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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annealing conditions on the ferromagnetic resonance(FMR) of yttrium

iron garnet (Y3Fe5O12, YIG) thin film prepared on gadolinium gallium garnet (Gd3Ga5O12, GGG) substrate. The YIG thin films

were grown by rf magnetron sputtering at room temperature and were annealed at various temperatures from 700 to 1000 oC.

FMR characteristics of the YIG thin films were investigated with a coplanar waveguide FMR measurement system in a

frequency range from 5 to 20 GHz. X-ray diffraction(XRD)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were used to

characterize the phase formation, crystal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 YIG thin films. Field dependent magnetization curves

at room temperature were obtained by using a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VSM). The FMR measurements revealed that

the resonance magnetic field was highly dependent on the annealing condition: the lowest FMR linewidth can be observed for

the 800 oC annealed sample, which agrees with the VSM results. We also found that the Fe and O composition changes during

the annealing process play important roles in the observed magnetic properties.

Key words YIG, ferromagnetic resonance, thin film, rf-sputtering.

1. 서  론

강자성 및 준강자성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성박막소

재는 자기센서, 자기기록 및 Magnetic Random Access

Memory(MRAM)과 같은 스핀트로닉스 응용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1-4) 최근에는

온도구배를 통해 스핀전류가 생성되는 Spin Seebeck

Effect(SSE) 현상의 발견과 함께 에너지 수확(energy

havesting) 분야로의 응용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SSE

연구를 위한 다양한 자성박막소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5-7) 다양한 자성박막 소재중에 절연체 특성을 가지

는 자성 박막은 SSE 연구 분야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

는데, 이는 전도성 자성박막에서 관찰되는 Anomalous

Nernst Effect(ANE) 등이 억제되어 순수한 SSE 효과의

연구가 가능하고 절연체 기반의 열전소자 제조가 가능

하다는 점등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5-7)

다양한 자성절연체 소재중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는 소

재는 yttrium iron garnet(Y3Fe5O12, YIG) 박막소재이다.

YIG 박막은 큰 Faraday rotation 값을 가지는 등 우수한

자기광학(magneto-optical) 특성과 고주파 응용이 가능하

다는 장점으로 isolator 등의 다양한 광학소자에 응용되

고 있는 소재이다.5-7) YIG 소재는 1950년대 이후부터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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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bulk) 및 박막 형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

히 박막소재의 경우 PLD(pulsed laser deposition), sput-

tering, LPE(liquid phase epitaxy), MOD(metal organic

decomposition)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다. YIG

박막의 경우 소자 응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100 nm 이

상의 두께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100 nm 이

하의 초박막의 경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8)

강자성공명(ferromagnetic resonance, FMR) 특성은

YIG 박막 연구에 매우 중요한 특성중 하나이며 FMR 특

성 연구를 통해 YIG 박막의 자기이방성, 자화 및 감쇠

상수(damping constant) 등의 자기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특히 FMR 신호의 line width의 경우

YIG 박막의 켜쌓기 성장(epitaxial growth) 정도를 반영

하기 때문에 YIG 박막의 결정성장성을 연구하는데 중요

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0 nm 이하 두께

를 가지는 YIG 박막의 자기적 특성의 연구를 위해 rf-

sputtering으로 증착된 YIG 박막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FMR 특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특히 FMR 측정을 통

해 열처리 온도 변화에 따른 YIG 박막의 자화값의 변

화 및 FMR 선폭(linewidth)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YIG 박막은 4.0 × 10−7 torr 이하의 진공도를 가지는 rf-

sputtering 장비를 이용하여 증착하였다. YIG 증착을 위

한 타겟은 순도 99 % 이상의 Fe2O3와 순도 99.99 % 이

상의 Y2O3 precursor 분말을 고상반응을 통해 제조하였

다. 타겟의 직경은 2 inch, 타겟과 기판과의 거리는 9.67

cm 이며, 기판은 YIG 박막의 켜쌓기 성장을 위하여 격

자불일치가 0.02 %로 작은 (111) 방향을 가지는 gadolin-

ium gallium garnet(Gd3Ga5O12, GGG) 단결정 기판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증착하였다. YIG 박막의 증착은 100

W 파워에서 Ar/O2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스퍼터링 압력

30 mTorr 에서 이루어졌다. Ar 및 O2의 혼합 비율은 Ar

5 sccm, O2 30 sccm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두께는 20 nm

로 고정하였으며, 제작된 시료는 air 분위기에서 700 oC

에서 1000 oC 사이에서 온도를 변화하며 열처리 하였다.

제작된 시료는 YIG의 결정성 분석을 위하여 X-선 회절

실험(X-ray diffraction, XRD)(Bruker, D8 Discover)과

조성 및 원자가 상태 분석을 위하여 XPS(X-ray photo-

electron spectroscopy)(Thermo VG Scientific, K-alpha)

및 M-H 자기이력곡선 측정을 위하여 VSM(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Lakeshore VSM7407)를 사용하

였다. 또한 YIG 박막의 FMR 특성은 5-20 GHz 대역에

서 coplanar waveguide resonator 기반의 homemade

FMR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9)

3. 결과 및 토의

Fig. 1에 as dep. 시료와 air 분위기에서 700 oC 에서

1000 oC 사이에서 온도를 변화하며 열처리한 YIG 박막

의 XRD 결과를 나타내었다. YIG 박막과 GGG 기판의

격자불일치가 작은 관계로 XRD 상에서 GGG 기판과

YIG 박막의 peak 을 구별하여 확인할 수는 없으나, Fig.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처리 후 시료에서 YIG(444)

회절피크 외에 2θ = 33.5o, 38o에서 나타나는 Fe2O3, Y2O3

와 같은 다른phase의 peak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YIG 박막의 GGG 기판상의 켜쌓기 성장을 확

인하기 위해 YIG(444) peak의 고분해능 XRD 측정 결

과를 Fig. 1(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s dep. 시료를 열처리 함에 따라 GGG(444)

외에 YIG(444) peak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YIG 박막이 GGG 기판위에서 켜쌓기 성

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착된 YIG 박막의 조성 및 화학적 상태 연구를 위

하여 제조된 YIG 박막에 대하여 XPS를 측정하였다. Fig.

2에 열처리 온도에 따른 YIG 박막의 XPS 결과를 나타

내었다. 시료의 표면에서는 Y, Fe, O, C 외에 다른 원

소의 peak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탄소 peak의 경우 시

Fig. 1. XRD results by varying the anneal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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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대기 중 노출에 의한 탄화수소의 표면 오염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료의 대기 노출에 의한 효과

를 제거하기 위해 시료를 Ar ion을 이용하여 50초 에칭

한 후 XPS를 측정하였다. XPS 결과의 binding energy는

시료의 charging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285 eV 의 C 1s

peak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XPS Y 3d, Fe 2p, O 1s

peak을 이용하여 얻은 YIG 박막의 조성은 as dep. 시료

의 경우 Y:Fe:O = 3:4.1:9.2로 Y3Fe5O12 조성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a)에 XPS 결과를 나타

내었으며, Fe 2p 에너지 영역에서의 XPS 결과를 Fig.

2(b)에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에 따라 Y:Fe의 조성비

는 3.0:4.1 에서 3.0:3.3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Y:O의 조성비는 3.0:9.2 에서 3:7.6로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YIG 박막의 자기적 특성 측정을 위해 VSM을 이용하

여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하였다. VSM의 측정은 박막의

in-plane의 [110] 방향으로 측정하였다. 열처리 전 as.

dep. 상태의 YIG 박막은 비정질 상태로 인해 자기이력

곡선 측정이 안되었으며, 열처리 온도가 800 oC 이상으

로 올라가며 자기이력곡선의 측정이 이루어 졌다. 이는

비정질 상태의 YIG 박막이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

YIG 결정 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3에 YIG 박막의 열처리 온도가 800, 1000 oC 인 경우

의 대표적인 자기이력곡선을 나타내었다. YIG 박막의 자

화값은 800 oC 시료가 가장 큰 자화값을 나타내었으며,

1000 oC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며 점차 작아지는 경향

을 확인하였다. YIG 박막의 보자력 또한 열처리 온도가

800 oC 일때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자기적 특

성의 변화는 열처리 온도에 따라 YIG 박막의 결정성의

변화 및 이로 인한 자기이방성 변화와 관계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YIG 박막의 FMR 특성 측정을

위하여 coplanar waveguide resonator를 기반으로 하는

FMR 장비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FMR 신호를 측정

하였다. FMR 측정시 마이크로파의 주파수는 5-20 GHz

까지 변화시킬 수 있으며, 원하는 주파수 설정 후 자기

장을 5 kOe 까지 인가하며 FMR 신호를 측정하였다.

Fig. 4에 열처리 온도의 변화에 따른 YIG 박막의 주파

수 변화에 따른 FMR 신호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MR

의 공명자기장(Hr)은 FMR 신호가 최대값을 지난 후 신

호가 영이 되는 자기장으로 정의하였으며, FMR 신호의

선폭(ΔH)는 강자성 공명 신호가 최대가 되는 자기장과

최소가 되는 자기장(peak-to-peak)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FMR 측정 주파수가 증가하

는 경우 공명자기장 및 FMR 선폭이 변화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열처리 온도가 다른

모든 시료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기장이 시료의 평면에 인가되고 자화의

방향이 자기장과 평행한 경우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공

명자기장의 변화는 Eq. 1에 주어진 Kittel 방정식으로 기

술이 가능하다.10)

(1)

여기서 γ는 gyromagnetic factor이며, ω는 마이크로파

의 각주파수(ω = 2πf ), Meff 는 유효 이방성 자기장이다.

Fig. 5(a)에 열처리 온도가 따른 각 시료의 공명자기장

의 주파수 의존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5(a)의 실선은

Kittel 방정식을 이용하여 공진주파수의 변화를 곡선맞춤

한 결과를 나타낸다. Kittel 방정식을 통해 공명자기장의

주파수 의존 특성이 잘 설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곡선맞춤을 통해 얻은 열처리 온도에 따른 4πMeff 및 γ

ω γ Hr Hr 4πMeff+( )=

Fig. 2. (a) XPS spectra by varying the annealing temperature (b)

XPS spectra corresponding to the Fe 2p core level regions. The

different photoelectron peaks are labeled in the graph. Fig. 3. Magnetic hysteresis loops for 800
o

C and 1000
o

C anneal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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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변화를 Fig. 5(b)에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가 700
oC 에서 1000 oC 로 증가함에 따라 YIG 박막의 4πMeff

값은 1.2 kG 에서 0.35 kG 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gyromagnetic factor는 2.3 MHz/Oe

로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FMR 공명주파수 분

석의 경우 자기이력곡선의 분석과 다르게 열처리 온도

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하는 자화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FMR 측정시 인가하는 자기장의 한계로 인해 넓

은 주파수 범위를 측정하지 못해 곡선맞춤시 오류가 증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MR 측정에서 공명자기장과 함께 중요한 측정 결과

중 하나는 FMR 신호의 선폭이다. FMR 신호의 선폭의

변화는 YIG 박막 내부의 균일한 자화를 가정하는 경우

Landau-Lifshitz 방정식의 공명 조건을 만족하는 주파수

에 의존하는 intrinsic loss 항과 주파수에 무관한 magnetic

inhomogeneity 영향에 의한 항의 합으로 아래 Eq.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10,11) Fig. 6(a)에 열처리 온도에 따

른 YIG 박막의 마이크로파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FMR

신호의 선폭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Fig. 6(b)에 11 GHz

에서 열처리 온도에 따른 선폭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열처리 온도에 따라

700 oC 에서 가장 큰 선폭을 보이고 800 oC 선폭이 가

장 줄어들었다가 1000 oC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폭

이 다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VSM

을 통한 자기이력곡선 분석에서 800 oC 열처리 시료가 가

장 큰 자화값을 보이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

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FMR 선폭 및 자화값의 변화

는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른 YIG 박막의 결정성의 변

화뿐만 아니라 XPS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Fe과 O의 조성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 nm 두께를 가지는 YIG 박막을 rf-

ΔH ΔH
o

2

3
-------

αω

γ
--------+=

Fig. 4. FMR spectra by varying the annealing temperature.

Fig. 5. (a) Variation of resonance magnetic field by varying the

applied frequency. (b) Variation of 4πMeff and gyromagnetic factor

by varying the annealing temperature.

Fig. 6. (a) Variation of linewidth by varying the applied frequency.

(b) Variation of linewidth by varying the anneal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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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uttering 방법으로 제작하고, 열처리 온도에 따른 구조

적, 자기적 특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자기이력곡선 및

FMR 공명자기장과 선폭 측정을 통해 800 oC 열처리 시

료에서 가장 큰 자화값과 작은 선폭을 가지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화값의 감

소 및 FMR 선폭의 증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XRD 및

XPS 측정을 통해 열처리 온도에 따라 YIG 박막의 결

정성 및 조성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Fe

및 O의 조성이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고주파 소재 사

용을 위한 고품위 YIG 박막의 제조를 위해서는 열처리

시 Fe 및 O의 조성 변화에 대한 제어가 필요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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