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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fabrication of AlN thin films containing iron and iron nitride particles, and the magnetic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such films. Fe-N-Al alloy films were deposited in Ar and N2 mixtures at ambient temperature using

Fe/Al composite targets in a two-facing-target DC sputtering system. X-ray diffraction results showed that the Fe-N-Al films

were amorphous, and after annealing for 5 h both AlN and bcc-Fe/bct-FeNx phases appeared. Structure changes in the FeNx

phases were explained in terms of occupied nitrogen atoms. Electron diffraction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observations revealed that iron and iron nitride particles were randomly dispersed in annealed AlN films. The grain size of

magnetic particles ranged from 5 to 20 nm in diameter depending on annealing conditions.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as a

function of the annealing time for the Fe55N20Al25 films when annealed at 573, 773 and 873 K. At these temperatures, the

amount of iron/iron nitride particles increased with increasing annealing time. An increase in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is

explained qualitatively in terms of the amount of such magnetic particles in the film. The resistivity increased monotonously

with decreasing Fe content, being consistent with randomly dispersed iron/iron nitride particles in the AlN film. The coercive

force was evaluated to be larger than 6.4 × 103 Am−1 (80 Oe). This large value is ascribed to a residual stress restrained in the

ferromagnetic particles, which i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the present preparation process.

Key words AlN thin film, magnetic property, electrical resistivity, annealing.

1. 서  론

선단기술에 대한 재료의 요구는 매우 가혹한 경우도 있

으며, 어떠한 단독 재료만으로는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성

질이 전혀 다른 2개의 물질을 조합시켜 상반되는 특성

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신기능성 재료의 연구개발이

다. 예를 들어, 2상이 공존하는 미세조직을 갖는 자성재

료는 높은 포화자속밀도와 높은 전기저항률을 동시에 실

현할 수 있으며, 우수한 연자성특성을 얻을 수 있다.1-3)

특히, 재료의 박막화와 더불어 강자성층과 전기절연층을

함께 적층시키는 다층막은 고주파용 연자성재료로서의 적

용도 검토되었다.4-5) 또한, 강자성층과 도전성층을 함께 적

층하는 거대자기저항 다층막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10) 특히 도전성층 사이에 자성층인 불연속막을 형성

시키면 자기저항 민감도가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연구보고

가 있으며,11) 도전성인 모상 내에 강자성체 입자가 분산된

자기저항막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14) 또,

nm 크기의 미세입자를 분산시킨 재료의 광학적, 자기적, 전

기적 성질에 대한 연구보고도 있다.15-18) 그러나, 이와 같은

신기능을 얻기 위한 복합화 기술개발이 각종 재료에 확대

되어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착법의 특징 및 박막

구조와 물성과의 관계 등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 스퍼터링에 의한 AlN 박

막의 증착법을 발전·응용하여 Fe 미세입자를 분산시킨

2상 공존형 AlN 박막을 합성하여 박막구조(미세조직)와 박

막물성(자기특성과 전기저항)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2. 실험 방법

2.1 박막증착장치와 증착법

박막제작은 대향음극형(Two-Facing-Target) 직류반응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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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터링장치19)를 이용하였다. 먼저, AlN 단상막을 형성하

기 위하여 직경 100 mm인 Al(순도 99.99%) 대향 타겟을

이용하고, 반응 스퍼터링 가스로서 Ar과 N2(순도 99.99%)

혼합가스의 분압비 PN2/Ptotal를 변화시키면서 최적 증착조

건을 선정하였다. 챔버 내부를 2.66 × 10−4Pa 이하로 배기

후, 반응 스퍼터링 가스를 도입하고 스퍼터링 전류를 일

정하게 하여 증착하였으며, 혼합가스비와 증착속도와의 관

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α-FeNx 미세입자를 분산시킨 AlN

박막을 제작하였다. 박막 내의 Fe 함유량을 변화시키기 위

하여 Al 타겟의 일부에 Fe plate를 탑재시킨 복합타겟을

이용한 경우 및 Fe 타겟과 Al 타겟을 서로 마주보게 한

경우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증착하였다. 실제의 면적비

(Fe면적/(Al + Fe)면적)는 22, 50, 5, 59%이다. Al 단상박막

의 증착조건을 기본으로 Ar과 N2의 혼합가스비를 일정하

게 하여 증착하였다. 증착조건은 가속전압; −410 ~ −460 V,

스퍼터링 전류; 400 mA, 혼합가스비 PN2/Ptotal; 0.48, 가스

압; 2 × 10−1Pa, 기판온도; 50oC 이하이다. 특히, 증착한

FeNAl 박막시료를 2.66 × 10−4Pa의 진공에서 573 K, 773 K,

873 K의 온도에서 2, 3, 4, 5시간 동안 열처리를 실시하여

조직변화 및 자기 및 전기저항과 같은 박막물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2.2 박막의 결정구조와 물성측정

CuKα선을 이용한 X선 회절법(θ − 2θ법)을 사용하여 증

착된 박막의 결정구조를 조사하였다. 박막의 조직관찰 및

결정구조 해석은 투과전자현미경(TEM)·전자선 회절패턴

(SAED)을 사용하였으며, 원소분석은 전자현미경에 장착되

어 있는 에너지분산형 분석기(EDS)를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또한, 박막의 단면형상 관찰은 고분해능 주사전

자현미경(HR-SEM)을 이용하였다. 박막물성인 자기특성은

진동시료형 자화측정장치(VSM)를 이용하여 포화자속밀도

(4πM
s
) 및 4단자법에 의하여 비전기저항(ρ)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AlN 박막의 조직

Fig. 1은 박막제작 시의 증착속도와 혼합가스비 PN2/Ptotal

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증착속도는 생성된 박막의 두께를

막두께 측정기(ET-10)로 측정하여 반응시간으로 나눈 것

이다. 혼합가스의 전체압력 Ptotal을 2.66 × 10−1Pa로 일정

하게 하였다. X선 회절법과 전자선 회절법을 이용하여 박

막의 결정구조를 조사하여 혼합가스비가 0.18 보다 낮은

때의 박막은 순 Al막이며, 0.18보다 높은 혼합가스비에서

생성된 박막은 AlN막(6방정계)이라는 것을 알았다. Fig. 2

는 혼합가스비를 0.48로 하여 글래스기판과 Si(001) 웨이

퍼기판에 반응 스퍼터링법으로 형성시킨 AlN박막의 X선

회절결과이다. 0002 회절피크만이 나타난 점으로부터 생

성된 AlN박막은 글래스 및 웨이퍼 기판면에 평행하게 c

면(0001)을 우선배향(이하 c축 배향으로 표기)으로 성장하

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같은 혼합가스비로 Si

웨이퍼기판에 증착시킨 AlN박막의 파단면을 SEM을 이용

하여 관찰한 조직사진이다. 박막의 파단면은 기판에 대하

여 수직으로 성장한 치밀한 주상정조직이다. Fig. 4는 동

일한 조건으로 Si 웨이퍼기판에 증착시킨 AlN박막시료의

TEM 명시야 이미지와 전자선 회절패턴(a) 및 암시야 이

미지(b)이다. TEM시료는 Si 기판으로부터 두께 약 30 µm

Fig. 1. Deposition rate as a function of the pressure ratio PN2/Ptotal.

Fig. 2. X-ray diffraction profiles of AlN thin films with c-axis

orientation. (a) AlN film deposited on a glass, (b) AlN film deposited

on a Si (001) w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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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기계연마 후, 이온연마(Ar ion milling)하였다. 전자

선 회절패턴의 링으로부터 AlN박막은 c축 배향이며, 또,

TEM 이미지로부터 AlN박막은 입경이 20-50 nm이고, c축

방향으로 우선배향된 결정립으로 구성된 다결정박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 FeNx 미립자를 분산시킨 AlN 박막

AlN박막과 FeN-Al박막의 EDX 분석결과, AlN박막은 Al

과 N 스펙트럼만이, FeN-Al박막은 Al과 N 스펙트럼 이

외에 Fe 스펙트럼이 검출되었다. Fe/Al 복합타겟을 사용

한 반응 스퍼터링법이 FeN-Al 박막합성에 유효한 것이 확

인되었다. 주의해야할 점은 반응 스퍼터링법으로는 검출정

도 내에서 산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순도인 AlN박막

및 FeN-Al 박막이 합성되었다는 것이다. Fig. 5는 873 K

의 진공에서 4시간 동안 열처리한 FeN-Al박막과 그 위에

코팅한 AlN박막의 파단면 이미지이다. FeN-Al막 위의

AlN막의 단면구조는 Fig. 3에 나타낸 AlN막 단면과 동일

한 치밀한 주상정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그러나, FeN-Al

막의 단면은 미세립조직을 나타낸다. Fig. 6은 FeN-Al막

(Fe55N20Al25)의 as-depo.(a) 및 873 K((b)~(e))에서 열처리

Fig. 5. SEM photograph of a cross section of an AlN/FeNAl film

produced by DC reactive sputtering (annealed at 873 K for 4 h in

a vacuum).

Fig. 6. Change in X-ray diffraction profile for an Fe55N20Al25 thin film

annealed at (a) 873 K, (b) 2, (c) 3, (d) 4 and (e) 5 h, respectively.

Fig. 3. SEM photograph of a cross section of an AlN thin film

deposited on a Si wafer.

Fig. 4.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an AlN film deposited

on a Si wafer by DC reactive sputtering ; (a) bright field image and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and (b) dark field image taken from a

diffraction ring from Al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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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료의 XRD결과이다. As-depo.상태는 FeNx상 및 AlN

상의 미세입자를 포함하는 아몰퍼스상이며, 2시간 이상 열

처리한 시료에서는 AlN상과 bcc-Fe상/bct-FeNx상(체심정방

구조) 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cc-Fe상은 질

소를 0.4at% 정도까지 고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Fe

상의 격자정수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bcc상의 110 피

크와 bct상의 110 및 101 피크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bcc-Fe상(α-Fe상)/bct-FeNx(α'-Fe상)이라고 표기하였다. 회절

피크의 강도변화로부터 3시간 후에는 AlN상의 생성량이

증가하며 bcc-Fe상/bct-FeNx상 이외에 ε-Fe3N상(101피크)과

γ'-Fe4N상(200피크)이 형성되었으며, 4시간 후에는 AlN상

의 생성량은 더욱 증가하지만, ε-Fe3N상의 101피크와 γ'-

Fe4N상의 200피크는 소멸되어 결국 bcc-Fe상/bct-FeNx상의

피크만이 존재한다. 5시간 후의 AlN상의 0002피크는 반

치폭이 약간 좁아지고, bcc-Fe상/bct-FeNx상의 회절피크 강

도가 조금 증대하여 회절피크의 중심위치(각도)는 고각도

측으로 치우쳐 있다. 이것은 고각도측에 있는 bcc-Fe상의

110피크가 증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박막으로부터 질소의

탈리가 시작되어 bcc-Fe상의 미세입자가 석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FeNAl 박막을 진공상태에서 열처리를 하

면 철-질소화합물, 즉, bct-FeNx상, γ'-Fe4N상, ε-Fe3N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조변화는 어떠한 화합물도 Fe원자

가 만드는 격자사이를 질소원자가 점유한 구조라고 생각

하면 하기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질소농도가 가장 높

은 ε-Fe3N상의 구조는 질소원자가 Fe원자가 만드는 육방

최조밀충진격자의 정팔면체 간극을 조성에 대응하는 비율

로 랜덤하게 점유한 육방정구조이다. 질소농도가 감소함

에 따라 Fe원자가 육방최조밀충진(2층 주기)에서 입방최

조밀충진(3층 주기)으로 변화하면 입방정구조인 γ'-Fe4N상

으로 된다. γ'-Fe4N상은 면심입방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규

칙구조이며, 질소원자가 Fe원자의 면심입방 단위포의 체

심위치, 결국 정팔면체 간극을 규칙적으로 점유한 구조이

다. 특히, 질소농도가 감소하면 bct-FeNx상으로 된다. bct-

FeNx상의 구조는 γ'-Fe4N상의 구조를 축 변환한 관계로 된

다. 즉, Fe와 질소원자의 상호 배치관계는 변하지 않고 질

소농도의 감소로 축비인 c/a만이 감소한다(c/a = 1.09 ~1.00).20)

결국, 상변화(ε-γ'-α'-α)는 질소원자의 8면체배위가 변하지

않고 질소농도의 감소에 따라 적층순서와 축비가 변화

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3.3 Fe-N-Al 박막의 자성 및 전기저항

Fig. 7에 Fe55N20Al25박막의 열처리 전·후에 대한 박

막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7(A)와 (a)는 각각 as-depo.상

태의 명시야 이미지와 회절패턴이다. 회절패턴(a)에는 링

패턴만이 확인되며, 회절강도의 최대각도 위치는 bcc-Fe

상의 110피크보다 약간 중심쪽에 있다. 이 결과는 Fig.

6(a)와 일치하며, as-depo.상태의 박막은 아몰퍼스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7(A)의 아몰퍼스상 내에 검게 보이

는 미세영역은 앞에서 설명한 AlN상 및 Fe-N상의 극미

세입자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Fig. 7(B)와 (b)는 각각 873

K에서 4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의 명시야 이미지와 회절

패턴이다. 전자선 회절패턴(b)에는 bcc-Fe상/bct-FeNx상과

AlN상을 나타내는 회절링을 관찰할 수 있으며, Fig. 7(B)

에는 미세입자가 분산되어 있다. bcc-Fe상/bct-FeNx상의 회

절링(110, 101, 110 각각의 피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의

일부에서 결상된 암시야 이미지(Fig. 7(C))로부터 석출된

bcc-Fe상/bct-FeNx상의 입경은 약 5~10 nm 정도이다. 

Fe55N20Al25박막의 열처리 전·후상태에서 측정한 자기

이력곡선을 비교하면, as-depo.상태의 박막은 작은 포화자

속밀도(4πMs= 0.04 T)를 나타내지만, 열처리한 박막의 포

화자속밀도는 0.98 T로 as-depo.상태보다 약 25배 정도 크

다. 이 결과는 as-depo.상태인 박막(아몰퍼스 상태)의 Fe-

N상은 실온에서는 강자성체가 아니지만 열처리에 의하여

석출한 bcc-Fe상/bct-FeNx상은 실온에서 강자성체이며,

bcc-Fe상의 포화자속밀도는 2.1 T를 가지기 때문에 비교

적 큰 포화자속밀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 7. TEM photographs and electron diffraction patterns for

Fe55N20Al25 thin films. (A), (a) : as-deposited; (B), (b), (C) :

annealed at 874 K for 4 h; (A), (B) : bright field image; (C) : dark

field image taken with a part of the bcc-Fe/bct-FeNx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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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Fe55N20Al25박막의 포화자속밀도에 대한 열처

리온도와 시간의존성이다. 이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Fe-N계 합금박막의 진공가열에 의한 철

-질소화합물의 상변화 연구에 따르면 573 K에서는 ε-Fe3N

상이 안정하며, 673 K이 되면 ε-Fe3N상과 γ'-Fe4N상으로

되고, 873 K에서는 bcc-Fe상으로 된다.19) 본 연구에서도

Fig. 6과 같이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ε-Fe3N상,

γ'-Fe4N상 및 bcc-Fe상/bct-FeNx상은 모두 강자성이며, 포

화자속밀도는 각각 실온에서 1.4 T, 1.7 T, 2.1 T이다. 즉,

Fe-N계 합금에서는 질소원자는 Fe-Fe간의 교환상호작용을

약하게 하는 작용을 하며, 질소농도가 저하함에 따라 ε-

Fe3N상, γ'-Fe4N상, bct-FeNx상/bcc-Fe상의 순서로 Fe원자

의 자기모멘트, 따라서 포화자속밀도가 증가한다. Fig. 8

에 나타낸 Fe55N20Al25박막의 경우, 4시간에서 bcc-Fe상

의 자성체 미세입자가 완전하게 석출하여 포화자속밀도

가 일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Fig. 9는 bcc-Fe상/bct-FeNx상 미세입자를 포함하는 AlN

박막의 포화자속밀도(4πMs) 및 비전기저항(ρ)과 박막 내

의 Fe 함유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포화자속밀

도는 Fe 함유량이 많을수록 증가하지만, 비전기저항(ρ)은

감소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하기와 같이 설명할 수 있

다. 열처리한 FeNAl 박막은 Fig. 7(B)와 같은 조직을 가

지며, 박막 내의 Fe 함유량이 많아지면 분산석출 하는 자

성체 미립자양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포화자속밀도는 증

가한다. 또, Fe 함유량이 많아지면 자성체 미립자를 격리

하는 절연체 AlN상의 영역이 좁아지게 되거나, 전기전도

성을 갖는 자성체 미립자끼리 서로 연결되는 확률이 높

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비전기저항(ρ)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각각 4πMs(T) = 0.07 + 1.86X, ρ(103
µΩcm) =

9.9 − 14X의 관계식으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X는 Fe 함유

량의 비율이다. 본 실험의 X = 0.36~0.69의 범위에서는 포

화자속밀도 4πMs는 0.75~1.41 T, 비전기저항 ρ는 4600~650

µΩcm이다.

4. 결  론

반응성 스퍼터링에 의한 AlN 박막의 증착법을 이용하

여 Fe 미세입자를 분산시킨 2상 공존형 AlN 박막을 합

성하여 미세조직과 박막물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s-depo.상태의 FeNAl박막은 아몰퍼스상이며, 열처리

를 통하여 직경 5 nm ~ 20 nm인 bcc-Fe상/bct-FeNx상에서

자성체 미립자가 분산된 AlN박막으로 된다. 

2. Fe 함유량이 0.36~0.69 at% 범위인 AlN박막에서 포

화자속밀도 4πM
s
= 0.75~1.41 T, 비전기저항 ρ = 4600~650

µΩcm 의 값을 얻었다. 

3. 미립자를 분산시킨 2상 공존조직을 갖는 재료의 합

성법의 특징은 반응성 스퍼터링법으로 조성이 균일한 아

몰퍼스 박막을 증착한 후 Fe-N계 강자성이 고용하지 않

는 온도영역에서 열처리하여 상분리에 의한 석출을 일으

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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