를 좌·우 30 mm 회전시켜 타겟 전체영역이 균일한

자속을 경험하도록 설계하였다.

타겟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자석구조에서 자석의 높이를 20 mm로 고정하고 자석

폭 및 배열 각도를 변화에 따른 수평 자속밀도(Bxy)의

영향을 전산모사하였다. 전산모사에 사용된 자석은

NdFeB 이며, 중심부에 놓이는 자석의 폭과 가장자리

부에 놓이는 자석의 폭을 조정하여 10 mm 두께의 타

겟을 부착하였을 때 수평 자속밀도(Bxy)가 500~600

Gauss를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중심부와 가장자리에

놓이는 자석의 각도를 조정하여 좌·우 왕복 운동시 타

겟의 전면적이 균일하게 식각될 수 있도록 좌석의 최

적크기와 위치를 전산모사하였다.

Fig. 1. (a) Schematic and (b) cross-sectional diagram of

magnetron source.

Table 1. Dimensions of Target and Backing plate

Target

Inner diameter: 133~135 mm

Thickness: 8~20 mm, 

Length: variable

Backing plate

Inner diameter: 113~125 mm

Outer diameter: 133 mm, 

Length: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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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석 배열에 따른 자장 분포 해석

마그네트론 소스 구조에서 중심부에 놓여지는 자석

폭 변화에 따른 수평 자속밀도(Bxy)를 전사모사하였다.

가장자리에 놓이는 자석의 폭을 10 mm로 고정하고 중

심부에 놓이는 자석의 폭을 16, 18, 20, 22, 24 mm로

변경하여 해석하였다. 중심부 자석 폭에 따른 전사모사

결과와 Bxy 분포를 Fig. 2 및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서 (a)와 (b)는 중심부 자석 폭이 24 mm 및

16 mm일 때 좌, 우 Bxy 최대인 구간 사이의 거리이고,

(c)는 중심부 자석 폭이 20 mm일 때 타겟 좌측 끝에서

좌측 Bxy 값이 최대인 구간 사이의 거리, d는 중심부

자석 폭이 20 mm 일 때 타겟 중심에서 우측 Bxy 값이

최대인 구간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Bxy는 중심부 자석에서 좌·우측영역으로 진행함에

따라 는 증가하며, 약 30 mm 근처에서 최대치를 형성

한 후 감소하였다. 중심부 자석의 폭이 커질수록 Bxy

는 490에서 630 Gauss로 증가하였으며, 좌, 우 Bxy값

이 최대인 구간 사이의 거리(Fig. 2의 (a))가 멀어짐을

볼 수 있다. 

중심부 자석의 크기가 20 mm일 때 좌, 우 Bxy 최대

인 구간 사이의 거리는 약 60 mm로 최적의 값을 나타

내었지만, 타겟 좌측 끝에서 좌측 Bxy값이 최대인 구

간 사이의 거리(Fig. 2의 (c))는 30.378 mm, 중심에서

우측 Bxy값이 최대인 구간 사이의 거리는 29.682 mm

로 약 0.696 mm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Yoke가 좌, 우

로 회전하게 될 때 최대 Bxy 부분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리로써, 길이방향으로 타겟이 식각되지 않는 영역이

약 0.696 mm임을 의미한다. 

중심부 자석 폭을 20 mm로 고정하고 가장자리의 자

석 폭을 6, 8, 10, 12, 14 mm로 변경하여 가장자리 자석

의 폭에 따른 Bxy의 영향을 전산모사하였으며, Fig. 4에

정리하였다. 가장자리 자석의 폭이 커질수록 Bxy 크기

및 Bxy 최대값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였다. 가장자리

자석의 크기가 10 mm 일 때 좌, 우 Bxy 최대값 간의

거리가 60 mm 로 나왔으며, 가장 최적의 값을 가졌다.

중심부 자석을 기준으로 가장자리 자석의 기울어진

각도를 전산모사한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Bxy field의 세기는 유사하나 두 지점의 각도가 56도보

다 줄어들거나 커지게 되면 ‘타겟 좌측 끝에서 좌측

Bxy 값이 최대인 구간 사이의 거리’와 ‘타겟 중심에서

우측 Bxy값이 최대인 구간 사이의 거리’차이가 발생하

였다. 이는 타겟 사용 효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

게 된다. 따라서 가장자리 자석의 기울어진 각은 56도

가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된다.

Fig. 2. Horizontal magnetic field intensity profile at the

surface of target with center magnet width

Fig. 3. Bxy field distribution vs. position of the target

surface with center magnet width.

Fig. 4. Bxy field distribution at the surface of target with

variation of edge magnet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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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 자석, 가장 자리 자석의 폭을 각각 2 0mm,

10 mm로 설정하고 자석간의 간격을 56도로 고정한 상

태에서 Yoke를 좌, 우로 이동 시켰을 때 타겟 표면의

자장 밀도 경향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타겟

표면의 Bxy 분포를 Fig. 6에 나타내었다. Yoke의 회전

각이 16도 이상이 되면 좌, 우측의 밀도 차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Bxy 의 밀도가 높은 부분이 양극(Anode)

경계와 인접하게 되어 실제 공정 시 방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Yoke 좌우 회전각은

16도가 최적으로 나타났다.  

3. Rotary- magnet type 마그네트론 소스의 

제작 및 특성

3.1. 마그네트론 소스의 제작  

자석 배열에 따른 타겟 식각 특성 해석 결과를 바탕

으로 500 mm 기판용 마그네트론 소스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실물 사진을 Fig. 7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마그네트론 소스는 타겟, 타겟 접착이 가능하도

록 구성된 Backing plate, 자기 보존 철편으로서 자석

배열을 위한 홈을 가지는 Yoke, Yoke를 좌우 왕복 회

전 및 연속 회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회전용 모터

로 구성되어 있다. 500 mm 폭의 기판에 균일한 박막

증착을 위하여 타겟 전체길이는 700 mm, 두께는

9 mm로 제작하였다.   

Backing plate는 스퍼터 공정 중 효율적인 타겟의 냉

각을 위하여 냉각경로와 함께 전원 인가를 위한 단자

를 가진다. 또한 Baking plate 가장자리에 진공 밀봉용

O-ring을 장착함으로써 타겟 부분만 진공상태에 놓여

지게 되므로, Yoke 및 Yoke 회전을 위한 모터 연결부

에는 별도의 진공 밀봉용 부수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

게 된다. Yoke는 그림과 같이 자기 보존을 위하여 연

철 재질로 제작되며 자석 배열을 위한 홈을 가진다. 길

이 20 mm인 NdFeB 자석을 사용하였으며, 중심 자석

및 가장자리 자석의 크기는 각각 20 mm × 15 mm,

10 mm × 15 mm, 자속밀도는 각각 4,750 Gauss, −4,680

Gauss 이었다.  

Yoke와 연결된 회전축은 회전용 모터와 연결되어 좌우

왕복 운동 및 연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좌우 왕

복 속도는 1~6 rpm 으로 제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film

의 이송속도에 따라 가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

어 film이 1 m/min의 속도로 이송되면 film상의 한 점이

sputtering영역을 지나가는 시간이 13.4초가 소요된다. 이

때 좌, 우 왕복용 모터의 속도를 1.3 rpm 으로 조정하면

13.4초 동안 자석이 타겟 전면을 좌우 스캔하게 되므로

좌우 왕복에 따른 불균일도를 해결할 수 있다. 

Fig. 5. Bxy field distribution at the surface of target with

variation of edge magnet angle. 

Fig. 6. Surface magnetic field intensity profile at the

surface of target with rotation of the Yoke. 

Fig. 7. Picture of rotary-magnet type magnetr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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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그네트론 소스의 특성

제작된 마그네트론 소스를 Roll-to-Roll 시스템에 장

착하여 성능평가를 위하여 박막 증착 테스트를 진행하

였다. AZO(나노신소재, ZnO2 : Al2O3= 98 : 2)박막의

증착 속도 및 균일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참

고하여 선행공정을 통하여 공정조건을 구하여 공정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기판은 도레이 첨단소재 PET

film(model:XG-6SF2, thickness: 100 um, width: 1580 mm)

을 사용하였다. DC pulse power 2.5 kW(2.93 W/cm2), Ar

gas flow rate 1000 sccm, 5 mTorr 에서 25분간 공정진

행 후, 면저항 및 두께 측정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두께 측정은 폭 500 mm 지점에서 3지점(좌측;A, 중

앙;B, 우측;C)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면저항 과 두께

균일도는 ±4.13%, 1.62% 이내였으며, 비저항값은

2.79 × 10−3 Ω·cm 로 다소 높게 나왔다. 앞선 선행테스

트 결과에서 유추할 때 Roll-to-Roll 시스템의 기저압력

(base pressure)이 5 × 10−6 Torr 로 다소 높은 점과, PET

film 자체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지속으로

Outgasing이 발생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개발 마그네트론 소스의 타겟 사용 효율을 3차원 측

정기(Hexagon Metrology, ALPHA 2550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8과 같이 타겟 식각전 후의 형상을

실측하여 도면화한 후 전체 부피 대비 사용 부피를 계

산한 결과 약 53.7% 사용효율[(702-324.9) cm3 /702 cm3

= 53.7]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과 실제테스

트 사이의 오차를 감안하여 자석 구조를 개선하면 사

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판 혹은 회전형 마그네트론

소스의 증착속도, 타겟 사용 효율을 개선하고 대면적에

걸쳐서 균일한 증착특성을 가지는 회전자석형 마그네

트론 소스를 개발하고 그 성능 및 특성을 시험하였다.

마그네트론 소스 구조에서 중심부 및 가장자리에 놓여

지는 자석 크기 변화에 따른 자속밀도를 해석하였다.

중심부 자석 폭의 길이 20 mm, 가장 자리 부 자석 폭

의 길이 10 mm로 설정하고 자석간의 간격이 56도 일

때 타겟 사용 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석 배열에 따른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500 mm 기

판용 마그네트론 소스를 제작하여 AZO박막 증착하였

다. 증착된 박막의 두께 및 면저항 균일도는 각각

±1.62, ±4.13% 이내였으며, 비저항은 2.79 × 10−3 Ω.cm

로 다소 높게 나왔다. 

향후 타겟 사용 효율이 높은 마그네트론 소스의 개발

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과 실제 테스트 사이의 오차를

감안하여 자석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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