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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 capping layer (Cu, Al) and post-annealing on the magnetic properties of Fe films
grown on MgO(001) were investigated. As-grown films showed similar coercivities. However,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was the largest for the uncapped Fe film, suggesting that the interfa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After vacuum annealing at 500 ◦ C for 30
min, the coercivities of all films were increased. Moreover, the films with a capping layer showed
increased saturation magnetization. However,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of the uncapped Fe films
was lower after annealing. The variations in the capping-material-dependent magnetic properties
might be related to different effects that occur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Fe and the capp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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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001) 기판 위에 증착한 Fe 박막의 캐핑 (capping) 물질 (Cu, Al) 과 후열처리 과정에 따른 구조적,
자기적 특성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캐핑 물질에 관계없이 상온에서 증착한 모든 박막은 비슷한 보자력을
가졌다. 하지만, 포화자화값은 캐핑을 한 Fe 박막에서 캐핑을 하지 않은 박막보다 계면의 영향으로 더 낮은
값을 가졌다. 또한, Al을 증착한 Fe 박막이 Cu를 증착한 Fe 박막보다 더 큰 포화자화값을 나타냈었다.
진공에서 500 ◦ C에서 30 분간 후열처리 후, 모든 박막의 보자력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포화자화값은
캐핑을 한 박막은 증가하였지만 캐핑을 하지 않은 박막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캐핑 물질에 따른 자기적
특성 변화는 계면에서 두 물질의 상호작용과 연관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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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상온에서 가장 대표적인 강자성 특성을 가지는 물질은 Fe,
Co, Ni 등이 있다. 이중에서 덩어리 (bulk) Fe은 체심 입
방 구조를 가지고, 포화자화값 (saturation magnetization,
MS ) 은 1.71 × 103 emu/cm3 로 큰 값을 가지나 보자력
(coercivity, Hc ) 은 ∼1 Oe 이하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값을 가진다 [1–4]. 하지만 Fe 박막은 기판의 종류, 박막의
두께, 증착 조건 등에 따라서 덩어리 Fe 보다 큰 보자력과
작은 포화자화값을 가질 수 있다 [5–8].
Fe 박막이 덩어리 Fe에 비해 높은 보자력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박막의 표면 대칭성 깨짐으로 인해 자기이방성
이 커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9,10]. D. Givord et al.
에 의하면 입방 (cubic) 구조의 전이금속 박막에서 표면과
계면의 자기이방성이 덩어리 값보다 약 10배정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 [11]. 또한, 일반적인 박막은 덩어리에 비해
등방성과 밀도가 낮아, 더 작은 포화자화값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2]. 더불어 박막 시료는 덩어리 형태와는
달리, 경계면에서의 원소 확산 (interdiffusion), 서로 섞이는
현상 (intermixing) 등으로 인한 합금 형성, 거칠기 증가,
스트레인 형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자기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5–8]. 최근에는 후열처리 과정을 통

Fig. 1. (Color online) Grazing incidence (3◦ )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s-grown and post-annealed (a)
Al/Fe/MgO, (b) Cu/Fe/MgO, and (c) Fe/MgO films.

해 위와 같은 요인들을 더욱 촉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면
상태 변화에 따른 박막의 물리적 현상 변화를 연구하기 위
해 다양한 후열처리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13]. 특히,
박막이 아주 얇을 경우, 표면 산화층이 박막의 물성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산화 방지막과 자성 박막과의
물성 변화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14–16].
본 연구에서는 Fe 박막에 산화 방지용으로 비자성 물질인
Cu와 Al을 증착하여 캐핑 (capping) 물질들과 Fe 박막 사
이의 계면이 Fe 박막의 자기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후열처리 과정을 통해서 계면 상태의 변화가
자기적 특성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실험 방법
DC 스퍼터링 방법으로 상온에서 MgO(001) 기판에 5
mTorr 분압하에서 10분 동안 Fe (99.9% 순도, ITASCO)
를 증착 하였다. 공기중에 노출되는 Fe 박막의 산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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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 Fe 박막 증착 후 같은 분압하에서 1분 동안 Al
(99.9% 순도, ITASCO) 혹은 Cu (99.9% 순도, ITASCO)
캐핑층을 증착하였다. 모든 경우에 30 Watt의 파워를 사
용하였다. 후열처리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증착후
진공에서 500 ◦ C로 30분간 증착된 박막을 열처리하였다.
제작된 박막의 구조적 특성은 Cu Kα-선을 (λ = 1.5406
Å) 사용하는 X-선 회절 장치 (Empyrean, PANalytical)
로 분석 하였다. 특히 얇은 박막의 결정성 확인을 위해서
입사각을 3◦ 로 하여 스침각 X-선 회절 (grazing incidence
X-ray diffraction, GIXRD) 실험을 실시하였다. 박막들
의 자기적 특성은 진동시료자력계 (VSM, Lakeshore 7400
series) 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박막의 수평방향의 자화도를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Fig. 1은 입사각을 3◦ 로 고정한 X-선 회절 (GIXRD) 측정
결과이다. 후열처리 전후의 모든 Fe 박막에서 Fe(110)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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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ull-width at half-maximum of Fe(110) peak
for as-grown and post-annealed (Al, Cu, without capping)/Fe/MgO films.
As-grown film
Post-annealed film

Al/Fe/MgO
0.96◦
0.61◦

Cu/Fe/MgO
2.17◦
0.54◦

Fe/MgO
1.13◦
0.62◦

(44.765◦ , ICSD #064999) 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박막의
수직 방향의 결정성 측정을 시도하였지만, 박막의 결정성이
좋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웠다. Cu를 캐핑층으로 사용한 박
막을 제외하고 후열처리 후 Fe(110) 피크가 후열처리 전과
비교하여 더 큰 세기를 가졌고,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도 줄어 들었다 (Table 1 참고). 이는
열처리로 인해 Fe 박막의 결정성이 향상되고 결정립 크기
또한 커졌음을 의미한다.
원시료 (as-grown) 박막들의 Fe(110) 피크를 서로 비교
해 보면 Cu 로 캐핑한 Fe 박막 (Cu/Fe/MgO) 의 피크의
강도가 가장 낮고 피크의 반치폭 또한 가장 커졌다. 이로
보아 Cu/Fe/MgO 박막의 결정성이 Al으로 캐핑한 Fe 박막
(Al/Fe/MgO) 과 캐핑하지 않은 Fe 박막 (Fe/MgO) 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며 결정립의 크기 또한 작다고 할 수 있다.
후열처리 후, 모든 박막의 Fe(110) 피크의 세기 증가와 반치
폭의 감소로부터 후열처리 후에 박막의 결정성 향상과 결정
립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u/Fe/MgO
박막의 경우 Fe(110) 피크의 세기가 다른 박막들에 비해서
아주 작아, 측정한 반치폭과 결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후열처리과정에서 Cu의 추가적인
확산의 증가로 인한 Fe의 결정성 (혹은 결정립 크기) 의 감
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2는 진동시료자력계를 이용해서 상온에서 측정한 원
시료 박막들의 자기이력곡선이다. 측정한 박막들은 상온에
서 모두 강자성 특성을 나타낸다. Table 2에 박막의 보자력
(HC ) 과 포화자화값 (MS ) 을 나타내었다. 원시료 박막들의
보자력은 알려진 덩어리 Fe의 보자력 보다는 크지만 박막들
사이의 보자력 차이는 ∼10 Oe 미만이다. 일반적으로 자석
재료의 보자력의 변화는 자구의 크기와 연관이 있다 [17].
단자구 크기 이하에서는 자구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보자력
이 커지고, 다자구 영역에서는 자구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보자력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보자력의
변화는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 (계면의 고정 (pinning), 결함
등) 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Fe 박막은 동일한 조건
으로 성장되었기 때문에 상온에서 성장된 원시료 박막의
보자력의 변화는 (비록 아주 작지만) 공기중에 노출된 Fe
표면, Al/Fe, Cu/Fe 경계면 등에 존재하는 자구들의 크기
및 경계면에서의 상호작용 정도의 차이로 인한 효과에 의한

Fig. 2. (Color online) Room temperature hysteresis loops
of the as-grown (Al, Cu, without capping)/Fe/MgO
films. Inset shows the expanded region of the hysteresis
loops.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Fe 박막의 두께가 ∼70 nm정도
인 점을 고려하면 각 박막의 표면 및 경계면 상태의 차이가
Fe박막의 보자력에 변화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포화자화값의 경우는 3가지 박막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캐핑층이 없는 Fe/MgO 박막의 포화자화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Cu/Fe/MgO 박막은 Fe/MgO 박막에 비해 포
화자화값이 ∼64.2% 감소하였고 Al/Fe/MgO 박막의 경우
에는 ∼43.1% 감소하였다. 평형상태에서 Fe와 Cu의 고용
도 (solid solubility) 가 매우 적고 Fe과 Cu의 혼합 엔탈피
(mixing enthalphy) 가 양수라고 알려져 있기때문에 Cu와
Fe의 합금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 [18,19]. Y. Yoshizawa et
al. [19]과 G. Herzer [20]에 의하면 비자성 원소인 Cu가 Fe
결정립계로 일부 확산되면 Fe의 결정 성장을 방해하고 결과
적으로 계면에서의 결정립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Y. K. Kim et al. [12]의 논문에
의하면 결정립 크기가 작아지면 박막의 밀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포화자화값도 작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Cu/Fe/MgO
박막의 상대적으로 낮은 포화자화값은 경계면에서의 Cu의
확산으로 인한 작은 크기의 Fe 결정립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l/Fe/MgO 박막의 경우, 포화자화값 역시 Fe/MgO 박
막의 포화자화값에 비해서 ∼43.1% 감소하였다. Al과 Fe
의 경우에는 Cu와 Fe과 달리 평형상태에서 Fe와 Al의 고
용도가 매우 크므로 Al-Fe 합금이 잘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21]. GIXRD 측정 (Fig. 1(a)) 에서 Al과 Fe 합금의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온에서 Al은 α-Fe에 최대 20%
까지 용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21] 비록 상온
증착이라고 하더라도 증착시 생기는 플라즈마에 의해서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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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ercivity and saturation magnetization of as-grown and post-annealed (Al, Cu, without capping)/Fe/MgO
films.

As-grown film
Post-annealed film

Al/Fe/MgO
Saturation
Coercivity,
magnetization,
HC (Oe)
MS (Oe)
123.2
741.9
221.1
1060.4

Cu/Fe/MgO
Saturation
Coercivity,
magnetization,
HC (Oe)
MS (Oe)
114.6
466.9
364.5
571.5

Fig. 3. (Color online) Room temperature hysteresis loops
of the post-annealed (Al, Cu, without capping)/Fe/MgO
films. Inset shows the expanded region of the hysteresis
loops.
박막의 표면 온도가 상온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에 높은 비율의 Al-Fe합금이 표면에 형성될 수 있다. 또한,
E. Fonda et al. [22]와 C. M. Fang et al. [23]에 따르면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Al으로부터 Fe로 전하가 이동
하기 때문에 Al과 Fe 층의 계면에서 형성된 Al-Fe 합금이
전체 자화값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고도 하였다. 따라
서, Al/Fe/MgO 박막의 경우에는 계면에서 생성된 Al-Fe
비정질 합금에 의해서 포화자화값이 감소하였다.
Fig. 3은 상온에서 측정한 후열처리 한 박막의 수평자
기이력곡선이다. 후열처리 후 모든 박막의 보자력은 증가
하였다. T. Sato et al. [24]에 따르면 비자성원소인 Cu
가 자성을 띄는 견고한 Fe 결정립계로 확산되면 Fe 결정립
사이의 교환 상호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자
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C. K. Kim [25]에
따르면 미세구조에서 불균일한 결정립의 크기가 자구벽
운동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보자력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후열처리 한 Cu/Fe/MgO 박막의 경우는
Cu가 Fe 층으로 확산되면서 계면 근처의 Fe가 Cu로 둘러
쌓이게 되고 이 부분의 Fe 결정립은 Cu로 인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증가하지 못한다. 반면 Cu로 둘러 쌓이지 않은 부

Fe/MgO
Saturation
Coercivity,
magnetization,
HC (Oe)
MS (Oe)
122.5
1304.9
256.5
982.6

분의 Fe 결정립은 후열처리로 인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Fig. 1에서 보여진 후열처리 후 Cu/Fe/MgO 박막의
Fe(110) 피크의 반치폭이 감소하는 것을 통해 유추 할 수
있다.
Al/Fe/MgO 박막의 경우에도 후열처리 후 보자력의 증
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보자력은 단자구 크기 이하에서
자구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17]. 또
한, 박막과 캐핑층 사이의 결함에 의한 고정 현상에 의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GIXRD 측정을 통해, 후열처리를
하게 되면 박막의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후열처리 후에 보자력의 증가는 자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캐핑층이 있는 두 박막의 포화자화값은 후열처리 후 증가
하였지만, 캐핑층이 없는 박막 (Fe/MgO 박막) 은 그 값이
줄어들었다. 캐핑층이 있는 박막들의 경우에는 열에너지
(후열처리) 에 의해서 향상된 결정성이 후열처리 과정에
의한 확산 (diffusion) 현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포화자
화값의 감소의 원인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S. Yang
et al.에 의하면 Fe 의 결정성이 향상되면 장거리 자기적
질서도가 증가하여 포화자화값이 증가 한다고 알려져 있다
[26]. 반면, 캐핑층이 없는 박막의 경우에는 후 열처리 후
박막의 표면 산화막 형성에 의해서 포화자화값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후열처리 이전의 박막에 비해 표면 산화
정도가 달라져서 포화자화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IV. 요 약
본 연구는 MgO(001) 기판 위에 증착한 Fe 박막을 Al
과 Cu 두 종류의 물질로 캐핑시킨 후 캐핑 물질에 따른
Fe 박막의 구조적, 자기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진공
상태에서의 후열처리 과정이 Fe 박막의 물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GIXRD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시료 Fe 박막과 후열처리한 Fe 박막 모두 작지만 일정한
결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온에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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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자기 이력 곡선을 통해 캐핑을 하지 않은 Fe 박막의
포화자화값이 캐핑을 한 박막보다 크고 같은 조건에서 Fe
를 증착해도 캐핑 물질 (Al 혹은 Cu) 에 따라 포화자화값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보자력은 캐핑 물질
과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 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계면의
상태에 따라 포화자화값이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공 상태에서 후열처리를 하면 캐핑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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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 Klinkhammer, Ch. Sauer, E. Yu. Tsymbal, S.
Handschuh and Q. Leng et al.,

J. Magn. Magn.

Mater. 161, 49 (1996).
[9] B. Heinrich, J. F. Cochran, A. S. Arrott, S. T. Purcell and K. B. Urquhart et al., J. Appl. Phys. A 49,
473 (1989).
[10] P. Bruno, J. Phys. F: Met. Phys. 18, 1291 (1988).

종류와는 관계없이 모든 박막에서 보자력과 포화자화값이
모두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Cu로 캐핑한 Fe 박막의 경우가
보자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캐핑하지 않은 박막의

[11] D. Givord, O. F. K. McGrath, C. Meyer and J.

경우 후열처리 후 보자력은 증가하였지만, 포화자화값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기적 특성 변화는 Fe

[12] Y. K. Kim and M. Oliveria, J. Appl. Phys. 7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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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man, J. Magn. Magn. Mater. 157/158, 245
(1996).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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