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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process consisting of electrospray and epitaxial crystal growth processes was applied to the preparation of 
c-plane oriented barium ferrite (BaFe12O19) thin film for high density magnetic recording media. Sodium citrate aided 
process was proper to preparation of amorphous BaFe12O19  nanoparticles with geometric mean diameter of 3 nm an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of 1.1. The electrospray was applicable to the prepare of amorphous BaFe12O19  thin film 
on a substrate, and the film thickness could be controlled by adjusting the electrospray deposition time. The c-plane
oriented BaFe12O19 thin film was successfully prepared by 3 step annealing process of the BaFe12O19 amorphous film 
on a sapphire(Al2O3) substrate; annealing at 350℃ for 30 min, annealing at 500℃ for 30 min, and annealing at 700℃

for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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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육각판상의 결정 구조를 지니는 바륨페라이트

(BaFe12O19)는 매우 높은 자기결정 비등방성

(magnetocrystalline anisotropy)과 퀴리온도(curie tem- 

perature)를 지닐 뿐만 아니라 화학적 내식 및 내마

모 특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자기특성을 지녀 FePt와 

더불어 고용량 수직 자기기록 매체용 원료소재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 원료소재로 

간주되고 있다 (Yu and Lin, 2004; Fu et al., 2003; 
Liu et al., 2005; Lee et al., 2008). BaFe12O19를 고용

량 자기기록 매체 제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바륨페라이트 결정격자의 크기를 나노미터 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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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켜야 하며, 둘째 기판상의 결정격자 방향을 C
축에 수직방향으로 정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Pulsed laser deposition(PLD)과 스퍼터링 공정은 

위와 같은 2가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박막 제조

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어 최근에는 

BaFe12O19 고용량 자기기록 매체 개발에 PLD 및 스

퍼터링 공정을 활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Rafique et al. (2008)은 PLD 공정을 통해 사

파이어 기판에 결정방향이 C축으로 정렬된 

BaFe12O19 박막을 형성시킨 바 있으며, Hylton et al. 
(1993)은 스퍼터링 및 후열처리 공정을 통해 동일 

방향으로 결정이 정렬된 BaFe12O19 박막을 제조한 

바 있다. PLD 및 스퍼터링 공정은 BaFe12O19 나노입

자를 기판위에 고르게 침착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

이었으나 모두 진공 분위기를 필요로 하는 기술로 

제조 공정이 비교적 복잡하고 공정비용 또한 비싸

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보다 간단하고 경제적

인 방법으로 고용량 자기기록 매체 제조하기 위해

서는 상압 분위기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BaFe12O19

나노입자를 특정 기판 상에 고르게 침착시키는 기

술과 결정방향을 C축 일방향으로 균일하게 정렬하

는 기술이 필요하다.
  정전분무장치(electrospray system)는 콜로이드 상

태의 나노입자를 에어로졸 상태로 기상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에어로졸 

상태로 분산된 나노입자는 다량의 단위 하전수

(number of elementary unit charge)를 지녀 입자간 응

집이 최소화될 수 있으며 접지 또는 반대 극의 전압

이 인가된 기판에 균일하게 침착되므로 최근에는 

정전분무장치를 이용한 기능성 나노입자 침착기술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ee et al., 2007; 
Lenggoro et al., 2006). 또한 자성 박막을 구성하는 

미세 격자의 자기방향은 결정방향과 일치하는 특성

을 지닌다. 즉 박막을 구성하는 격자들의 결정방향

을 동일 방향으로 제어할 경우 자기력의 방향 또한 

특정방향으로 균일 제어가 가능하다. 특정 기판에 

침착된 나노 격자의 결정을 특정방향으로 균일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침착된 나노입자와 동일한 결정

구조를 지닌 기판을 사용하여 열처리 과정을 수행

하는 에피텍셜 결정 성장(epitaxial crystal growth) 방
법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압 분위기에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고용량 

자기기록 매체용 C축 일방향 나노구조 BaFe12O19 박

막을 형성하기 위해 정전분무법과 에피텍셜 결정 

성장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실험 연구를 수행

하였다. 
  고용량 자기기록 매체용 C축 일방향 나노구조 

BaFe12O19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활용된 기초 소재

는 sodium citrate aided방법으로 제조된 콜로이드 상

태의 BaFe12O19 비정질 나노입자가 사용되었으며, 정
전분무법과 에피텍셜 결정 성장 방법을 통해 만들

어진 BaFe12O19 박막에 대해서는 결정구조 및 방향 

그리고 자기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실험방법

2.1 Sodium citrate aided법에 의한 비정질 

    BaFe12O19 나노입자 제조

  비정질 BaFe12O19 나노입자 제조를 위해  

Fe(NO3)3· 9H2O (Aldrich;≥99%), BaCl2·2H2O 
(Aldrich;≥ 99%), Na3C6H5O7·2H2O (Aldrich;≥ 99%)
를 증류수에 녹여 0.7M의 Fe(NO3)3,  BaCl2, 
Na3C6H5O7 용액을 각각 제조하였다. 둥근 바닥 플라

스크에 제조된 Fe(NO3)3 용액 120mL와 BaCl2 용액 

10mL를 넣고 교반하면서 130mL의 Na3C6H5O7 용액

을 첨가하고 9N 농도의 NaOH용액을 이용하여 pH
를 약 10으로 조절하며 Ar 분위기 100℃에서 약 3시

간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용액이 붉은 갈색으로 변

하게 되면 수화반응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상온에

서 냉각시킨 후 수세과정을 통해 반응 부산물을 제

거하고 최종적으로는 EtOH에 분산된 비정질 상태의 

BaFe12O19 나노입자를 함유한 콜로이드 서스펜션 용

액을 제조하였다.

2.2 C축 일방향  BaFe12O19 박막 형성

  C축 일방향의 결정구조를 지니는 BaFe12O19 박막 

형성을 위해서는 BaFe12O19와 동일한 육각판상의 결

정구조를 지니는 기판에 2.1에서 합성한 비정질 상

태의 BaFe12O19 나노입자를 균일 코팅하는 기술과 

코팅된 비정질 BaFe12O19나노입자를 기판의 결정방

향과 동일한 방향의 결정을 형성하기위한 열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나노입자 균일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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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lectrospray coating and post annealing processes for preparation of c-plane oriented 
BaFe12O19 film on a substrate

및 결정화에 활용된 정전분무코팅 및 열처리 과정

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정전분무코팅 장치

는 크게 시린지 펌프와 시린지로 구성된 콜로이드 

서스펜션 용액 공급 부와 전압인가를 통한 서스펜

션 용액의 분무 액적화 부, 그리고 분무된 액적을 

특정 기판에 박막화하는 코팅 부로 구성된다. 
BaFe12O19 나노입자를 함유한 콜로이드 서스펜션 용

액은 고정밀 제어가 가능한 시린지 펌프(model PHD 
2000, Harvard apparatus)에 의해 약 125㎛ 내경의 스

테인레스 시린지 튜브로 공급된다. 이때 서스펜션 

용액의 안정한 정전분무를 위해 약 3000~5000 V의 

양극 직류전압을 콜로이드 용액에 인가하여 분무상

태를 콘젯(cone-jet) 모드로 유지하였다. 정전 분무된 

콜로이드 용액의 액적은 스테인리스 튜브 끝에서 

약 3~4㎝ 거리에 놓인 가로, 세로 각각 10㎜ 크기의 

기판에 정전기력에 의해 침착되도록 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기판은 BaFe12O19과 동일한 육각판상의 

결정구조를 지닌 사파이어(Al2O3) 소재를 사용하

였다. 
  기판에 침착 코팅된 비정질 입자의 결정 방향은 

비정질 입자 코팅층 두께 및 열처리 온도에 따라 결

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0~120분 범

위에서 정전분무 코팅 시간을 제어하여 비정질 

BaFe12O19 막의 두께를 변화시켰으며, 결정화를 위한 

열처리는 700℃(승온속도 700℃/시간), 800℃(승온속

도 800℃/시간)에서 수행하였다. 

2.3 특성분석

  Sodium citrate aided법에 의해 제조된 비정질 상태

의 BaFe12O19 나노분말의 크기 및 형상은 투과전자

현미경(TEM; JEOL, JEM-2100F)을 통해서 관찰하였

으며, BaFe12O19의 합성 여부 및 BaFe12O19 박막의 결

정방향 확인은 X-선 회절분석 장치(XRD; Rigaku 
D/Max 2200)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VSM; Lakeshore, 7400S)를 이용

하여 사파이어 기판에 형성된 BaFe12O19 박막의 자

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2 (a)와 (b)는 각각 sodium citrate aided법에 

의해 제조된 비정질 상태의 BaFe12O19 입자의 형상

을 관찰할 수 있는 TEM 사진과 열처리 전후의 

XRD 패턴을 보여준다. 합성된 입자는 구의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 약 3㎚의 평균 입경과 입경 간 기하

표준편차 값이 약 1.1을 보여 매우 균일한 크기로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XRD 패턴을 살펴보

면 합성분말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고 공기 분위

기 약 800℃에서 100분간 열처리할 경우 비정질 상

태에서 hexaferrite 결정구조를 지니는 BaFe12O19 입

자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

합해 볼 때 본 연구에 이용된 sodium citrate aided법

은 균일한 크기의 비정질 BaFe12O19 나노입자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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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M image of the precursor particles (a) and XRD patterns of BaFe12O19 particles as-synthesized
 and annealed at 800℃ (b).

 Figure 3. BaFe12O19 films on sapphire(Al2O3) 
  substrate at various electrospray coating times 

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Sodium citrate aided법으로 제조된 비정질 BaFe12O19

나노입자를 함유하는 콜로이드 용액은 정전분무 코

팅 공정을 통해 000l 방향으로 결정이 제어된 사파

이어 기판위에 박막으로 침착되었으며, 침착된 비정

질 입자를 기판과 동일 방향으로 결정형성을 유도

하기 위해 열처리 조건을 최적화 하였다. 그림 3은 

정전분무코팅이 수행된 시간에 따라 기판에 형성된 

비정질 BaFe12O19 막을 보여주는 것으로 코팅 시간

이 길수록 기판에 형성된 막의 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막의 두께는 코팅 수행 

시간에 따라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음을 간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전분무코팅 시간에 따라 형성된 BaFe12O19 박막

을 각각 열처리한 샘플의 결정구조를 XRD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림 4 (a)와 (b)는 정전분무코팅

공정을 통해 비정질 상태의 BaFe12O19 나노입자를 

사파이어 기판에 약 10~100분간 코팅하고 이를 각

각 700℃ 그리고 800℃에서 100분간 열처리를 수행

한 후 샘플의 XRD 패턴을 보여준다. 그림 2(b)에서 

보듯이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한 BaFe12O19 분말의 

결정구조와는 다르게 사파이어 기판의 샘플은 대부

분의 결정이 000l 방향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파이어 기판의 샘플에서는 샘플링 

시간에 상관없이 즉 코팅필름 두께와 관계없이 약 

28도 그리고 39도의 2θ에서 미지의 결정 피크가 약

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열

처리 온도가 800℃이었을 때의 샘플에서 좀 더 명확

하게 볼 수 있다. 2θ값이 39도에서 나타나는 미지

의 피크는 샘플링 시간이 길수록 다시 말해서 사파

이어 기판에 침착된 비정질 BaFe12O19 필름의 두께

가 두꺼워질수록 그 강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열처리 과정 중 육각판상 결정구

조를 지닌 BaFe12O19뿐만 아니라 미지의 불순물 결

정이 일부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Kim et 
al. (2007)에 의하면 sodium citrate aided 법으로 제조

된 비정질 BaFe12O19 입자에는 hydroxyl 그룹의 물질

과 citrate 복합물이 상당량 잔류한다. 불순물 생성의 

원인을 본 연구에서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열

처리 전 기판에 침착된 비정질 BaFe12O19 입자 외 

hydroxyl그룹의 물질과 citrate 복합물이 열처리 과정 

중의 불순물 결정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

되어 불순물 결정화 형성 전에 hydroxyl그룹의 물질

과 citrate 복합물을 완전히 열분해할 수 있도록 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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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rmal gravimetric (TG) and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curves for as synthesized
BaFe12O19 nanoparticles.

 Figure 6. XRD pattern for BaFe12O19 thin film annealed 
at 350℃ for 30 min, 500℃ for 30 min, and 700℃ 
for 60 min.

Figure 4. XRD patterns for BaFe12O19 thin films annealed at 700℃ (a) and 800℃ (b) for 100 min.

리 조건을 다음과 같이 최적화하였다.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700℃ 그리고 800℃로 열처리 된 샘플

의 XRD 분석결과 샘플링 시간은 30분, 열처리는 비

교적 낮은 온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순물에 대한 

패턴의 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조된 비정질 BaFe12O19

입자에 대해서 TG-DTA 열분석을 수행한 결과(그림 

5) hydroxyl그룹의 물질과 citrate 복합물은 각각 22
0℃와 500℃에서 발생한 열분해로 인해 질량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약 670℃ 부근에서 발

열반응을 보여 비정질 상태의 BaFe12O19가 육각판상

의 결정구조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0분간 샘플링한 사파이어 

기판을 350℃에서 30분, 500℃에서 다시 30분간 열

처리하여 hydroxyl그룹의 물질과 citrate 복합물을 완

전히 열분해 제거한 후, 침착된 비정질 BaFe12O19 나
노입자의 결정화를 위해 700℃에서 1시간 동안 열

처리를 수행하였다. 그림 6과 7은 각각 개선된 열처

리 조건에서 000l 사파이어 기판위에 형성된 막의 

XRD 패턴과 VSM 분석을 통해 측정된 자기이력곡

선 (Hysteresis loop)을 보여준다. 개선된 열처리 과정

을 거친 샘플의 XRD 패턴에서는 앞선 결과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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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7. Magnetization hysteresis loop for BaFe12O19

thin film annealed at 350℃ for 30 min, 500℃ for 30 
min, and 700℃ for 60 min.

타났던 불순물 결정 패턴은 사라지고 모든 결정이 

사파이어 기판과 같은 000l 방향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적 특성을 알 수 있는 히스

테리시스 루프를 보면  BaFe12O19 박막 두께가 약 

400㎚로 매우 얇아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지지

는 않았지만 보자력(magnetic coercivity)은 약 2900 
Oe로 비교적 높은 자기 특성을 보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전분무법과 에피텍셜 결정 성장

법이 고용량 자기기록 매체에 필요한 BaFe12O19 박

막 형성에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BaFe12O19 박막을 고용량 자기기록 매체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자기장과 수직 및 수평 방향에 따른 박

막의 자기특성이 서로 다른 자기 이방성을 보여야 

하나, 본 연구를 통해 제조된 BaFe12O19 박막에서는 

자기 이방성을 명확하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제조된 BaFe12O19 박막의 결정이 C축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XRD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박막의 결정방

향 문제라기보다는 박막의 두께가 너무 얇아 자기

장과 수평방향의 자기특성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

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본 기술을 고용량 

자기기록매체 제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

한 방법으로 제조 박막의 자기 이방성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전분무(electrospray) 방법과 에피

텍셜 결정 성장(epitaxial crystal growth) 방법을 복합

적으로 사용하여 상압 분위기에서 고용량 자기기록 

매체용 BaFe12O19 박막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

도하였다. Sodium citrate aided 공정을 통해 약 3㎚ 

크기의 구형 BaFe12O19 비정질 입자를 효과적으로 

합성할 수 있었다. 정전분무 코팅 공정을 통해 비정

질 BaFe12O19 나노입자 박막이 성공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으며 박막의 두께는 코팅 공정 시간에 따라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알 수 있었다. 000l 방향의 사

파이어 기판에 형성된 비정질 BaFe12O19 박막의 C축 

일방향 결정화를 위해서는 1 단계 열처리 보다는 

sodium citrate aided 공정을 통해 제조된 비정질 

BaFe12O19 입자에 함유되어 있는 hydroxyl 그룹의 물

질과 citrate 복합물을 350℃, 500℃에서 완전히 제거

한 후 700℃에서 결정화를 이루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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