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2, No. 7, pp. 974～979, 2013

http://dx.doi.org/10.5370/KIEE.2013.62.7.974

974

R.F.스퍼터링법에 의해 제작된 TiO2 박막의 습도감지특성

Humidity Sensing Characteristics of TiO2 Thin Films Fabricated by R.F.Sputtering Method

유 도 *

(Do-Hyun You)

Abstract  -  TiO2 thin films are fabricated using R.F.sputtering method. TiO2 thin films are coated on Al2O3 substrate 

printed IDE(interdigitated electrode). Impedance of thin films decreases according to increase relative humidity and it 

increases according to decrease measuring frequency. When substrate temperature is room temperature, impedance of thin 

films is from 45.68[MHz] to 37.76[MHz] within the limits from 30[%RH] to 75[%RH] at 1[kHz]. Whereas when substrate 

temperature is 100[℃], impedance of thin films is from 692[kHz] to 539[kHz] within the limits from 30[%RH] to 75[%RH] 

at 1[kHz]. Impedance variation of thin films is bigger in low frequency regions than in high frequency regions. When 

substrate temperature is 100[℃], impedance of thin films is lower than that of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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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 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분은 주

물질과 쉽게 상호작용을 하여 재료를 부식, 산화시키기 때문

에 일상생활  산업체의 제조공정 등에서 큰 문제 으로 

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 자, 재료, 식품, 섬유  

정 제어분야 등에서 생산 리  품질향상을 해서 습도

측정  제어의 필요성이 지속 으로 두되어 왔으며, 최근

에는 와 같은 분야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 습도센

서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습도센서는 감지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 , 유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운데, 특성이 우수한 습도센서는 

빠른 응답속도, 높은 재 성, 긴 수명, 낮은 열화율(degra-   

dation) 그리고 낮은 온도의존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

은 조건을 만족하는 우수한 특성의 습도센서를 제작하기 

해서 그동안 속산화물에 한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 왔

다.

속산화물이 우수한 특성을 갖는 습도센서의 소재로서 

각 받는 이유는 다른 물질에 비해 물리 , 화학   열

으로 안정하기 때문이며, 재료의 조성, 화학구조, 형상  결

정립 분포에 한 제어가 쉽고[1], 재생산성, 소형화  집

화를 이룰 수 있는 장 이 있다.

속산화물  TiO2는 동작 시 높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  

는 단 이 있지만, 비교  빠른 응답특성과 반도체 IC와 조

합하여 센서 디바이스를 집 화할 수 있으며 비교  큰 

energy band gap을 갖고 있어서 유 체 다층박막을 제작할 

수 있다[2]. 한 다른 속재료에 비하여 비강도가 높고 고

온의 크립성질이 우수하며 산화성  염기성 분 기 하에서

도 내식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항공기, 화학공정, 해양구조 

 생체용 재료로서 리 이용되고 있다. 

TiO2 박막의 용도에 해 살펴보면, 임피던스의 변화를 

이용한 도도 변화용 박막, 큰 유 상수를 이용한 반도체 

커패시터용 박막, 화학 으로 매우 안정하고 기계  표면경

도가 우수한 강화코 용 박막, 가시 선  근 외선 역에

서 우수한 투과도와 굴 율을 갖는 반사방지막[3]  기

장 하에서 색상이 변하는 EC(electrochromic)표시소자 등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분야는 더욱 확 되고 있다.

TiO2 박막을 제작하기 한 물리 인 제작법으로는 스퍼

터링법, e-beam evaporation법 등이 있으며, 화학 인 제작

법으로는 솔젤법, chemical vapor deposition법 등이 있다. 

이러한 제작법 에서 스퍼터링법은 박막을 형성하는 이온

들의 이온에 지를 높여주어서 덩어리에 가까운 성질을 갖

게 하므로 조 한 박막을 제작하는데 이용되며, 박막의 면

 코 과 표면경도가 우수한 박막을 제작할 수 있는 장

이 있다[4]. 한 R.F. power, 작업압력, 증착시간, 증착기

의 종류, 타겟과 기 사이의 거리, Ar/O2 비율  산소분압 

 기 온도 등과 같은 증착조건에 따라서 박막의 특성을 

조 할 수 있다[5]. 

스퍼터링법은 속타겟을 이용하여 높은 증착속도를 얻을 

수 있으며 낮은 기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비교  수～수

십 [mTorr]의 진공에서 박막을 제작할 수 있다. 한 다

른 박막제작법에 비하여 박막의 조성을 쉽게 제어할 수 있

어서 량생산할 수 있다. 이온화 기체로서는 주로 Ar, Ne 

등의 불활성 가스가 이용되고 이  Ar은 가격이 렴하여 

스퍼터링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불활성 기체가 이

온화하여 타겟에 충돌하게 되면 타겟표면에서 분자나 원자 

는 클러스터가 튀어나와 기 에 부착된다.

한 스퍼터링법  R.F.스퍼터링법은 타겟에 직류 압 

신 고주  압을 인가하고 타겟표면의 정 하를 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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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사이클 동안 자에 의하여 화시켜 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물이나 유 물의 타겟을 

이용한 박막의 형성이 가능하고 박막 성장률을 높일 수 있

으며 오염도를 낮출 수 있다. 동시에 결정립의 크기에 큰 

향을 미치는 증착온도를 낮게 할 수 있으며 D.C.스퍼터링

법에 비해 박막의 균질성이 뛰어나 량생산이 가능하다.

스퍼터링에 이용하는 타겟은 일반 으로 두 가지 형태

가 있는데, 속을 직  이용하는 경우와 산화물이나 질화

물의 소결체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로 속을 직  

이용하는 경우에는 타겟을 산소나 질소와 반응시켜 박막을 

형성하고, 두 번째로 산화물이나 질화물의 소결체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타겟을 불활성 가스 내에서 스퍼터링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타겟 표면의 물질이 화학

으로 분해되어 산소나 질소가 결핍된 박막을 형성하게 

된다는 에서 타겟과 동질한 박막을 얻기 해서는 불활

성 가스 에 산소나 질소를 첨가하여 부족분을 보충해야

만 한다. 이  속을 직  이용하는 경우, Ti 속타겟을 

이용하여 스퍼터링법에 의해서 metallic mode에서 oxide 

compound mode로 이하는 박막의 형성기구에 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F.스퍼터링법에 의해 기 온도를 

실온과 100[℃]로 변화시켜 TiO2 박막형 습도센서를 제작한 

후, 상 습도와 측정주 수에 따른 임피던스를 측정하 고, 

습도센서로의 응용을 해서 상용주 수인 1[kHz]일 때 기

온도에 따른 임피던스를 조사하 다. 

2. 실험방법

2.1 습도감지소자 제작방법

본 실험에 이용한 기 은 IDE(interdigitated electrode)형

태의 극이 인쇄된 알루미나(Al2O3) 기 을 이용하 으며, 

알루미나 기 의 세정은 실온에서 음  세척기를 이용하

여 TCE(trichloroethylene)용액으로 5분 동안 세정한 후, 

아세톤 용액에서 10분, IPA(iso-propyl alchol)용액에서 20

분, DI water에서 40분 동안 세정하 다. 그 후 N2가스를 

이용하여 기 에 남아있는 습기를 완 히 건조시켰다.

증착  타겟에 존재하는 불순물이나 산화막 제거를 

하여 약 3분 동안 Ar 가스를 주입하여 pre-sputtering을 

하 으며, 이때 이용한 타겟은 속을 직  타겟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3″×1/4 디스크형 Ti 타겟을 스퍼터링에 

이용하 다.

기 진공은 1.5×10
-5
[torr]까지 낮추었고 방 을 일으킨 

후에 Ar가스를 50[sccm]의 속도로 챔버에 계속 주입하

다. R.F.power는 300[W], 작업압력은 3[mTorr], 증착시간

은 40분으로 하 으며, 기 온도에 따른 습도감지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기 온도는 실온일 때와 100[℃]로 하 다. 

사진 1의 (a)에는 본 실험에 이용한 스퍼터링 장치의 개

략도를 나타냈고, (b)에는 스퍼터링 장치인 multi magne-  

tron sputtering M/C(3" magnetron sputter, Kurt J.Lesker 

Co., USA)를 나타낸다. 표 1에는 습도센서 제작 시 스퍼

터링 공정조건을 요약한 것으로서, 기 온도는 실온과 100

[℃], R.F.power는 300[W], working pressure는 3[mTorr], 

Ar gas flow는 50[sccm]으로 하 다. 박막형 습도센서의 

최  증착조건을 수립하기 해 노력하 고, 특히 고려하

던 변수  기 온도는 박막형 습도센서의 기  특성 

 착력 특성향상을 해 실온과 100 [℃]로 하 다.

(a) 개략도

(b) 실제 형상

사진 1 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M/C 장치

Photo 1 Apparatus of multi magnetron sputtering M/C

표   1  스퍼터링 공정조건

Table 1 Process conditions of sputtering

구     분 증 착 조 건

기 온도 [℃] 0 and 100

R.F.power [W] 300

working pressure [mTorr] 3

Ar gas flow [sccm] 50

2.2 습도감지특성 측정방법  

상 습도와 측정주 수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측정온도 25[℃], 상 습도 30∼75[%RH], 측정주

수 1∼100[kHz]로 변화시켰다. 상 습도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상 습도를 30→45→60→75[%RH]

로 변화시켰다. 측정주 수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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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 습도에 따른 측정주 수  임피던스 특성

(기 온도 : 실온)

Fig. 1 Impedance characteristics vs. measuring frequency 

according to relative humidity

(substrate temperature :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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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 습도에 따른 측정주 수  임피던스 특성

(기 온도 : 100[℃])

Fig. 2 Impedance characteristics vs. measuring frequency 

according to relative humidity

(substrate temperature : 100[℃])

표   2  이온의 이동기구

Table 2 Transport mechanism of ions 

Fractional H2O surface 

coverage
Transport mechanism

θ = 0 H
+ 
hopping

0〈 θ〈 1 H3O
+ diffusion

θ 〉1 H
+ 
transfer

기 하여 측정주 수를 1→5→10→50→100[kHz]로 변화시  

켰다. 한 기 온도를 실온과 100[℃]로 하여 습도감지소자

를 제작하 으며, 이때 제작한 소자를 습도센서의 일반 인  

상용주 수 1[kHz]에서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 다. 사진 

2에는 측정을 하여 이용한 항온항습조(Espec, SH641), 

LCR 미터(Agilent, E4980A)를 나타낸다.

사진  2 습도감지특성 측정 장치

Photo 2 Measuring apparatus of humidity sensing characteristics

3. 결과  고찰

3.1. 상 습도에 따른 측정주 수  임피던스 특성

그림 1과 2는 상 습도에 따른 측정주 수  임피던스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상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서 임피던스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 의 

물분자가 neck부에 화학흡착하여 수산기를 형성한다. 이때 

수산기는 해리되어 이온을 공 하고 이온은 사이트에서 사

이트로 이동한다. 그 후 물분자는 표면수산기 상에 물리흡

착하여 물의 다분자층을 형성하고 차로 다량의 물분자가 

존재하게 되면 향 극 간의 연속 인 수분흡착에 의한 

해질층이 형성되면서 기 도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7]. 

물분자의 존재량에 따른 이온의 이동기구는 표 2와 같이 

구분한다. 즉 물분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θ=0) H+ hopping

이 지배 이고, 물분자가 존재하나 표면흡착이 완 히 이루

어지지 않았을 때는(0〈θ〈1) H3O
+
의 diffusion이 지배 이

다. 한 물분자의 표면흡착이 완 히 이루어졌을 때는(θ〉

1) H
+
의 transfer가 지배 이다[8].   

일반 으로 고온에서 진공 열처리한 속산화물을 기 

에 노출시키면 속산화물 표면에서는 기 에 함유된 

물분자가 화학 흡착하여 수산기를 형성하게 된다. 이 수산

기는 속산화물 표면 에서 친수성  기 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은 속산화물을 이용한 세라믹스계 습도센서의 동

작원리에 하여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1단계는 기체와 

고체의 경계층에서 고체표면으로 확산에 의한 반응기체가 

달되는 과정이고, 2단계는 고체표면 내에서 반응기체가 흡

착되는 과정이며, 3단계는 고체표면 내에서의 화학반응과정

이다. 한 4단계는 고체표면으로부터 생성된 반응물이 탈

착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5단계는 고체표면으로부터 생

성된 부반응물이 기체로 확산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여기서 

기체가 고체표면으로의 확산  기체로의 확산은 반응속도

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반응은 주로 2, 3, 4단계에 결정된다. 

이들 반응단계 에서 화학 으로 흡착된 기체분자의 표면

반응은 거의 3단계에서 발생하고 이 단계에서 흡착과정과 

탈착과정은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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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주 수에 따른 상 습도  임피던스 특성

(기 온도 : 실온)

Fig. 4 Impedance characteristics vs. relative humidity 

according to measuring frequency

(substrate temperature :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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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측정주 수에 따른 상 습도  임피던스 특성

(기 온도 : 100[℃])

Fig. 5 Impedance characteristics vs. relative humidity 

according to measuring frequency 

(substrate temperature : 100[℃])

그림 3 기체-고체 상호경계층에서의 반응 기구

Fig. 3 Reaction mechanism of gas-solid interface layer

3.2 측정주 수에 따른 상 습도  임피던스 특성

그림 4와 5는 측정주 수에 따른 상 습도  임피던스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4로부터 측정주 수가 1[kHz]인 경

우, 상 습도가 30[%RH]일 때의 임피던스는 45.68[MHz], 

상 습도가 75[%RH]일 때의 임피던스는 37.76[MHz]로서, 

두 상 습도 간의 임피던스 변화는 7.92[MHz]를 나타내는 

반면, 측정주 수가 100[kHz]인 경우, 상 습도가 30[%RH]

일 때의 임피던스는 2.83[MHz], 상 습도가 75[%RH]일 때

의 임피던스는 2.37[MHz]로서, 두 상 습도 간의 임피던스 

변화는 0.46[MHz]를 나타낸다. 한 그림 5로부터 측정주

수가 1[kHz]인 경우, 상 습도가 30[%RH]일 때의 임피던스

는 692[kHz], 상 습도가 75[%RH]일 때의 임피던스는 

539[kHz]로서, 두 상 습도 간의 임피던스 변화는 153[kHz]

를 나타내는 반면, 측정주 수가 100[kHz]인 경우, 상 습도

가 30[%RH]일 때의 임피던스는 170[kHz], 상 습도가 

75[%RH]일 때의 임피던스는 164[kHz]로서, 두 상 습도 간

의 임피던스 변화는 6[kHz]를 나타낸다.

와 같은 그림 4와 5의 결과로부터 측정주 수가 낮아짐

에 따라서 임피던스 변화가 측정주 수가 높을 때보다 다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iO2 박막표면에 물분자가 

흡착된 상태에서 주 를 인가하면 수소결합된 물분자 재

배열이 고주 를 인가했을 때보다 쉽기 때문인 것[10]으로 

생각한다.

그림 4와 5의 결과로부터 측정주 수가 낮아짐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6으로부터 

측정주 수가 낮아질수록 물분자가 소자와 극 사이에서 

응축되어 relaxation time constant( )값이 작게 되며, 

측정주 수가 높아질수록 기공에 흡착되거나 응축된 물분자

의  , 성분에 의해 relaxation이 일어나며 이때의 

relaxation time constant()는 측정주 수가 낮을 때

보다 크다. 

따라서    

    



인 계식에서, 측정주 수가 낮아짐에 따라

서 값이 작아지고 이에 와 련된 

항은 커지게 

된다. 동시에 임피던스의 크기인   는 


항이 커지면 도 커지게 되므로 임피던스인 가 커지며 높

아지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작업압력에 따른 결정성장거동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는 타켓에서 기 까지 이동하는 Ti이온의 

평균자유행로  기 에서의 표면이동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작업압력이 낮은 경우, 스퍼터된 Ti이온은 긴 평균자유

행로에 의해서 높은 운동에 지를 갖고 기 표면에 도달하

게 된다. 이처럼 높은 운동에 지를 갖는 Ti입자는 결과

으로 높은 표면이동도를 갖고 있어서 rutile상을 갖는 TiO2 

박막으로의 형성이 쉽게 된다. 반면 작업압력이 높은 경우, 

평균자유행로가 감소하여 기 표면에 도달한 Ti입자는 표면

이동도가 감소하여 결정격자를 형성하지 못하고 비정질상을 

형성하게 된다[11].

속산화물 박막을 제작하고자 라즈마를 발생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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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a : 흡착된 물분자에 의한 항

Rb : 상 습도 0[%RH]에서 측정한 소자 자체의 항

Re : 극의 항

Ca : 흡착된 물분자에 의한 커패시턴스

Cb : 상 습도 0[%RH]에서 측정한 소자 자체의 커패시턴스

Ce : 극의 커패시턴스

그림 6 습도센서의 등가회로

Fig. 6 Equivalent circuit of humidity sensor

R.F.스퍼터링법 는 D.C.스퍼터링법을 이용하는 가운데, 

R.F.스퍼터링법은 타겟이 속인 경우 타겟표면의 산화로 

인한 문제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장시간 안정된 스퍼터링을 

할 수 있다. 한 self-bias를 이용하기 때문에 D.C.스퍼터링

법에서 발생하는 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R.F.스퍼터

링법은 타겟표면에 축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D.C. 압 

신 A.C. 압을 인가하는데, 이때 최소한 1[MHz] 이상의 

주 수를 가져야 하며 일반통신을 방해하지 않기 하여 

13.56[MHz]의 주 수를 이용한다. 그리고 D.C.스퍼터링법에 

비해서 효율 으로 스퍼터링 기체를 이온화시키기 때문에 

수～수십 [mTorr] 범 의 진공에서도 스퍼터링이 가능하

다[12].

반면 D.C.스퍼터링법은 타겟에 인가되는 압이 높기 때

문에 R.F.스퍼터링법에 비하여 높은 성장속도를 얻을 수 있

으나, 타겟표면의 산화로 인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박막의 

두께를 증가시키기 해서 오랜 시간 스퍼터링하는 경우 타

겟표면에서의 산화가 한 문제 으로 두된다. 

3.3 기 온도에 따른 상 습도  임피던스 특성

그림 7은 기 온도에 따른 상 습도  임피던스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기 온도가 100[℃]일 때가 실온일 

때보다 임피던스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  온도가 높아

지면 흡착된 원자 이동도가 증가하여 결정입자의 크기가 커

지며[13] 결정입자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결정입자와 결정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입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낮아진 결정입계 사이를 도 자가 이동하기 쉬워

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낮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온에서 증착한 박막의 경우, 섬상구조의 발달로 매우 

다공성이고 거친 표면을 하고 있으나 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정입자의 크기가 커지고 결정배향성도 다양하고 

여러 상이 복합 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기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 기 에 도달하는 원자의 quenching   

효과가 감소하고 기 에서의 증착원자 표면이동도가 증가하

여 결정의 우선성장방향의 다양성과 결정입자의 성장을 

진하기 때문이다[14].

일반 으로 스퍼터링법인 경우, 실온에서 증착하더라도 

라즈마로 인하여 기 온도가 상승하여 결정성을 얻을 수 

있지만[6], 본 실험에서 증착된 TiO2 박막은 기 이 타겟과 

이온소스로부터 10cm이상 비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온

에서 증착한다면 비정질상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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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 온도에 따른 상 습도  임피던스 특성

(측정주 수 : 1[kHz])

Fig.  7 Impedance characteristics vs. relative humidity 

according to substrate temperature 

(measuring frequency : 1[kHz])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F.스퍼터링법에 의해 속산화물인 TiO2

박막을 제작한 후, 상 습도와 측정주 수에 따른 임피던스 

특성에 해 검토하 다.

1. 상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임피던스는 감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최 의 물분자는 neck부에 화학흡착하

여 수산기를 형성하고 해리되어 이온을 공 하고 이온은 사

이트에서 사이트로 이동한다. 그 후 물분자는 표면수산기 

상에 물리흡착하여 물의 다분자층을 형성하고 차로 다량

의 물분자가 존재하게 되면 향 극 간의 연속 인 수분흡

착에 의한 해질층이 형성되면서 기 도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2. 측정주 수가 낮아짐에 따라서 임피던스 변화가 측정주

수가 높을 때보다 다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iO2 박막표면에 물분자가 흡착된 상태에서 주 를 인가

하면 수소결합된 물분자 재배열이 고주 를 인가했을 때보

다 쉽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3. 측정주 수가 낮아짐에 따라서 임피던스는 높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임피던스 

계식으로부터 와 련된 

항이 커지면서 도 커지

기 때문이다.

4. 기 온도가 100[℃]일 때가 실온일 때보다 임피던스가 낮

게 나타났다. 이는 기  온도가 높아지면 흡착된 원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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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증가하여 결정입자의 크기가 커지며 결정입자의 크기

가 커진다는 것은 결정입자와 결정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결

정입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이 낮아진 결정

입계 사이를 도 자가 이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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