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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view summarizes the features of the four Fe2 O3 polymorphs and discusses thin-film synthesis of ε-Fe2 O3 . First, emphasis is given to the discussion on their structural and magnetic
properties. Among these four polymorphs, we review the structure and the magnetic properties of
ε-Fe2 O3 in depth. Before thin film synthesis of ε-Fe2 O3 is introduced, the method to synthesize
ε-Fe2 O3 nanoparticles or powders and the polymorphic transition between γ-Fe2 O3 and α-Fe2 O3
are briefly examined. ε-Fe2 O3 has nonzero orbital angular momentum, a large magnetic anisotropy
and a coercive field of 2 T at room temperature. These features are due to the pronounced distortion of the oxygen octahedron surrounding Fe3+ ion, resulting in a strong hybridization between
the Fe 3d orbitals and the O 2p orbitals. Even though ε-Fe2 O3 has potential to be applied in nextgeneration magnetic devices, its thin-film synthesis has been hampered due to its phase instability.
This review briefly presents a solution to this problem. Finally, we discuss the mechanism for the
growth of the α-Fe2 O3 second phase in ε-Fe2 O3 thin films.
PACS numbers: 75.47.Lx, 77.55.Nv, 64.60.-i, 64.60.My
Keywords: Iron oxide, Polymorph, ε-Fe2 O3 , Pulsed laser deposition, Polymorphous transition

Fe2 O3 다형체의 물성과 ε-Fe2 O3 박막의 성질
김헌정∗
대구대학교 신소재에너지공학과, 경산 38453, 대한민국
(2018년 5월 28일 받음, 2018년 6월 7일 게재 확정)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 Fe2 O3 다형체의 특징과 ε-Fe2 O3 의 박막 합성에 관한 지금까지 연구를 요약해
본다. 특히, 이 네 가지 다형체들의 구조적인 특성과 자기적인 성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네 가지 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형체 상전이와 이를 통하여 ε-Fe2 O3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 네 가지 다형체 중에서 경자석으로 응용이 가능한 ε-Fe2 O3 의 구조와 자기적 성질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본다. 이 물질은 상온에서 2 T나 되는 보자력장, 큰 자기 이방성과 궤도 각 운동량 값을 갖는다. 이
특징들은 이 물질에서 Fe3+ 를 둘러싸고 있는 산소 팔면체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어 Fe의 3d오비탈과 O
의 2p 오비탈 사이의 강한 혼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온에서 ε-Fe2 O3 의 이러한 자기적인 성질은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응용을 위해서는 이 물질의 박막합성이 필요하지만 이 물질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박막 합성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간략히 제시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ε-Fe2 O3 박막에서 어떤 메커니즘과 과정을 거쳐 α-Fe2 O3 만들어지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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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철은 인류의 문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금속이다.
역사적으로 철기가 보급되면서 그 이전에 사용되던 청동기
와는 달리 빠르게 보급되어 농기구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농업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왔다. 순수한 철 (Iron,
Fe) 은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산화철이 된다. 화학식으로
분류해 본다면 자연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산화철이 존재
한다. FeO, Fe3 O4 , 그리고 Fe2 O3 가 그것들인데 FeO는
뷔스타이트 (Wüstite) [1]라고 불리는 산화철의 광석으로
철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하여 철은 Fe2+ 이온
형태가 된다. Fe3 O4 는 자철석 (magnetite) 로 불리는 광물
이며 자철석은 Fe2+ 이온과 Fe3+ 이온을 함께 가지고 있다.
자철석은 역스피넬 (inverse spinel)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는 산소 이온들이 입방밀집구조 (cubic close
packing structure) 를 이루게 된다 [2]. 역스피넬 구조의 산

Fig. 1. (Color online) Crystal structure of four polymorphs of Fe2 O3 : (a) α-Fe2 O3 , (b) β-Fe2 O3 , (c) γFe2 O3 , (d) ε-Fe2 O3 [5].

소 팔면체 자리 (octahedral site) 의 절반은 Fe2+ 이온으로
채워져 있고 팔면체 자리의 나머지 절반과 산소 사면체 자리

ε-Fe2 O3 의 자기적 성질을 이 물질의 구조와 연계하여 논

(tetrahedral site) 는 Fe3+ 이온으로 채워져 있다.

의 한 후에 펄스레이저 증착법 (pulsed laser deposition) 을

Fe2 O3 의 화학식을 갖는 산화철에는 상압에서 4가지 다

이용한 ε-Fe2 O3 박막의 합성에 대한 연구들을 알아보도록

른 구조를 갖는 화합물이 존재한다 [3]. 화학식은 같으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ε-Fe2 O3 박막의 임계 두께와 ε-

서 구조가 다른 화합물을 다형체 (polymorph) 라고 하는데

Fe2 O3 박막에서 이차상인 α-Fe2 O3 의 생성에 관한 연구를

Fe2 O3 의 다형체에는 α-, γ-, ε-, 그리고 β-Fe2 O3 가 있다.

살펴보고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Fig. 1은 Fe2 O3 네 가지

α-Fe2 O3 와 γ-Fe2 O3 화합물은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형체의 구조를 보여준다.

안정된 물질인 반면 ε-Fe2 O3 와 β-Fe2 O3 화합물은 자연상
태에서 불안정하여 실험실에서 나노입자의 형태로만 합성이
가능하다. 이 네 가지 다형체들은 구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II. Fe2 O3 다형체의 특성

나노입자나 박막의 형태로 만들어 졌을 때 생화학적, 자기
적, 촉매적인 성질이 모두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 특히,
이중에서 ε-Fe2 O3 는 상온에서 준강자성체 (ferrimagnet)

1. α-Fe2 O3

로서 2 T에 근접하는 아주 큰 보자력장 (coercive field) 을

α-Fe2 O3 는 해머타이트 (hematite) 로 알려진 광물로 코

가지며 이 물질 안에서 Fe은 모두 Fe3+ 의 상태임에도 불

런덤 (corundum) 타입의 마름모꼴 중심의 육각형 구조

구하고 큰 자기 이방성 (magnetic anisotropy) 을 나타낸다

(rhombohedrally centred hexagonal) 를 가지고 있으며 이

[4–6]. 이러한 성질은 물론 ε-Fe2 O3 경자석 (hard magnet)

구조에서 산소는 밀집구조 (close packed structure) 를 이룬

으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기에 유리할 뿐 아니라 과학적으
로도 흥미로운 탐구의 대상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Fe2 O3
의 다형체의 일반적인 특성과 ε-Fe2 O3 화합물 나노입자와
박막의 물리적 성질을 다루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Fe2 O3 의 다형체들의 성질들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Fe2 O3 다형체 사이의 상전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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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산소가 만드는 8면체 자리 (octahedral site) 중 2/3
는 Fe3+ 이온이 차지하고 있다. R3̄c 공간군 (space group)
으로 결정화되며 a = 5.036 Å와 c = 13.749 Å의 격자상수를
가지고 단위 구조 (unit cell) 당 6개의 화학식을 포함한다.
α-Fe2 O3 구조에는 2개의 Fe 부격자 (sublattice) 가 존재
하는데 대략 260 K 이하에서 자기모멘트가 c축방향으로 정
렬한 반강자성 (antiferromagnetism) 의 특성을 나타낸다.
260 K에서 자기모멘트가 90도 회전하며 c축에 수직인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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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이게 되는데 α-Fe2 O3 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자기모멘
트의 회전을 모린 전이 (Morin transition) 라고 부른다 [7,
8]. 모린 전이 온도이상에서도 Fe의 부격자의 자기모멘트는
반대반향을 향하지만 약 5도 기울어져 있어 c축 방향으로
약한 강자성 (weak ferromagnetism) 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
다. 따라서 260 K 이상의 온도에서는 α-Fe2 O3 는 약한 강자
성체 혹은 기울어진 반강자성체 (canted antiferromagnet)
라고 불린다. 950 K이상의 온도에서 α-Fe2 O3 는 자기질서
(magnetic ordering) 를 잃게 되어 상자성체 (paramagnet)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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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β-Fe2 O3 는 la3̄ 공간군에 속하는
체심입방구조 (body-centered cubic structure) 를 가지고
있으며 격자상수는 a = 9.393 Å이다. β-Fe2 O3 에서 Fe
이온은 결정학적으로 서로 다른 8 면체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이 물질은 Fe2 O3 의 다형체중 유일하게 상온에서
상자성체이며 닐 전이온도 (Neel transition temperature)
는 100 K에서 119 K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온도
이하에서는 β-Fe2 O3 는 반강자성체이다. β-Fe2 O3 는 열역
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열했을 때 α-Fe2 O3 혹은
γ-Fe2 O3 로 변하게 된다 [16–18]. 이 물질의 합성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β-Fe2 O3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진 못

2. γ-Fe2 O3
마그헤마이트 (maghemite) 로 알려진 γ-Fe2 O3 는 자연
계에서 α-Fe2 O3 다음으로 흔한 Fe2 O3 다형체이다. γFe2 O3 는 역스피넬 (inverse spinel) 타입의 입방 구조 (cubic
structure) 로 P 41 32 공간군에 속하며 a = 8.351 Å의 격자
상수를 갖는다. Fe3 O4 와 같이 γ-Fe2 O3 에는 Fe이 들어갈
수 있는 동등하지 않은 두 개의 결정학적인 위치가 있는데
하나는 산소가 이루는 팔면체 자리 (octahedral site) 이고
다른 하나는 산소가 만드는 사면체 자리 (tetrahedral site)
이다. 그러나 Fe3 O4 와는 달리 γ-Fe2 O3 에는 빈 양이온의
자리가 존재하며 주로 팔면체 자리에 생기게 된다. 이 빈
양이온 자리는 α-Fe2 O3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양전하를 감쇄시켜준다. 따라서 γ-Fe2 O3 의 정확한 화학
조성은 FeT (Fe5/3 W1/3 )O O4 가 된다. 여기서 FeT 와 FeO
는 각각 사면체 자리와 팔면체 자리에 위치한 Fe를 의미하며
W 는 빈 양이온의 자리를 지칭한다 [9]. 이 빈 양이온이 어떤
구조를 이루는가에 따라 γ-Fe2 O3 는 세가지 다른 공간군에
속하게 된다 [10–15]. 첫 번째는 양이온의 빈자리가 무질서
한 경우 F d3̄m 공간군에 속하는 입방구조 (cubic structure)
가 된다. 두 번째는 양이온의 빈자리가 부분적으로 정렬한
경우로 P 43 32 혹은 P 41 32 공간군에 속하는 구조를 이루며
마지막의 경우는 양이온의 빈자리가 완전히 정렬한 경우로
서 c축 방향으로 주기가 3배 늘어나 격자 상수 a = 8.349
Å와 c = 24.996 Å를 갖는 정방구조 (tetragonal structure)
가 된다. γ-Fe2 O3 는 두 개의 자기 부격자 (sublattice) 를
가지는 역스피넬 구조이기 때문에 Fe3 O4 와 마찬가지로
준강자성체이다.

하였다.

4. ε-Fe2 O3
ε-Fe2 O3 는 β-Fe2 O3 와 같이 희귀한 Fe2 O3 의 다형체이
며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노입자 혹은 박막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가 있다 [5]. ε-Fe2 O3 는 공간군 P na21
에 속하는 사방정계 구조 (orthorhombic structure) 물질이
며 격자상수 a = 5.095 Å, b = 8.789 Å, 그리고 c = 9.437
Å를 갖는다. ε-Fe2 O3 의 결정 구조는 4개의 산소 층의 밀집
구조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이 구조는 가장자리를 공유하
는 세 개의 팔면체와 a축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모서리를
공유하는 사면체로 이루어져 있다. ε-Fe2 O3 구조에는 결
정학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6개의 음이온의 위치와 4개의
양이온의 위치 (Fe1 , Fe2 , Fe3 , 그리고 Fe4 ) 가 있고 Fe3+
이온이 이 모든 양이온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양이온의
빈자리가 없다 [19,20]. 이 네 개의 위치 중 Fe4 는 사면체
자리 (tetrahedral position) 에 위치하고 나머지 Fe들은 팔
면체 자리 (octahedral position) 에 위치한다. ε-Fe2 O3 의
구조적인 특이점 중 하나는 Fe3+ 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산소팔면체가 찌그러져 있다는 점이다 [20]. 이러한 구조적
인 특성은 뒤에서 설명하게 될 ε-Fe2 O3 의 자기적 성질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Fe1 와 Fe2 이온들은 찌그러진 팔면체
자리에 위치하는 반면 Fe3 이온은 왜곡되지 않은 팔면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략 110 K 의 온도에서

3. β-Fe2 O3

구조적인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때 찌
그러져 있던 팔면체들이 정상적인 팔면체로 돌아오게 되며

β-Fe2 O3 는 Fe2 O3 의 다형체 중 희귀한 다형체로서 나노
입자의 형태로만 존재하며 자연상태에 그 양이 얼마나 있

이 구조적인 상전이가 ε-Fe2 O3 의 자기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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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e2 O3 다형체 사이의 상전이와 ε-Fe2 O3 의
합성
Fe2 O3 의 네 가지 다형체 중에서 높은 온도에서 열역학적
으로 가장 안정한 상은 α-Fe2 O3 이다. 따라서 여러 방법으
로 만들어 진 γ-Fe2 O3 를 가열하게 되면 α-Fe2 O3 로 변하게
된다. 이 γ-Fe2 O3 에서 α-Fe2 O3 로의 다형체 변환이 일어
나는 온도, 변환 원리, 그리고 동역학은 입자의 크기, 표면
형태, 변환이 일어나는 분위기, 도핑의 정도와 같은 여러
요소들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순수한 γ-Fe2 O3 입자들을
가열하면 γ-Fe2 O3 는 바로 α-Fe2 O3 로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9 - 16 nm의 입자 크기를 갖는 γ-Fe2 O3 나노 입자는
300 ◦ C근처에서 α-Fe2 O3 로 변한다 [21]. 여러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γ-Fe2 O3 에서 α-Fe2 O3 로의 다형체 상전이
중에 나노 입자의 크기 변화가 관찰되었다 [21–23]. 이러한
결과는 이 상전이가 γ-Fe2 O3 의 입자 크기가 임계 값에 도
달했을 때 일어나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입자의
표면 에너지와 활성화 에너지의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두 에너지들은 입자의 크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4]. 일반적으로 γ-Fe2 O3 에서 α-Fe2 O3 로의 다
형체 상전이 온도는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줄어들게 된다.
γ-Fe2 O3 를 다공성의 SiO2 모체에 넣고 열처리를 하게
되면 다형체 상변이의 변환 원리와 동역학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공기 중에서 γ-Fe2 O3 는
다공성 SiO2 모체 안에서는 열적으로 보다 안정된 상태를
보여 주며 α-Fe2 O3 의 상전이 온도가 900 ◦ C까지 높아지게
된다 [25–27]. 또한 이 상전이 과정에 중간 상태의 새로운
상로서 ε-Fe2 O3 가 나타난다. 여기서 다공성의 SiO2 모체
는 α-Fe2 O3 로의 상전이를 막는 동시에 ε-Fe2 O3 의 안정화
영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SiO2 모체가 만드는 공간의
제약은 ε-Fe2 O3 입자 크기를 200 nm 이하의 크기로 제한하

Fig. 2. (Color online) The mechanisms and temperature
ranges of the thermally induced polymorphous transition
of γ-Fe2 O3 [5].

게 된다 [28]. 열역학적 측면에서 입자들이 뭉쳐져 표면적이
줄어들면서 표면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총 자유에너지를 줄
여 가장 안정된 상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입자 크기의 제약이
있으면 표면 에너지가 줄지 못하게 되어 주어진 조건에서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29].

IV. ε-Fe2 O3 의 자기적 성질
아직까지 ε-Fe2 O3 의 자기적 성질이 완벽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물질은 두 개의 자기 상전이 현상을

따라서 ε-Fe2 O3 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입자 크기의 제약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자기 상전이는 대략

주거나 소결 (sintering) 을 막아 입자들이 뭉쳐지는 것을

495 K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번째는 110

방해하여 표면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K 근처에서 나타난다. 상온에서 ε-Fe2 O3 는 공선 준강자성

필요하다. Fig. 2는 γ-Fe2 O3 에서 α-Fe2 O3 로 다형체 상전

체 (collinear ferrimagnet) [19,20] 혹은 기울어진 반강자성

이와 이를 이용한 ε-Fe2 O3 나노입자 합성법을 보여준다.

체 (canted antiferromagnet) [4,30]로 알려져 있다. 11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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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Magnetic structure, density of
states and orbital density obtained based on the firstprinciple calculations. Nonzero angular moment, magnetic anisotropy, gigantic coercive field are all due to
strong hybridization induced by crystal field effect of
strongly distorted oxygen octahedron surrounding Fe3+ .
[32].
근처에서 나타나는 ε-Fe2 O3 의 상전이는 준강자성체에서
비조합 자기구조 (incommensurate magnetic structure) 의
자성체로 상전이 [5, 20]이거나 기울어진 반강자성체에서
기울어진 각도가 다른 또 다른 기울어진 반강자성체로의
상전이 [4,5,30]일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비조합 자기구조는 사각형 파형의 형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10 K 근처에서 나타나는 자기 전이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존재하지만 110 K에서 나타
나는 자기 전이 현상은 구조적인 상전이와 스핀의 재배치
(reorientation) 를 동반한다는 점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ε-Fe2 O3 의 특별한 자기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상온에
서 나노 입자의 경우 2 T나 되는 보자력장 (coercive field)

Fig. 4. (Color online) Magnetization vs. magnetic field
of ε-Fe2 O3 /AlFeO3 //Nb:STO(111) at 300 K, (b) polarization vs. voltage of the same samples at 300 K. These
data show that ε-Fe2 O3 have both ferrimagnetism and
ferroelectricity at 300 K [33].

의 값이다 [5,6]. 이렇게 큰 보자력장의 값은 Fe3+ 이온을
고려한다면 아주 특별한 현상인데 이 현상의 원인은 Fe3+

않고 남아 준강자성체가 된다 (Fig. 3). 또한 제1원리적 계

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왜곡된 산소 팔면체와 깊은 연관성이

산에 의하면 ε-Fe2 O3 는 전하전송 절연체 (charge transfer

있는 것이 밝혀졌다 [31]. Fe1 과 Fe2 의 찌그러진 팔면체

insulator) 로 분류된다. 상온에서 2 T에 달했던 보자력장이

구조는 Fe의 d오비탈과 O의 p 오비탈의 혼합을 만들고 O

110 K 전이 온도에서 갑자기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이 온도

의 p에서 Fe의 d로의 전하 이동을 유도하여 d오비탈의 축퇴

에서 스핀-궤도 결합이 함께 갑작스럽게 줄어들고 있음을

(degeneracy) 를 깨어주어 ε-Fe2 O3 가 0이 아닌 각운동량을

의미한다. 즉, 위의 사실은 110 K 이상에서 찌그러져 있던

갖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ε-Fe2 O3 에서 Fe1 과 Fe2 의 Fe3+

Fe1 과 Fe2 를 둘러싸고 있던 산소 팔면체가 110 K이하에서

5

이온들이 d 의 오비탈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강한 스핀-

정상적인 팔면체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궤도 결합, 상대적으로 큰 오비탈 모멘트의 값, 자기 이방성,

[31]. 또한 ε-Fe2 O3 는 상온에서 강유전성 (ferroelectricity)

그리고 2 T에 달하는 큰 보자력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과 함께 전기-자기의 결합 효과 (magnetoelectric effect) 를

자기적 구조와 성질은 제1원리적 계산을 통해서도 어느

보이는 특이한 물질이다 (Fig. 4). 따라서 이 물질은 하나

정도 재현이 되며 제1원리적 계산에 의하면 Fe1 의 자기

의 원소로 이루어진 상온 다강체 (multiferroic material)

모멘트와 Fe2 의 자기 모멘트는 서로 반대 방향이고 Fe3 의

[33]로서 차세대 저전력, 고속 정보저장 매체 메모리 소자로

자기 모멘트와 Fe4 의 자기 모멘트는 서로 반대 방향이 된다

활용이 기대된다.

[32]. Fe1 , Fe2 , Fe3 는 팔면체 자리에 위치하고 Fe4 는 사면체

ε-Fe2 O3 는 희토류 원소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상온에서

자리에 위치하여 Fe1 의 자기 모멘트와 Fe2 의 자기 모멘트는

높은 보자력장 값을 갖는 자성체이다. 따라서 이 물질은

상쇄되고 Fe3 자기모멘트와 Fe4 자기 모멘트는 상쇄되지

높은 보자력장이 필요한 자성저장 매체, 밀리미터파 강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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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A schematic diagram of a pulsed
laser deposition system.
공명 등과 같은 응용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응용을 가로
막는 단점으로 이 물질을 합성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함께
준강자성체로서 포화 자화값이 크지 않다는 한계점이 존재
한다.

V. 펄스레이저 증착법 (Pulsed Laser
Deposition) 을 이용한 ε-Fe2 O3 박막의 합성
펄스레이저 증착법 (pulsed laser deposition) 은 여러 박
막 증착 방법 중 기상증착법의 한 종류로서 진공 챔버 안에
있는 타겟 물질에 높은 에너지 레이저를 입사시켜 플라즈
마 상태로 만들어 물질을 기판으로 이동시켜 박막을 증착
시키는 방법이다 [34, 35]. Fig. 5는 펄스레이저 증착법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다른 박막 증착 방법과 비교하여 진공
챔버, 타겟 및 기판 홀더, 그리고 레이저만을 필요로 하므로
실험 장치가 간단하다는 점과 구리 산화물계 고온 초전도
체와 같은 여러 원소들로 이루어진 복합 산화물 (complex
oxides) 을 타겟의 조성 비율을 비교적 잘 유지하면서 합성

Fig. 6. (Color online) XRD pattern of the α-Fe2 O3 film
deposited on a quartz substrate, (b) XRD pattern of the
α-Fe2 O3 film deposited on a Al2 O3 substrate (c) XRD
pattern of the γ-Fe2 O3 film deposited on a MgO substrate [37].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펄스레이저 증착법은 D.
Dijkkamp 등이 다른 합성의 방법으로는 합성하기 어려웠
던 YBa2 Cu3 O7 박막을 우수한 품질로 합성 [36]한 이후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는 산화물의 경우 분
자선속 박막성장법 (molecular beam epitaxy) 을 이용하여
만든 박막의 품질에 접근하는 박막 시료들을 만들 수 있다.
또한 RHEED(Reflective high energy electron diffraction)
와 같은 다양한 진단 장치들이 합성 챔버에 통합되어 펄스레
이저 증착법 시스템은 보다 고도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펄스레이저 증착법의 장점으로 간단한
시스템의 구성, 타겟과 박막의 화학 조성의 일치, 복잡 산

화물 박막 합성의 용이함 등을 꼽고 있으나 실제로 박막의
특성은 성장 조건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지며 성장 변수들 사
이에 상관 관계가 커 특정 성장 변수가 박막 성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34,35]. 또한 박막이 성장하기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하며 이 과정들이 비평형 과정으로 이러한 비평형 과정
에 대한 이해의 폭 역시 넓지 못한 상황이다 [34]. 기본적인
성장 변수들은 (1) 레이저 에너지 밀도, (2) 타겟에 집중된
레이저 스팟의 크기, (3) 챔버의 가스 압력, (4) 기판의 온도,
(5) 타겟과 기판 사이의 거리 등이며 이러한 성장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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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여 박막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물리화학적인 조건을 제어하게 된다. 박막은 증착까지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레이저 빛과 타겟 물질과 상호 작용 → (2)
유전체 붕괴 및 플라즈마 생성 → (3) 플라즈
마의 팽창 및 이동 → (4) 기판 위에서 물질의
증착 → (5) 기판 위에서 핵 생성과 박막의 성장
Fe2 O3 의 네 가지 다형체 중에서 어떤 상이 펄스레이저
증착법의 증착 조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합성되는지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37]. 결정 구조가
없는 석영 기판을 사용하여 500 ◦ C 에서 900 ◦ C 의 온도
사이에서 산소 분압 PO2 = 3.0 × 10−2 torr 그리고 에너지
밀도 J = 1.0 J/cm2 의 조건에서 Fe2 O3 를 증착을 하게 되면
α-Fe2 O3 의 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a)).
이는 이 성장 영역에서 α-Fe2 O3 가 가장 안정적인 상임을
의미하며 나노입자나 분말의 경우 γ-Fe2 O3 가 가열하였을
때 다형체 전이온도 이상에서 결국에는 α-Fe2 O3 로 안정화

Fig. 7. (Color online) (a) XRD θ-2θ scan of ε-Fe2 O3
grown on SrTiO3 (111). (b) Pole figures of the {013}ε
and {110}ST O . (c) Schematic drawing of the domain
structure [38].

된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 온도 영역에서도
α-Fe2 O3 와 γ-Fe2 O3 사이의 형성 에너지 차이가 크지 않

막이 합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기판에

아 외부 조건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γ-Fe2 O3 가 안정화될

직접 ε-Fe2 O3 박막이 증착하는 경우는 오직 SrTiO3 (111)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예상대로 α-Fe2 O3 의 대

와 YSZ (100) 기판뿐이고 그것도 좁은 성장 조건에서 박막

칭성과 일치하는 Al2 O3 의 기판을 사용하였을 때 α-Fe2 O3

합성이 가능하다 [38,39]. 이러한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한 한

박막이 성장하는 반면 같은 조건에서 γ-Fe2 O3 의 대칭성과

가지 방법은 기판 위에 완충층을 삽입하는 것이다. GaFeO3

일치하는 MgO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γ-Fe2 O3 박막이 성

는 ε-Fe2 O3 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저온 준강자성체이다.

장하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Fig. 6(b), (c)).

이 물질의 박막은 다양한 기판에서 펄스레이저 증착법의

α-Fe2 O3 와 γ-Fe2 O3 의 박막과 달리 ε-Fe2 O3 박막의 합

넓은 증착 조건에서 합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성은 ε-Fe2 O3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쉽지 않다. 특히, ε-

따라서 GaFeO3 는 ε-Fe2 O3 박막을 증착하는 데 있어 좋은

Fe2 O3 는 γ-Fe2 O3 상과 α-Fe2 O3 상의 중간상으로서 임계

완충층이 되어 증착 조건을 넓혀 주고 ε-Fe2 O3 박막이 성장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줄어든 표면 에너지 때문에 α-Fe2 O3

하지 못하는 기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41]. GaFeO3

로 다형체 상전이를 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작은

을 완충층을 삽입하게 되면 SrTiO3 (111) 와 YSZ (100)

격자상수의 차이를 갖는 같은 사정방계 (orthorhombic) 구

기판을 포함하여 ε-Fe2 O3 박막이 직접 성장하지 못했던

조를 갖는 기판을 사용하더라도 ε-Fe2 O3 화합물은 안정화

α-Al2 O3 (0001) 기판에서도 ε-Fe2 O3 박막을 성장시킬 수

되지 못한다. 이와는 달리 SrTiO3 (111) 면에서 ε-Fe2 O3

있게 된다.

안정화 되어 성공적으로 박막이 합성되었다 [38]. 이는 이
◦

기판 위에서 120 를 이루는 많은 도메인 (domain) 들이 형

α-Al2 O3 (0001) 기판과 SrTiO3 (111) 기판 위에서 εFe2 O3 박막은 60◦ 를 이루는 세 종류의 도메인으로 이루

성되어 하나의 커다란 도메인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

어져 있는 반면에 YSZ (100) 기판 위에서 ε-Fe2 O3 박막은

다. 동시에 관찰된 도메인 구조에서는 (100) 면이 도메인

30◦ 를 이루는 여섯 종류 도메인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경계면이 되어 이 면의 표면에너지를 낮추게 되는데 이는

종류의 기판 위에서 ε-Fe2 O3 박막은 방향에 따라 다른 변형

ε-Fe2 O3 나노 입자가 [100] 방향으로 쉽게 성장하지 않는

(strain) 이 이루어 지므로 ε-Fe2 O3 박막은 증착된 기판의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38] (Fig. 7).

종류에 따라 물성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기판으

SrTiO3 (111) 기판에서 ε-Fe2 O3 박막의 성공적인 합성

로부터 변형이 크게 일어나는 얇은 박막 영역에서 두드러

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박막으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지게 나타나게 된다. α-Al2 O3 (0001), SrTiO3 (111), 그

넓은 합성 영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기판에서 ε-Fe2 O3 박

리고 YSZ (100) 의 세 가지 기판 위에 GaFeO3 를 완충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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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ε-Fe2 O3 박막이 증착되었을 때 YSZ (100) 위에
합성된 ε-Fe2 O3 박막이 가장 높은 포화 자화 (saturation
magnetization) 의 값을 나타냈다 [41]. 비록,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시료들이 기판으로부터 변형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얇은 박막의 영역에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완전히
완화되지 않은 변형 효과와 도메인 사이에서 서로 작용하는
변형의 결과가 아닐까 추측되고 있다.

VI. ε-Fe2 O3 박막의 임계 두께와 상전이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Fe2 O3 나노 입자나 분말에 대하여 열처리 온
도에 따라 어떠한 다형체 변환을 거치게 되는 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Fe2 O3 의 상변환은 입자의
크기, 입자의 표면 상태 등의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높은 온도에서 안정된 상은 αFe2 O3 이기 때문에 γ-Fe2 O3 를 가열하게 되면 입자의 크
기에 제한이 없이 입자들이 뭉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α-Fe2 O3 로 다형체 상전이가 일어나고 입자의 크기 제한이
있어 표면 에너지의 기여가 큰 경우에는 ε-Fe2 O3 를 거쳐
최종적으로 α-Fe2 O3 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ε-Fe2 O3
박막의 경우는 어떠한가? ε-Fe2 O3 는 안정된 상이 아니고
표면에너지의 기여도가 작아지게 되면 α-Fe2 O3 상으로 다
형체 상전이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ε-Fe2 O3
박막에서 ε-Fe2 O3 상이 존재할 수 있는 임계 두께가 존재
하게 되고 이 임계 두께는 성장 조건에 의해 결정되게 된
다. 지금까지 펄스레이저 증착법에서 ε-Fe2 O3 박막의 임계
두께를 제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나노 입자나 분말의 경우와는
달리 펄스레이저 증착법에서는 열역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동역학적 (kinetic) 인 요소들이 ε-Fe2 O3 박막 성장과 임계
두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펄스레이저 증착법이
비평형적인 증착 조건에서 박막이 합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역학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34,35].
펄스레이저 증착법에서 열역학적 조건 이외에 ε-Fe2 O3
→ α-Fe2 O3 로의 다형체 상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
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42]. 이 연구에서는 펄스레이저 증착법의 가장 중요한
성장 조건 중의 하나인 레이저 스팟 크기를 1.9 mm2 , 3.2
mm2 , 그리고 5.1 mm2 의 세 조건으로 바꾸어 YSZ (100)
기판 위에 ε-Fe2 O3 박막을 증착 하였다. 1.9 mm2 와 5.1
mm2 의 조건에서 임계 두께는 15 nm인 반면 3.2 mm2 에서
임계 두께가 20 nm로 관찰되었다. 레이저 스팟의 크기는
플룸 (plume) 안에 있는 이온들의 동역학 (dynamics) 에 복

Fig. 8. (Color online) (a) θ-2θ scan for a ε-Fe2 O3 film
grown on a YSZ (001) substrate. (b) Pole figure of the
{013} plane of a c-oriented ε-Fe2 O3 film. (d) Visualization of the domain structure on YSZ (001) substrates
[42].
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일차적으로는 타겟에서 방
출되는 물질의 양을 결정한다. 따라서 1.9 mm2 , 3.2 mm2 ,
그리고 5.1 mm2 로 갈수록 증착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
연구의 결론은 YSZ (100) 위에 형성된 특정 도메인의 구
조가 α-Fe2 O3 의 핵 (nucleation) 을 만드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다. Fig. 8(d) 는 이러한 핵형성 자리를 도식적으로 보
여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핵 형성의 자리는 증착 속도 낮아
이러한 도메인의 크기가 작아져 증착 속도가 낮은 영역에서
쉽게 생기게 되어 ε-Fe2 O3 박막의 임계 두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V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e2 O3 화합물의 네 가지 다형체들의 특
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특히, ε-Fe2 O3 의 구조적 특성과
함께 이 물질들의 자기적인 성질들을 구조적인 특성과 연결
하여 살펴보았다. 여러 방법을 통해 합성된 γ-Fe2 O3 을 가
열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안정적인 α-Fe2 O3
로 다형체 상전이를 보이게 되지만 입자크기의 제한 유무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경우로 나뉘게 된다. 입자 크기의 제한이
없어 입자가 뭉쳐 계속 커 질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간 상을
거치지 않고 γ-Fe2 O3 에서 바로 α-Fe2 O3 로 변하지만 입자
들이 뭉치는 것이 제한되게 되면 중간 온도에서 ε-Fe2 O3 가
안정화 되게 된다.
Fe2 O3 의 네 가지 다형체 중에서 ε-Fe2 O3 는 구조적으
로 그리고 자기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화합물이다.
ε-Fe2 O3 는 상온에서 준강자성체로 2 T나 되는 보자력장
(coercive field)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Fe3+ 이온을
갖는 물질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
게 큰 보자력장은 Fe3+ 을 둘러싸고 있는 산소 팔면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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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져 있어 Fe의 3d오비탈과 O의 2p 오비탈 사이의
강한 혼합 (hybridization) 이 생기고 그 결과로 ε-Fe2 O3 는
큰 값의 궤도 각 운동량, 자기 이방성, 그리고 큰 보자력
장을 갖게 된다. 또한, ε-Fe2 O3 는 준강자성과 강유전성의
결합 효과가 나타나는 다강체이다.
ε-Fe2 O3 의 이러한 특별한 물성 때문에 박막 형태로 합
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불안정성 때문에 펄스레이저 증착법의 아주 좁은
합성 조건과 특정 기판에서만 합성이 가능하다. 합성 조건을
넓히고 좀 더 다양한 기판에서 합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
의 방법은 기판과 ε-Fe2 O3 사이에 구조가 같은 GaFeO3 와
같은 완충층을 삽입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ε-Fe2 O3 박막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α-Fe2 O3 로 변하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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