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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ctive sputtering is widely used because of its high deposition rate and high step coverage. The deposition layer 

is often affected by target poisoning because the target conditions are changed, as well, by reactive gase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sputtering process. The reactive gas affects the deposition rate and process stability (target poisoning), 

and it also leads unintended oxide interlayer formation. Although the target poisoning mechanism has been well 

known,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on understanding the interlayer formation during the reactive sputtering. In this 

research, we studied the interlayer formation during the reactive sputtering. A DC magnetron sputtering process is 

carried out to deposit an aluminum oxide film on a silicon wafer. From the real-time process monitoring and material 

analysis, the target poisoning phenomena changes the reactive gas balance at the initial stage, and affects the 

interlayer formation during the reactive sputte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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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반응성 스퍼터링 공정은 박막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기술로, 저온에서 산화막 또는 

질화막 증착에 활용되어 왔다[1, 2]. 가속된 이온이 타겟에 

충돌하며 타겟물질이 떨어져나와 박막으로 형성되는 반

응성 스퍼터링의 특성상, 타겟 표면상태는 박막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산화물 박막 공정중 타겟

이 반응성 기체와 결합하며 표면에 산화물을 형성되는 

타겟 오염 현상(target poisoning)은 초기 공정에서 기대하는 

박막과 상이한 증착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또한, 타켓 오염 현상은 금속 상태의 타겟 표면에 절연막

                                                                                                          
†E-mail: kang@kimm.re.kr 

이 형성되면서 타겟의 스퍼터링 효율이 감소하고[3, 4], 절

연막인 산화막이 파괴되어 오염입자가 생성됨에 따라 아

크현상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이상 현상을 야기한다 [5, 6].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타겟 오염 현

상이 증착 박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근 

보호막(패시베이션) 증착 등의 응용에서 요구하는 박막의 

두께가 점점 얇아짐에 따라, 수 nm 두께로 형성되는 계면

이 전체 박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7-9].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계면의 형성은 증착 박

막과 기판 간의 접합뿐만 아니라, 전체 증착 박막의 전기 

및 광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어 관리가 필요하다 [8, 9]. 이

에 스퍼터링 중 타겟이 산화됨에 따라 변동하는 반응성 

기체 평형과 증착률이 계면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퍼터링 시 초기 타겟 상태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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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계면 형성 제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 조건 

2.1 산화 알루미늄 반응성 스퍼터링 
반응성 스퍼터링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알루미늄 타겟이 설치된 직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치

를 구축하였다. Fig. 1의 장치에서 O2/Ar 플라즈마를 활용해 

6인치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알루미늄 산화막을 증착하

였다. 본 실험의 목표인 공정 중 타겟 오염(산화) 상태의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스퍼터링 시작 전 타겟 상태 및 반

응성 기체의 분율을 조절하였다. 타겟 상태는 Ar 플라즈

마 스퍼터링을 통한 타겟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는 세

정 스텝 (알루미늄 타겟)과 반대로 O2/Ar 플라즈마 스퍼터

링을 통한 타겟 완전 산화 스텝 (알루미늄 산화막 타겟) 

수행 여부로 제어하였다. 각 타겟에 대해 O2/Ar 분율 

20/100, 40/80 sccm 조건에서 알루미늄 산화막 증착을 진행

하였다. O2/Ar의 총량을 유지하여 압력을 68 mtor로 고정하

였으며, 인가 전력은 직류 700 W로 고정하였다. 이 때 타

겟 상부에 달린 영구자석을 0.25 Hz로 회전시켜 플라즈마

를 균일하게 형성하였다. 각 조건을 10 분간 유지하여 패

시베이션 등에서 요구되는 약 30 nm 두께의 알루미늄 산

화막을 증착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s of DC reactive sputtering chamber. 

 

2.2 타겟 오염 및 계면 형성 모니터링 
스퍼터링 공정 중 타겟 상태 변화는 연결된 오실로스

코브(osciloscope)에서 측정된 전압 강하로 관찰하였다. 타

겟 오염에 의한 반응기 내 산소 분압 변화 변화를 광학적 

발광 분광법(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를 통해 관찰하

였다. 각 초기 타겟 상태 및 반응성 기체 분율에서 증착 

된 알루미늄 산화막과 계면의 화학적 조성을 X선 광전자 

분광법(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으로 측정하였으

며, 두께를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으로 측정

하였다. 

 

3. 결  과 

3.1 반응성 스퍼터링 중 타겟 오염 모니터링 
Fig. 2는 타겟 크리닝 유무 및 방전 기체 중 산소 비율에 

따른 타겟 오염 현상을 인가 전압 강하를 통해 관찰한 결

과이다. 초기 알루미늄 타겟조건에서 진행 된 반응성 스

퍼터링 중, 전극 인가 전압은 10분간 312V에서 278V로 최

대 34 V감소하였다. O2 유량이 20에서 40 sccm으로 늘어난 

경우, 종료시점에서 248 V로 64 V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

은 인가 전압의 감소는 알루미늄에서 알루미늄 산화막으

로 타겟 표면이 변함에 따라 음극의 이차전자 방출 계수

가 증가하며, 정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가 전압이 지속

적으로 하락되는 것으로 해석된다[4-6]. 반면 알루미늄 타

겟을 60분 이상 완전히 산화 시시킨 후, 산화 알루미늄 타

겟 조건에서 진행 된 경우 (Fig. 2의 붉은색 점선), 추가적

인 타겟 산화가 발생하지 않아 약 245 V의 일정한 전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Fig. 2. Time variations of target induced voltage during the 

sputter process during the sputtering process with Al 

target (solid line) and with Al2O3 target (dash line) in 

various O2/Ar flow rate (O2 20, Ar 100 sccm: black, 

O2 40, Ar 80 sccm: red). 

 

Fig. 3은 타겟 표면 상태 변화에 따른 반응기내 산소 분

압 변동을 O 844 nm 신호의 세기 변화로 관찰한 결과이다. 

Fig. 3에서 O 844 nm 신호는 마그넷에 의한 타겟 회전에 

의해 일정한 주기(0.25 Hz)로 진동한다. 초기 타겟 상태가 

알루미늄인 경우, 초기에 O844 nm 신호의 세기가 감소하

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산화 알루미늄 타겟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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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경우와 같은 세기로 회복한다. 이 때 방전 기체 

중 산소 비율이 높을수록 O844 nm 신호의 회복 시점이 빠

르다. 이는 알루미늄 타겟의 낮은 전기 음성도가 원인으

로 판단된다. 알루미늄과 실리콘의 전기 음성도는 각각 

1.6과 1.9이며 반응기 내벽은 산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공

정 초기 알루미늄 타겟의 급격한 산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O844 nm 신호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Fig. 3. Time variations of the O844-nm emission line during 

the sputtering process with Al target (solid line) and 

with Al2O3 target (dash line) in various O2 /Ar flow rate 

(O2 20, Ar 100 sccm: black, O2 40, Ar 80 sccm: red). 

 

3.2 반응성 스퍼터링 중 형성 계면 관찰 
Fig. 2 및 3의 결과를 통해, 타겟 오염도에 따라 공정 초

기 120 초 이내의 인가 전압 및 방전 공간 내 산소 분압 

변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타겟 오염이 증착 막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증착 막의 화학적(XPS depth), 

물리적(TEM) 특성을 분석하였다[10, 11]. Fig. 4는 증착 된 

막의 깊이에 따른 XPS 측정한 결과이다. Fig. 4(a)는 O2 40, 

Ar 80 sccm, 알루미늄 타겟 조건(타겟 세정 후)에서 증착 된 

막의 깊이에 따른 Al, O, Si의 원소 비율을 보여준다. Fig. 4(a)

를 통해 증착 박막 상부는 화학량론적 포화상태의 Al2O3

막임을 알 수 있다. 이후 450 sec 근방에서 Al과 O가 감소

하며 Si가 증가한다. O에 비해 급한 Al의 감소 경향에서 

SiO2 계열의 막이 Al2O3와 실리콘 웨이퍼 사이에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다. 위 결과는 (b) O1s, (c) Al2p, (d) Si2p peak에서 

재확인 된다. O1s 신호는 측정 위치가 깊어짐에 따라 신호

의 중심 위치가 532 eV(O-Al 결합)에서 533 eV(O-Si 결합)로 

이동하였다. Al2p 신호는 75.6 eV(Al-O 결합) 신호의 세기가 

감소한다. 또한 Si2p 신호는 막 중간 부분(etch time: 450 sec)

에서 99 eV(Si-Si 결합) 신호와 103.3 eV (Si4+(SiO2)) 신호가 동

시에 관찰된 후, 막 하부(etch time: 600 sec)에는 99 eV 신호만 

관찰된다. 이를 통해 증착된 막이 Al2O3/SiO2/Si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Fig. 4. XPS element composition depth profile and each 

element XPS spectra of a sputtered aluminum oxide 

film at O2 40 Ar 80 sccm with Al target: (a) XPS 

element composition depth profile (b) O1s spectra (c) 

Al2p spectra (d) Si2p spectra which were detected at 

the etch time of 90, 450, 600 sec. 

 

Fig. 5는 각 타겟 초기 상태 및 반응성 기체유량 조건에

서 증착 된 알루미늄 산화막의 단면 TEM 이미지이다. 알

루미늄 산화막이 증착 된 실리콘 웨이퍼는 이온 밀링을 

통해 가공하였다. 

 

Fig. 5. TEM images of deposited film and interlayer for 

different target condition and O2/Ar flow rate: (a) O2 

20 Ar 100 sccm, Al target, (b) O2 40 Ar 80 sccm, Al 

target, (c) O2 20 Ar 100 sccm, Al2O3 target, and (d) 

O2 40 Ar 80 sccm, Al2O3 target. 

 

증착 박막의 두께는 알루미늄 타겟 조건에서증착한 경

우와 방전 기체 중 산소의 비율이 낮은 경우 두꺼웠으며, 

계면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플라즈마를 활용한 산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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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증착 공정 중 계면 형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7]에서, 계

면은 증착 박막을 통해 실리콘 기판으로 확산한 산소에 의

해 형성된다. 따라서 타겟 오염 현상이 계면 형성에 미치

는 영향은 반응기 내 산소 분압과 산소 투과 거리(증착 박

막의 두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반응성 스퍼터링 초기 

타겟 상태가 알루미늄에서 산화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을 

때, 증착 된 알루미늄 산화막의 두께는 각 산소 유량에 따

라 36.3 nm에서 32.21nm (O2: 20 sccm), 32.54 nm에서 25.62 nm (O2: 

40 sccm)으로 감소했다. 타겟 상태와 산소 유량에 따른 알

루미늄 산화막 증착률의 감소는 Fig. 1의 전압 감소 경향과 

같이 증착 초기에 발생함을 예상할 수 있다. 반응기 내 산

소 분압은 Fig. 2의 O844 nm 경향처럼 초기에 급격한 감소 

이후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산소의 실리콘 기판으로

의 확산에 유리한 공정 초기의 증착률 변동과 산소 분압 

변동이 계면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계면

의 두께가 1.4 nm 에서 2.2 nm (O2: 20 sccm), 2.61 nm에서 5.51 nm 

(O2: 20 sccm) 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증착 초기에 발생하는 타겟 오염 현상이 

초기에 형성되는 증착 막-기판 사이의 계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공정 중 타겟 오염 정도와 

유관한 초기 타겟 상태 (알루미늄 및 산화 알루미늄)와 방

전 기체 중 산소의 분율이 계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였다. 각 변수의 영향은 산소 원자가 실리콘 기판으로

의 확산 정도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두 조건 모두 산소 확

산 거리가 짧아 계면 형성이 주요한 공정 초기에 영향을 

미쳐 계면 형성 제어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위 연구

를 통해 반응성 스퍼터링 중 타겟 오염 제어를 기존에 연

구되었던 증착 효율 및 아크 발생 빈도 제어뿐만 아니라 

계면 형성 제어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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