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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이바라키켄기타소마군모리야마치야쿠시다이2죠메6반10고8-

202

오누마쓰요시

일본국이바라키켄기타소마군모리야마치마쓰마에다이4죠메2반1고

다카야마다카노부

일본국이바라키켄도리데시도가시라2죠메16반16고

히에이다하루미

일본국이바라키켄기타소마군모리야마치구보가오카1죠메7반2고가든후

지1-201고

와카바야시고이치로

일본국이바라키켄도리데시도가시라3죠메34-3-204

(74) 대리인 유미특허법인

심사관 : 장현숙

(54) 자기 기록 매체, 그 제조 방법 및 자기 기억 장치

요약

자기 기록 매체(700)는 기판(1) 상에 연자성층(73), 제1 시드층(74), 제2 시드층(75) 및 인공 격자 구조를 갖는 기록층(76)

을 구비하고 있다. 제1 시드층(74)은 Fe 산화물을 포함한다. 제2 시드층(75)은 Pd와 Pt 중 어느 하나와 Si 및 N을 포함하

고 있다. 이러한 제1 시드층(74)과 제2 시드층(75)에 의해 기록층(76)의 면내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이 약해지게 된

다. 이것에 의해 기록층(76)에 미세한 기록 구역이 형성될 수 있고 동시에 자화 전이 영역도 명료해져, 정보를 재생할 때,

노이즈가 저감된다. 즉, 고밀도로 정보를 기록해도 낮은 노이즈로 재생할 수 있다.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76)은 높은 자

기 이방성을 갖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자기 기록 매체를 구비한 자기 기록 장치는 150Gb/inch2의 면기록

밀도를 달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5

색인어

자기기록매체, 자기기록장치, 기록헤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기 기록 매체, 그 제조 방법 및 자기 기억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와 같

이 헤드가 일시적 또는 정상적으로 접촉하는 형태의 자기 기록 매체, 그 제조 방법 및 자기 기억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근래의 고도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대응하여 정보 기록 장치의 대용량화·고밀도화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정보 기록 장치의 하나로는 자기 기억 장치가 알려져 있다. 자기 기억 장치는, 예를 들면, 대형 서버,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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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 무비 서버(movie server), 모바일(mobile) PC 등의 대용량 기억 장치로서 사용

되고 있다. 자기 기억 장치는 정보가 기록되는 자기 기록 매체와 자기 기록 매체의 정보를 기록 재생하기 위한 자기 헤드를

구비하고 있다. 자기 기록 매체는 원판형의 기판 상에 기록층으로서 코발트합금(cobalt alloy)의 강자성 박막

(ferromagnetic thin film)이 스퍼터링 방법(sputtering method) 등에 의해 형성되어 있고, 기록층 상에는 내슬라이드성

(resistance to sliding movement), 내식성(corrosion resistance)을 높이기 위하여 보호막과 윤활막이 형성되어 있다.

자기 기억 장치의 대용량화에 수반하여,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에 미세한 기록 자기 구역(recording magnetic

domains)을 기록하여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 밀도를 향상시키고, 기록 자기 구역을 미세하게 기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직 자기 기록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수직 자기 기록 방식으로서는 수직 자화를 나타내는 기록층을 구비한 자기 기록 매

체를 이용하여, 기록층에 수직 자화를 가지는 자기 구역을 형성함으로써 자기 기록을 실행한다. 이러한 수직 자기 기록 방

식에서는 기록층에 미세한 자기 구역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수직 자기 기록 방식에 따르는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에 대한 재료로는 종래 Co-Cr계의 다결정막이 이용되고 있

다. 이 다결정막은 강자성을 가지는 Co 리치 영역(Co rich area)과 비자성의 Cr 리치 영역(Cr rich area)이 서로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비자성 영역(non-magnetic area)이 인접한 강자성 영역 사이에서 작용하는 자기적 상호 작용을 단절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고밀도화와 저노이즈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수직 자기 기록 방식에서는, 자기 헤드로부터의 자계를 효율적으로 기록층에 인가시키기 위하여, 연자성(soft

magnetic) 재료로 이루어지는 연자성층과 경자성 재료로 이루어지고,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층을 조합한 2층의 자성

막을 구비한 자기 기록 매체가 제안되고 있다.

자기 기록 매체의 면기록 밀도를 또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매체 노이즈를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하여, 자화 반

전 단위(unit of inversion of magnetization)의 미세화나 판독 헤드의 고감도화가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자화

반전 단위를 미세화하기 위해서는 자성 결정 입자를 미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성 결정 입자를

그 정도로 미세화하면, 자성 결정 입자의 자화 상태가 열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이른바 열감자(熱減磁)를 일으킨다. 이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번호 평8-30951호에는, 비자성 기판상에 연자성층, 탄소로 이루어지는 제

1 중간층, 제2 중간층 및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막을 순차로 적층한 자기 기록 매체가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으로서, 전술한 Co-Cr계의 다결정막보다도 큰 자기 이방성을 가지고 있고, 열요동

(thermal fluctuation)에 대한 내성이 우수한 자성층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자성층으로서, 예를 들면, Co와 Pd

또는 Co와 Pt를 교대로 적층한 인공 격자 다층막(교대 적층 다층막이라고도 함)이나, Fe와 Pt 또는 Co와 Pt 등의 합금막

을 고온 열처리하여 얻어지는 규칙 격자 합금막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 인공 격자 다층막이나 규칙 격자 합금막은 높은 자

기 이방성을 가지므로 열요동에 대해서는 높은 내성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막은 Co-Cr계 다결정막과 달리, 면내측 방향(기판 표면에 대하여 평행한 방향)의 자기적 상호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자기 구역을 형성할 수 없어, 전이성의 매체 노이즈가 크다는 결점이 있었다. 기술한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

8-30951호에 개시되어 있는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연자성층 위에 형성한 탄소로 이루어지는 제1 중간층 상에 Pt 또는 Pd

로 이루어지는 제2 중간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Co/Pt 또는 Co/Pd 인공 격자막을 형성함으로써, 인공 격자막의 결정 배향

을 향상시키고, 수직 자기 이방성을 높게 하여 보자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기록층의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이 강하게 되어, 선기록 밀도가 높아졌을 때에 지터(jitter)로서 나타나는 전이 노이즈가

높아져 고기록 밀도의 기록 재생은 곤란했다. 또 제1 중간층과 제2 중간층의 2개의 중간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헤드로부터의 기록 자계가 연자성층까지 유효하게 도달하지 않고, 포화 기록 특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 특허 공보 제2727582호에는, 내식성, 내구성 등의 실용 특성이 우수한 동시에, 수직 자기 특성, 자기 광학 특성이 우

수한 수직 자기 기록막으로서, Fe, Co, Ni 중 어느 하나의 산화물 또는 임의의 조합에 의한 복합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베이

스막 상에 Co-Pt 인공 격자막이 적층되어 이루어지는 수직 자화막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기록층의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이 낮고, 전

이 노이즈가 저감되며, 높은 S/N으로 정보를 재생할 수 있는 자기 기록 매체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우수한 내열 요란 특성을 구비하고, 높은 면기록 밀도로 정보를 기록하여 정보를 높은 S/N으로 재

생할 수 있는 자기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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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르면,

기판,

연자성층,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제1 시드층,

Pd 및 Pt 중 하나와 Si와 N을 포함하는 제2 시드층, 그리고

기록층

을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를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는 기록층의 베이스로서, Pd와 Pt 중 어느 하나와 Si 및 N을 포함하는 제2 시드

층을 구비하고, 제2 시드층의 베이스로서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제1 시드층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제1 시드층 및 제2

시드층은 예를 들면 기록층을 백금족 원소와 Co의 인공 격자막으로 구성한 경우에, 그 인공 격자막의 결정 배향성 및 결정

입자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을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제2 시드층을 예를 들면 Pd 결정만으로 형성한 경우, 기록층에 형성되는 기록 자기 구역의

크기가 커지고, 미세한 기록 자기 구역을 형성할 수 없었다. 이것은 제2 시드층을 Pd 결정만으로 형성한 경우, 제2 시드층

상에는 입자계가 불명료한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이 형성되고, 기록층의 결정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면내 방향에서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발명자들은 제2 시드층을 Pd와 Pt 중 어느 하나와 Si 및 N으로

구성한 결과, 기록층에 미세한 자기 구역을 형성할 수 있는 동시에 노이즈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다음

의 이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2 시드층을 Pd와 Pt 중 어느 하나와 Si 및 N으로 구성하면, Pd 또는 Pt가 SiN(또는 SiN 망구조) 중에 미결정 또는 부분

적 비정질 구조로서 분산되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제2 시드층의 SiN 중의 Pd 또는 Pt의 분산은 Fe 산화물

을 포함하는 제1 시드층을 베이스로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다음에 기술하는 원리에 의해 한층 촉진된다. 제2 시드층 상에

형성되는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은 분산된 Pd 또는 Pt을 핵으로서 성장하기 때문에, 제2 시드층상에는 입자계가

명료한 인공 격자막이 형성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의 결정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면내측 방향

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이 저감되고, 전이성 노이즈가 감소된다. 특히 제2 시드층 중 미량의 N은 Si와 결합함으로써, Pd 또

는 Pt의 분산을 또한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록층의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을 또한 약하게 할 수 있다. 이

것에 의해 전이성 노이즈를 더한층 저감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제1 시드층을 제2 시드층의 베이스로서 이용함으로써, 제2 시드층의 SiN 중에 Pd 또는

Pt의 분산이 한층 촉진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제2 시드층을 구성하는 원소중 금속 원소인 Pd 또는 Pt은 제1 시드층을 구성하는 Fe 산화

물에 대하여 습윤성(wettability)이 낮다. 이로 인하여,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제1 시드층상에 Pd 또는 Pt을 포함하는 제2

시드층을 형성했을 때, Fe 산화물에 대하여 습윤성이 낮은 Pd 또는 Pt은 표면 장력에 의해 Fe 산화물의 층상에서 더욱 분

산되어 형성된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SiN(또는 SiN 망구조)중에 미결정 또는 부분적 비정질 구조로서 존재하는 Pd

또는 Pt의 분산이 한층 촉진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제1 시드층 상에, Pd 및 Pt 중 어느 하나와

Si 및 N을 포함하는 제2 시드층을 형성하고, 이러한 제2 시드층 상에 기록층을 형성함으로써, 이미 기술한 원리에 따라 기

록층에는 매우 미세한 결정 입자의 집합체가 형성된다. 미세한 결정 입자의 집합체로 구성된 기록층에는, 미소한 기록 자

기 구역을 형성할 수 있는 동시에 자화 전이 영역(magnetization transition area)도 매우 명료해지기 때문에 종래보다도

노이즈를 저감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제2 시드층 중의 Si 및 N의 함유량은 Si가 10at%∼35at%, 보다 바람직하

게는 20at%∼30at%의 범위내이며, N은 O.1at%∼5at%, 보다 바람직하게는 O.5at%∼5at%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제2 시드층 중의 Si와 N의 함유량을 이러한 범위로 제어함으로써, 기록층의 결정 배향과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록층에 미세한 기록 자기 구역을 확실하게 형성할 수 있는 동시에, 자화 전이 영

역도 명료해지기 때문에 노이즈를 저감시킬 수 있다. 즉, 노이즈의 저감과 분해능의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제2 시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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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량의 Co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 시드층 중의 Si 및 N의 함유량이 상기 범위를 만족하면, Co의 함유량이

1at%∼1Oat%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제2 시드층은 미결정 구조 또는 미결정의 구조 내에 부분적으로 비

정질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제1 시드층은 Fe 산화물에 더해져 금속으로서 존재하는 Fe(이하, Fe 금

속이라고 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시드층을 구비하는 자기 기록 매체는 한층 매체 노이즈를 저감시킬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이하에 설명한다.

Fe 산화물에 더해져 Fe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제1 시드층은 Fe 산화물 중에 매우 미소한 Fe 금속 입자가 분산된 상태로

고려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Fe 산화물은 예를 들면 제2 시드층을 구성하는 Pd 또는 Pt에 대하여 습윤성이 낮다. 한편, Fe

금속은 Pd 또는 Pt에 대하여 습윤성이 높다. 이로 인해, Fe 금속 입자가 Fe 산화물 속에서 분산된 제1 시드층 상에 Pd 또

는 Pt을 퇴적하면, Pd 또는 Pt는 Fe 금속에 선택적으로 흡착한다. 이 때, 제1 시드층 중의 Fe 금속은 매우 미소하기 때문

에, Fe 금속에 흡착된 Pd 또는 Pt는 전술한 Fe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시드층상에 형성된 경우보다도 더욱 미소하게 된다.

또한, Fe 금속의 주위에는, Pd 또는 Pt에 대하여 습윤성이 낮은 Fe 산화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1 시드층 상에 퇴적된 Pd

또는 Pt은 2차원적으로, 즉 면내측 방향에 넓어지는 것이 제한되어, 미소한 상태를 유지한 채 소정의 간격으로 개별적으로

분산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2 시드층의 SiN(또는 SiN 망구조)중의 Pd 또는 Pt은 매우 미소한 상태로 분산되어 존재한

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2 시드층상에 기록층을 형성하면, 미소하게 분산된 Pd 또는 Pt를 단위로서 기록층의 자성 입자가

성장하기 때문에, 미소한 자성 입자로 형성된 기록층이 얻어진다. 이에 따라, 기록층에 형성되는 자기 구역도 또한 미세화

되어, 노이즈를 한층 저감시킬 수 있다.

또, 본 발명에서는, 제1 시드층 중에 금속으로서 존재하는 Fe의 원자수를 FeMet로 하고, 산화물로서 존재하는 Fe의 원자

수를 Feoxi로 했을 때, 그들의 원자수비(FeMet/Feoxi)가 0.02＜(FeMet/Feoxi)＜0.2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원자수비가 0.02보다도 클 때, 기록층에 고밀도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동시에 높은 S/N으로 그 정보를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원자수비가 0.2보다도 커지면, 시드층 중의 Fe 금속이 많아지고, 백금족 원소의 흡착에 선택성이 없어져 기록

층에 미소한 자성 입자를 형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제1 시드층은 총 80vol% 이상의 Fe 산화물을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제1 및 제2 시드층의 막 두께는 모두 1nm∼30nm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및 제2 시드층의 막 두께가 모두 1nm 미만이면, 그 위의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에 대한 결정 배향을 제

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또, 제1 및 제2 시드층의 막 두께가 모두 30nm 보다도 두껍게 되면 기록용 자기 헤드의 자극

과 연자성층과의 거리가 멀어져, 기록용 자기 헤드로부터의 기록 자계가 기록층에 충분히 인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

기록층에 기록용 자기 헤드로부터의 자계가 넓어진 상태로 인가되어 버리고 분해능이 저하되거나 자화 전이 영역의 교란

(disturbance)이 증가하여 지터성 노이즈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르면,

기판,

연자성층,

Pd 및 Pt 중 하나와 Si와 N을 포함하는 시드층, 그리고

기록층

을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자기 기록 매체는, 기록층의 베이스로서, Pd와 Pt 중 어느 하나와, Si 및 N을 포함하는 시드층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드층은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른 제2 시드층과 동일의 기능을 가지므로, 그 위에 형성되는 인공 격자 구조의 결

정 배향과 결정 입자 사이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을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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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드층을 Pd와 Pt 중 어느 하나와 Si 및 N으로 구성함으로써, Pd 또는 Pt는 SiN(또는 SiN 망구조) 중에 미결정 또는 부

분적 비정질 구조로서 분산되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시드층상에 성장하는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은 분

산된 Pd 또는 Pt을 핵으로서 성장하기 때문에 입자계가 명료한 인공 격자막이 형성된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인공 격

자 구조의 기록층의 결정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이 저감된다. 특히 시드층 중 미량의

N은 Si와 결합함으로써, Pd 또는 Pt의 분산을 또한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록층의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

을 역시 약하게 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전이성 노이즈를 더한층 저감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시드층 중의 Si 및 N의 함유량은 Si가 10at%∼35at%, 보다 바람직하게는

20at%∼30at%의 범위 내이며, N은 O.1at%∼5at%, 보다 바람직하게는 0.5at%∼5at%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시드층 중의 Si와 N의 함유량을 이러한 범위로 제어함으로써, 기록층의 결정 배향과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

력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록층에 미세한 기록 자기 구역을 확실하게 형성할 수 있는 동시에, 자화 전이 영역도

명료해지기 때문에 노이즈를 저감시킬 수 있다. 즉, 노이즈의 저감과 분해능의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시드층은 미량

의 Co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드층 중 Si 및 N의 함유량이 상기 범위를 만족하고, Co의 함유량이 1at%∼10at%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시드층은 미결정 구조 또는 미결정의 구조 내에 부분적으로 비정질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시드층의 막 두께는 1nm∼30nm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드

층의 막 두께가 1nm 미만에서는, 그 위의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의 결정 배향을 제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또, 시드

층의 막 두께가 30nm 보다도 두껍게 되면 기록용 자기 헤드의 자극과 연자성층과의 거리가 멀어져, 기록용 자기 헤드로부

터의 기록 자계가 기록층에 충분히 인가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또, 기록층에 기록용 자기 헤드로부터의 자계가 넓어진

상태로 인가되어 버리고 분해능이 저하되거나 자화 전이 영역의 교란이 증가하여 지터성의 노이즈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다.

본 발명의 제1 및 제2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기록층은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으로서 얻어진다. 이러한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은 주로 백금족 원소와 Co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백금족 원소와 Co를 수원자 정도

또는 단원자 정도의 두께로 교대로 적층한 교대 적층 다층막인 것이 바람직하다. 백금족 원소는 예를 들면 Pt 및 Pd 중 적

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얻는다. 이러한 교대 적층 다층막은 실온 또는 비교적 낮은 기판 온도로 성막할 수 있고, 또한 큰 자

기 이방성을 가지므로 고밀도 기록용 기록층으로 최적이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인공 격자 구조」란, 복수의 상이한 물질을 단원자 또는 수원자의 두께로 한 방향으로 서로 적층하

여 얻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막의 것을 인공 격자막 또는 교대 적층 다층막이라고 도 부

른다.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으로는 0.05nm∼0.5nm 범위로부터 선택되는 막 두께를 가지는 Co층, 0.5nm∼2nm 범위

내에서 선택되는 막 두께를 가지는 Pd층을 교대로 적층한 Co/Pd 인공 격자막, 또는 0.05nm∼0.5nm 범위 내에서 선택된

막 두께를 가지는 Co층과 0.5nm∼2nm 범위 내에서 선택되는 막 두께를 가지는 Pt 층을 교대로 적층한 Co/Pt 인공 격자

막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조의 인공 격자막은 수직 자기 이방성이 가장 발생하기 쉽다.

본 발명의 제1 및 제2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전술한 Co/Pd 인공 격자막, 또는 Co/Pt 인공 격자막을 이용하여

기록층을 형성한 경우, Pd층 또는 Pt층에 첨가 원소를 포함해도 된다. 이와 같이, Pd층 또는 Pt층 중에 첨가 원소를 포함함

에 따라 조성이 바뀌고, 기록층의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을 저감시킬 수 있다. 첨가 원소는 Si, Al, Zr, Ti 또는

B가 바람직하고, 특히 B가 바람직하다. Pd층 또는 Pt층으로의 첨가는 Co 층으로의 첨가에 비해 자기 특성의 열화가 적다.

또, Co/Pd 인공 격자막, 또는 Co/Pt 인공 격자막 중 Co는 면내측 방향에서 불연속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

기에서, 「인공 격자막 중의 Co는 면내 방향으로 불연속으로 분포되어 있다」란 인공 격자막의 단면 구조를 관찰했을 때,

Co층의 단면은 실질적으로 층형상인 것으로 관찰되지만, 평면 관찰을 하면 Co 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평면상에서 섬형상

으로 분산된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공 격자막 중의 Co층이 연속막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Co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영역이 섬형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인공 격자막 속에서 불연속으로 분포하고

있는 Co는 자기적 교환 결합력을 부분적으로 절단하기 때문에, 기록층의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을 저감시킬

수 있다.

또,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은 예를 들면, 원주 형상(컬럼형)을 갖는 결정 입자의 집합체로 형성된다. 컬럼형을 갖는 결정

입자의 회전축에 대하여 수직 단면에서의 직경은 2nm∼15nm로 얻어지고, 결정 입자 표면의 최상부와 최하부(결정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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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의 높이 위치) 차이는 1nm∼1Onm이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은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이 저감

되어, 기록층에 미세한 기록 자기 구역을 형성하더라도 그 자기 구역은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또 자화 전이 영역의 직선성

도 높다. 그러므로, 재생할 때 노이즈를 한층 저감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및 제2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은 예를 들면, 교대로 막을 형성할

수 있는 스퍼터링 장치(sputtering apparatus)를 이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재료로 구성된 2개 이상의 타

겟을 함께 설치하여, 각 타겟에 대해 기판 캐리어를 교대로 서로에 대해 이동시킴으로써 형성 할 수 있다. 또는, 직경이 상

이한 적어도 두 가지의 링형 타겟을 동일 평면으로 또한 동축 상에 배치하고, 이들 타겟에 대향하도록 기판을 배치시켜 링

형 타겟을 교대로 방전시킴으로써 성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막의 막 두께는 자기 특성을 고려할 때 5nm∼60nm가 가장 적절하다. 기록층은 기판 표면에 대해 수

직한 방향에서 측정했을 때의 보자력이 1.5[kOe(kilooersted)]∼10〔k0e〕인 것이 바람직하고, 기록층의 막두께 t와 잔

류 자화 Mr의 적(Mr·t)이 0.3∼1.0[memu/cm2]의 범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자력이 1.5〔k0e〕보다도 작아지면,

고기록 밀도(60OkFCI 이상)로 기록한 정보를 재생했을 때 출력이 작아질 우려가 있다. 또, 자기 이방성 에너지가 작아져

열감자가 용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 Mr·t의 값이 1.0[memu/cm2] 보다 커지면 분해능이 저하되고, 0.3〔memu/cm2]

보다도 작아지면 출력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150Gb/inch2 이상의 고기록 밀도로 했을 때 충분한 기록 재생 특성을 얻

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르면,

연자성층,

경자성 재료로 형성되고, 수직 자화를 나타내는 기록층, 그리고

상기 연자성층과 기록층 사이에 위치하고,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시드층

을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는 수직 자화를 나타내는 경자성 재료로 형성되어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층

과 연자성 재료로 형성된 연자성층 사이에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시드층을 구비한다. 시드층은 그 표면에 기록층을 구성

하는 자성 입자의 핵을 소정 간격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기록층은 백금족 원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백금족

원소와 Co 원소를 교대로 적층한 교대 적층 다층막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록층의 베이스로서, Fe 산화물을 포함하

는 시드층을 형성함으로써, 미소한 자성 입자의 집합체로 이루어지는 기록층을 형성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한

다.

시드층에 포함되는 Fe 산화물은 기록층을 구성하는 백금족 원소, 예를 들면, Pt이나 Pd에 대하여 습윤성이 낮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드층 상에 Pt 또는 Pd를 예를 들면 스퍼터링법으로 퇴적하면, Pt 또는 Pd는 그 표면 장력에 의해 시드층 상에서

면내측 방향으로 미세하게 분산되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시드층 상에서 미세하게 분산되어 존재하는 Pt 또는 Pd는 기록

층의 자성 입자가 성장하는 핵으로 되기 때문에, 그 위에 Co와 Pt 또는 Pd를 교대로 퇴적시킴으로써 그들의 핵으로부터 자

성 입자는 개별 상태 또는 독립 상태로 성장한다. 이렇게 해서 성장한 자성 입자는 이러한 미세하게 분산된 핵을 단위로 하

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미소한 자성 입자가 시드층 상에 얻어지는 것이 된다. 기록층은 이러한 미소한 자성 입자의 집합체

로 구성되기 때문에, 미소한 기록 자기 구역을 형성할 수 있는 동시에 기록층의 자성 입자의 자기적 상호 작용도 저감되고,

또한 기록 자기 구역끼리의 경계 부분이 명료해지기 때문에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시드층은 Fe 산화물에 더하여, 금속으로서 존재하는 Fe(Fe 금속)을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시드층을 구비하는 자기 기록 매체는 매체 노이즈를 한층 저감시킬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이하에 설명한다.

Fe 산화물에 더해져 Fe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시드층은 Fe 산화물 중에 매우 미소한 Fe 금속 입자가 분산된 상태라고 고

려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Fe 산화물은 예를 들면 기록층을 구성하는 원소인 백금족 원소, 예를 들면 Pd나 Pt와의 습윤성

이 낮다. 한편, Fe 금속은 Pd나 Pt와 습윤성이 높다. 이로 인해, Fe 금속 입자가 Fe 산화물 속에서 분산되어 존재하는 시드

층 상에 Pd 또는 Pt을 퇴적하면, Pd 또는 Pt은 Fe 금속에 선택적으로 흡착한다. 이 때, 시드층 중의 Fe 금속은 매우 미소하

기 때문에, Fe 금속에 흡착한 Pd 또는 Pt은 전술한 Fe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시드층 상에 형성한 경우보다도 더욱 미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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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또한, Fe 금속의 주위에는 Pd 또는 Pt에 대하여 습윤성이 나쁜 Fe 산화물이 존재하기 위해, 시드층 상에 퇴적된 Pd

또는 Pt은 2차원적으로, 즉 면내측 방향으로 넓어지는 것이 제한되어, 미소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소정 간격으로 개별적으

로 분산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매우 미소하게 분산된 Pd 또는 Pt은 기록층의 자성 입자가 성장하는 핵으로 되기 때문

에, 그 위에 Co와 Pd 또는 Pt을 교대로 퇴적시킴으로써, 이들 미소한 핵으로부터, 기록층의 자성 입자가 성장한다. 즉, Fe

산화물과 Fe 금속을 포함하는 시드층을 기록층의 베이스로서 이용한 경우는, 시드층 중의 Fe 금속, 기록층에 매우 미세한

자성 입자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소한 핵을 단위로 자성 입자가 성장하기 때

문에, 미소한 자성 입자로 형성된 기록층이 얻어진다. 이에 따라, 기록층에 형성되는 자기 구역도 또한 미세하여, 노이즈를

한층 저감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시드층 중에 금속으로서 존재하는 Fe의 원자수를 FeMet로 하고, 산

화물로서 존재하는 Fe의 원자수를 Feoxi로 했을 때에, 그들의 원자수비(FeMet/Feoxi)가 0.02＜(Fe Met/Feoxi)＜0.2를 만

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술하는 실시예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원자수비가 0.02보다 클 때, 기록층에 고밀도로 정

보를 기록할 수 있는 동시에 높은 S/N로 그 정보를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원자수비가 O.2보다도 커지면, 시드층 중

의 Fe 금속이 많아져, 백금족 원소의 흡착에 선택성이 없어져 기록층에 미소한 자성 입자를 형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

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시드층은 총 80vol% 이상의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자성층을 고온으로 산화시킴으로써 시드층을 형성한 경우, Fe 산화물 또는 Fe 금

속 이외에 불순물을 1Oat% 정도 포함하고 있어도 된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시드층의 막 두께는 자기 스페이싱으로 되어 기록 효율이 저하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 30n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경자성 재료를 이용하여 형성되는 기록층은 막면에 대하여 수직한 방향으

로 자화를 가지는 수직 자화막으로 하여 얻는다. 이러한 기록층에는 제1 및 제2 특징에서 이용한 인공 격자 다층막(교대

적층 다층막)이외에도 규칙 격자 합금막을 이용할 수 있다. 경자성 재료로는, 주로 백금족 원소와 Co로 구성된 재료인 것

이 바람직하다. 백금족 원소는 Pt 및 Pd의 적어도 한쪽 원소가 가장 적절하며, 이러한 백금족 원소와 Co를 교대로 적층한

교대 적층 다층막을 이용하여 기록층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대 적층 다층막이나 규칙 격자 합금막은 실온 또는

비교적 낮은 기판 온도로 성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우수하며, 또한, 높은 자기 이방성을 가지므로 내열 요란 특성

(thermal fluctuation resistance characteristics)이 우수하다. 그러므로 고밀도 기록용 기록층으로서 매우 최적이다.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연자성층는 자기 헤드로부터의 자계를 기록층에 효율적으로 인

가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Fe 중에 Ta, Nb, Zr 중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 종류 원소의 질화물 또는 탄화물을 균일하게

분산시킨 미결정 구조를 갖는 연자성막이 가장 적절하다. 또, 이러한 재료이외에, 예를 들면, Co-Zr를 주성분으로 하여,

이것에 Ta, Nb, Ti중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 종류의 원소를 포함한 비정질 합금일 수도 있다. 이들 연자성막은 1.5T

이상의 큰 포화 자속 밀도를 가지므로 고밀도 기록에 적합하다. 구체적인 재료로는 고투자율을 가지는 NiFe, CoTaZr,

CoNbZr, FeTaC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이들 재료로부터 이루어지는 자성층은 막 두께 10OOnm 이하로 스퍼터링법이나

증착법 등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연자성층의 표면이 평탄인 것이 바람직하고, 연자성층 표면의 표면 거

칠기 Ra는 0.20nm∼O.40nm 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표면이 평탄한 연자성층을 이용하면, 후술하는 실시예에 나

타낸 바와 같이, 기록층의 자성결정 입자의 경계, 즉 결정 입자계가 매우 명료해져, 기록층의 자성 결정 입자의 고립화가

한층 촉진된다. 이러한 기록층의 자성 결정 입자는 결정 입자계에 의해 자기적으로 분단되기 때문에, 면내측 방향의 자기

적 교환 결합력이 저감되고 있다. 이것에 의해 기록층에는 미소한 자기 구역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동시에 자화

전이 영역의 직선성이 높아진다. 연자성층의 표면을 평탄화함으로써, 기록층의 결정 입자계가 명료해지는 것은 이하의 원

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자성층 상에 시드층을 성막할 때, 연자성층 표면에 요철이 존재하면 스퍼터링 입자가 요철부에 갇혀 버린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연자성층 상에는 시드층을 구성하는 입자가 충분한 간격으로 차단되지 않고 성장한 초기 성장층이 형성된다

고 생각된다. 한편, 연자성층의 표면이 평탄하면, 연자성층 표면에 도달한 스퍼터링 입자는 그 면방향으로 충분히 확산하

기 때문에, 시드층을 형성하는 입자가 서로 충분히 차단된 상태로 성장한 초기 성장층이 성막된다. 이와 같이 충분한 간격

을 두고 초기 성장층에 따라 형성된 시드층은 SiN(또는 SiN 망구조)중에 미결정 또는 부분적 비정질 구조로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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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또는 Pt도 충분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분산이 한층 촉진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와 같이 Pd 또는 Pt의 분산이 한층

촉진된 시드층 상에 기록층을 성막함으로써, 기록층에 매우 명료한 결정 입자계가 얻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연자성층의

표면을 평탄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연자성층을 성막한 후 표면을 드라이 에칭하면 된다.

본 발명의 제1∼제3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에서, 기판은 예를 들면, 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기판, 유리 기판, 그라파

이트 기판(graphite substrate) 등의 비자성 기판을 이용하여 얻는다. 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 기판에는 표면을 니켈, 인으

로 도금할 수도 있다. 기판을 회전시키면서 기판 표면에 다이아몬드 연마입자나 연마용 테이프를 붙여 기판 표면을 평탄하

게 처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자기 기록 매체 상을 자기 헤드를 부상시켰을 때, 자기 헤드의 주행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

다. 기판 표면의 중심선 거칠기 Ra는 기판 상에 형성되는 보호막의 중심선 거칠기가 1nm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유리 기판에서는, 강산 등의 약품에 의해 표면을 화학적으로 에칭하여 평탄화할 수도 있다. 또, 화학적으로 표면에

미세한 높이, 예를 들면, 1nm 이하의 돌기를 형성함으로써 부압 슬라이더를 이용한 경우에 안정된 낮은 부상량(浮上量)을

실현할 수 있다.

자기 기록 매체의 기판 상에는, 상기 연자성층을 성막하기 전에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Ti 등의 접착층을 형성할 수

도 있다.

본 발명의 제1∼제3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는 기록층 상에 보호층을 구비하여 얻는다. 보호막으로서는, 예를 들면, 비

정질탄소(amorphous carbon), 규소 함유 비정질탄소(silicon-containing amorphous carbon), 질소 함유 비정질탄소

(nitrogen-containing amorphous carbon), 붕소 함유 비정질탄소(boron-containing amorphous carbon), 산화규소

(silicon oxide), 산화지르코늄(zirconium oxide) 및 입방정 질화붕소(cubic crystal system boron nitride) 중 어느 한 종

류를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들 비정질탄소 보호막의 형성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그라파이트를 타겟으로 한 불활

성 가스 속에서, 또는 불활성 가스와 메탄 등의 탄화 수소 가스의 혼합 가스 속에서 스퍼터링으로 형성하는 방법이나, 탄화

수소가스, 알코올, 아세톤, 아다맨턴(adamantane) 등의 유기 화합물을 단독 또는 수소 가스, 불활성가스 등을 혼합하여 플

라즈마 CVD에 의해 형성하는 방법, 또는 유기 화합물을 이온화하여 전압을 인가하여 가속화하고, 기판에 충돌시켜 형성하

는 방법 등이 있다. 나아가서, 고출력의 레이저광을 렌즈로 집광하여, 그라파이트 등의 타깃에 조사하는 애블레이션법

(ablation method)에 의해 보호막을 형성할 수도 있다.

보호막 상에는, 내슬라이드 특성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 윤활제를 도포할 수 있다. 윤활제로는, 주쇄 구조(principal chain

structure)가 탄소, 플루오르, 산소의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파플루오로 폴리에테르계 고분자 윤활제가 이용된다. 또

는, 불소 치환 알킬 화합물을 윤활제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안정된 슬라이드와 내구성을 가지는 재료이면, 다른 유기계 윤

활제나 무기계 윤활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들 윤활제의 형성 방법으로는 용액 도포법이 일반적이다. 또,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공정을 간략화하기

때문에,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광 CVD법에 의해 윤활막을 형성할 수도 있다. 광 CVD 법은 플루오르화 올레핀(olefin

fluoride)과 산소의 기체 원료에 자외광을 조사함으로써 행해진다.

윤활제의 막 두께로서는, 평균값으로 0.5nm∼3nm가 적당하다. 0.5nm보다 얇으면 윤활 특성이 저하되고, 3nm보다 두껍

게 되면 메니스커스힘(meniscus force)이 커지고, 자기 헤드와 자기디스크의 정지 마찰력[스틱션(stiction)]이 커지기 때

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 윤활막을 형성한 후에 100℃ 전후의 열을 1∼2시간 질소 중 또는 공기 중에 인가해도 된다.

이에 따라, 여분의 용제나 저분자량 성분을 날려버려 윤활막과 보호막의 밀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후처리 이외

에도, 예를 들면, 윤활막을 형성한 후 자외선램프에 의해 자외선을 단시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방법

에 의해서도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4 특징에 따르면,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 상에 연자성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연자성층 상에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제1 시드층을 형성하는 단계,

제1 시드층 상에 Pd 및 Pt 중 하나와 Si 및 N을 포함하는 제2 시드층을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제2 시드층 상에 기록층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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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4 특징에 따른 제조 방법에서는, 예를 들면, Fe를 주성분으로 하는 타겟을 산소를 포함하는 스퍼터링 가스를

이용하여 반응성 스퍼터링함으로써 제1 시드층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형성된 제1 시드층은 Fe 산화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 방법에 의하면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 특징에 따른 제조 방법에서, 제1 시드층상에, Pd 및 Pt 중 어느 하나와 Si 및 N을 포함하는 제2 시드층을 형

성할 때에는, 예를 들면, Pd 타겟과 SiN 타겟의 두 가지의 타깃을 이용하여 스퍼터링하면 된다.

본 발명의 제4 특징에 따른 제조 방법에서,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으로서, 예를 들면, 백금족 원소와 Co 원소의

인공 격자막을 제2 시드층상에 형성할 때는 백금족 원소를 이용하여 형성된 타겟과 Co를 이용하여 형성된 타겟을 이용하

고, 이들 타깃의 셔터를 교대로 개폐하면서 스퍼터링하여 형성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4 특징에 따른 제조 방법에서, 스퍼터링 가스 중의 산소 가스의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Fe 산화물에 더하여

Fe 금속을 포함한 시드층을 형성할 수 있다. Fe 산화물과 Fe 금속을 포함하는 시드층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층의 베이

스로서 이용한 경우에, 기록층에 미소한 자성 입자의 집합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드층을 구비하는 자기 기

록 매체는 매체 노이즈를 한층 저감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5 특징에 따르면,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 상에 연자성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연자성층 상에 Pd 및 Pt 중 하나와 Si 및 N을 포함하는 시드층을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시드층 상에 기록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조 방법에 의하면,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

체를 제조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5 특징에 따른 제조 방법에서는, 기판 상에 연자성층을 성막한 후, 연자성층의 표면을 예를 들면 플라즈마

에칭 등에 의해 에칭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평탄한 표면을 갖는 연자성층을 얻을 수 있다. 표면이 평탄한

연자성층 상에, Pd 및 Pt 중 어느 하나와 Si와 N을 포함하는 시드층을 형성하고, 이러한 시드층상에 기록층을 형성하면, 기

록층의 결정 입자계가 매우 명료해져 결정 입자의 고립화가 촉진된다.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자기 기록 매체

는 기록층의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이 한층 저감되기 때문에, 자화 전이 영역의 직선성이 높아져 노이즈를 저

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6 특징에 따르면,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 상에 연자성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연자성층 상에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시드층을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시드층에 기록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6 특징에 따른 제조 방법에서는, 예를 들면, Fe를 주성분으로 하는 타겟을 산소를 포함하는 스퍼터링 가스를

이용하여 반응성 스퍼터링함으로써 시드층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형성된 시드층은 Fe 산화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 방법에 의하면,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를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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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발명의 제6 특징에 따른 제조 방법에서는, 스퍼터링 가스 중의 산소가스의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Fe 산화물에 더하

여 Fe 금속을 포함한 시드층을 형성할 수 있다. Fe 산화물과 Fe 금속을 포함하는 시드층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층의 베

이스로서 이용한 경우에, 기록층에 미소한 자성 입자의 집합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드층을 구비하는 자기

기록 매체는 매체노이즈를 한층 저감시킬 수 있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산소 가스의 유량을 제어하여 시드층 중에 Fe 금

속을 형성하는 경우는, 시드층을 형성한 후 시드층 상에 기록층을 형성하기 까지의 사이에 시드층의 표면을 스퍼터링 에칭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에 대해 이하에 설명한다.

산소 가스를 함유하는 스퍼터링 가스를 이용하여 반응성 스퍼터링에 의해 시드층을 형성한 후, 성막 챔버내에는 산소 가스

가 잔류하고 있다. 이 산소 가스를 완전히 배기 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챔버 내에 잔류하는 산

소 가스에 의해 시드층 중의 Fe 금속의 표면에 산화 피막이 얇게 형성되어 버린다. 이러한 산화 피막은 예를 들면 시드층

상에 백금족 원소를 포함하는 기록층을 형성할 때, 기록층 중의 백금족 원소가 Fe 금속에 흡착하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백금족 원소의 흡착 선택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시드층의 성막 후, 시드층의 표면을 스퍼터

링 에칭하여 Fe 금속의 표면에 형성된 산화 피막을 제거함으로써 기록층을 구성하는 Pd나 Pt 등의 백금족 원소를 시드층

표면의 Fe 금속에 확실하게 흡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록층에 미소한 자성 입자를 형성할 수 있다. 스퍼터링 에칭에 이용

하는 가스는 Ar, Kr, Xe 등의 불활성가스, 또는 이들 불활성 가스와 수소 가스의 혼합 가스가 가장 적절하다.

또, 본 발명의 제6 특징에 따른 제조 방법에서, 예를 들면, 연자성층으로서 Fe를 포함하는 연자성층을 이용한 경우에는,

Fe를 포함하는 연자성층을 형성한 후, 연자성층의 표면을 고온으로 산화시켜서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시드층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 내지 제6 특징에 따른 제조 방법에서, 연자성층, 제1 시드층, 제2 시드층 및 기록층의 형성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진공 증착법, MBE법, 스퍼터링법, 이온빔법, 분자층 에피택셜법, 플라즈마 CVD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퍼터

링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ECR 스퍼터링법, DC 스퍼터링법, RF 스퍼터링법 등 이미 알려진 스퍼터링법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7 특징에 따르면, 제1∼제3 중 어느 한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기 위한 자기 헤드, 그리고

상기 자기 헤드에 대해 상기 자기 기록 매체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장치

를 포함하는 자기 기억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자기 기억 장치는, 본 발명의 제1∼제3 특징 중 어느 한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를 구비하기 때문에, 높은 면

기록 밀도로 정보를 기록하더라도 그 정보를 높은 S/N으로 재생할 수 있는 동시에, 우수한 내열 요란 특성을 구비하고 있

다.

본 발명의 자기 기억 장치에서, 자기 헤드는 자기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용 자기 헤드와, 자기 기록 매체

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용 자기 헤드로 구성되어 얻는다. 기록용 자기 헤드의 갭 길이는 0.2㎛∼0.02㎛가 바

람직하다. 갭 길이가 0.2㎛을 넘으면, 400kFCI 이상의 높은 선기록 밀도로 기록하기 어렵게 된다. 또, 갭 길이가 0.02㎛보

다 작은 기록 헤드는 제조가 곤란하여, 정전기 유기에 의한 소자 파괴가 발생하기 쉽다.

재생용 자기 헤드는 자기 저항 효과 소자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재생용 자기 헤드의 재생 실드 간격은 0.2㎛∼0.02

㎛가 바람직하다. 재생 실드 간격은 재생 분해능에 직접 관계하여 짧을 수록 분해능이 높아진다. 재생 실드 간격의 하한치

는 소자의 안정성, 신뢰성, 내전기 특성, 출력 등에 따라 상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자기 기억 장치에서, 구동장치는 자기 기록 매체를 회전 구동시키는 스핀들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고, 스핀들

의 회전 속도는 매분 3000 회전∼20000 회전이 바람직하다. 스핀들의 회전 속도가 매분 3000 회전보다 느리면 데이터 전

송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 매분 20000 회전을 넘으면, 스핀들의 소음이나 발열이 커지기 때문에 바

람직하지 않다. 이들 회전 속도를 감안하면, 자기 기록 매체와 자기 헤드의 최적의 상대 속도는 2m/초∼30m/초가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시예 1로 제조한 본 발명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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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에 대한 단면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자기 기억 장치에 대한 도시적인 평면도이다.

도 4는 실시예 1로 제조한 자기 기록 매체의 전자 변환 특성에 대한 측정 결과이다.

도 5는 실시예 7로 제조한 자기 기록 매체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6은 연자성층의 표면을 플라즈마 에칭하여 제작한 자기 기록 매체의 외부자계에 대한 커 회전각 곡선(kerr rotation

angle)이다.

도 7은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을 TEM에 의해 관찰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 7(a)은 연자성층의 표면을 플라즈마

에칭하여 제작한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을 TEM에 의해 관찰한 형상이며, 도 7(b)는 연자성층의 표면을 플라즈마 에칭

하지 않고 제작한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을 TEM에 의해 관찰한 형상이다.

도 8은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에 대한 결정 입자의 직경과 입자수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 8(a)는 연자성층

의 표면을 플라즈마 에칭하여 제작한 자기 기록 매체의 경우이며, 도 8(b)는 연자성층의 표면의 플라즈마 에칭하지 않고

제작한 자기 기록 매체의 경우이다.

도 9는 AFM에 의해 관찰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 9(a)는 플라즈마 에칭하기 전 연자성층 표면을 AFM에 의해 관찰

한 형상이며, 도 9(b)는 플라즈마 에칭한 후 연자성층 표면을 AFM에 의해 관찰한 형상이다.

도 10은 연자성층을 플라즈마 에칭하여 제작한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에 기록한 반복 패턴을 MFM에 의해 관찰한 형상

이다.

도 11은 연자성층을 플라즈마 에칭하여 제작한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에 서로 다른 선기록 밀도로 반복 패턴을 겹쳐 기

록했을 때 MFM에 의해 관찰한 형상이다.

도 12는 실시예 10으로 제작한 본 발명에 따른 자기디스크의 단면 구조를 모식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13은 실시예 10 내지 14 및 비교예 4 내지 7의 자기디스크에 대한 기록 재생 특성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 14는 실시예 15 내지 23의 자기디스크에 대한 기록 재생 특성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 15는 실시예 24로 제조한 본 발명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 및 그것을 이용한 자기 기억 장치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

명한다. 이하의 실시예에서, 자기 기록 매체로서는 자기디스크(하드디스크)를 제작했지만, 본 발명은 플로피 디스크, 자기

테이프, 자기카드 등과 같이, 기록 또는 재생 시에 자기 헤드와 자기 기록 매체가 접촉하는 형태의 기록 매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실시예 1

도 1은 본 발명의 자기 기록 매체에 대한 개략적인 단면도를 나타낸다. 자기 기록 매체(10O)는 밀착층(2)을 가지는 기판

(1)상에 연자성층(3), 시드층(4), 기록층(5), 보호층(6) 및 윤활층(7)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적층 구조를 가지는 자기 기

록 매체(100)의 제조 방법을 이하에 설명한다.

먼저, 직경 65mm의 유리 기판(1)을 준비하고, 유리 기판(1)상에 연속 스퍼터링 장치에 의해 밀착층(2)으로서 두께 5nm의

Ti를 성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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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밀착층(2) 상에, 연자성층(3)로서 Fe79Ta9C12를 막 두께 4OOnm로 성막했다. 또한, 성막된 Fe79Ta9C12를 진공

속에서 카본 히터에 의해 450℃의 온도로 30초간 가열한 후 서서히 냉각했다. 이렇게 해서 Fe의 미결정을 함유하는 연자

성층(3)을 형성했다.

다음, 기판(1)을 교대로 스퍼터링 장치의 챔버로 이송하여, 연자성층(3)상에 시드층(4)을 성막했다. 시드층(4)의 성막에서

는, 챔버 내에 아르곤 가스를 도입하면서, Pd 타깃을 DC 스퍼터링하여, SiN 타깃을 RF 스퍼터링함으로써, 연자성층(3)상

에 73at%의 Pd, 26at%의 Si, 1at%의 N으로 이루어지는 시드층(4)을 막 두께 5nm로 성막했다.

다음에, 시드층(4)상에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5)을 성막했다. 기록층(5)의 성막에서는, Ar 가스중에 Co 타겟과 Pd 타깃

의 셔터(shutter)를 교대로 개폐하면서 DC 스퍼터링하여, Co층과 Pd 층과가 교대로 적층된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5)

을 형성했다. Co층의 한 층당 막 두께는 0.12nm, Pd 층의 한 층당 막 두께는 0.85nm이며, Pd 층과 Co 층의 적층수는 각각

26층였다.

이어서, 기록층(5)상에, 비정질 카본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층(6)을 플라즈마 CVD법을 이용하여 막 두께 3nm로 형성했다.

보호층(6)을 형성한 후, 기판을 성막장치로부터 인출했다. 마지막으로, 보호층(6)상에 파플루오로폴리에테르계 윤활제

(perfluoropolyether-based lubricant)를 1nm의 두께로 도포하여 윤활층(7)을 형성했다.

이렇게 해서 도 1에 도시한 적층 구조를 가지는 자기 기록 매체(100)를 제작했다.

실시예 2

시드층에 추가로 Co를 함유시킨 것 이외에는,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자기 기록 매체를 제작했다. 시드층의 성막에서는, Ar

가스를 챔버 내에 도입하면서 Co 타겟과 Pd 타깃을 DC 스퍼터링하고, SiN 타깃을 RF 스퍼터링했다. 이에 따라, 연자성층

상에, 6at%의 Co, 70at%의 Pd, 23at%의 Si 및 1at%의 N으로 이루어지는 시드층을 성막했다.

실시예 3

본 실시예에서는,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을, 교대로 스퍼터링법에 의해, 막 두께 0.15nm의 Co 층과 막 두께 0.85nm의

Pt 층을 15 주기 반복하여 성막했다. 또, 이러한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의 결정 성장을 양호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시드

층으로서 73at%의 Pt, 26at%의 Si, 1at% N으로 이루어지는 시드층을 막 두께 5nm로 형성했다. 이외에는, 실시예 1과 동

일하게 하여 자기 기록 매체를 제작했다.

실시예 4

도 3에는 본 발명에 따른 자기 기억 장치(200)의 개략적인 구성도를 나타낸다. 자기 기억 장치(200)는 자기 기록 매체

(100), 자기 기록 매체(100)를 회전 구동하기 위한 회전 구동부(18), 자기 헤드(10), 자기 헤드(10)를 자기 기록 매체 상에

서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키는 헤드 구동장치(11), 기록 재생 신호 처리 장치(12)를 구비하고 있다. 자기 기록 매체(100)에

서는 실시예 1로 제작한 자기 기록 매체를 이용했다. 자기 헤드(10)는 단자극형 기록 소자와 GMR(giant magneto-

resistive) 판독 소자를 구비하고, 헤드 구동 장치(11)의 암의 선단에 설치되어 있다. 자기 헤드(10)의 단자극형 기록 소자

는, 정보 기록 시에 자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에 대응하는 자계를 인가하여 자기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할 수 있

다. 자기 헤드(10)의 GMR 판독 소자는, 자기 기록 매체로부터의 누설 자계 변화를 검출하여 자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

는 정보를 재생할 수 있다. 기록 재생 신호 처리 장치(12)는 자기 기록 매체(100)에 기록하는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자기 헤

드(10)의 단자극형 기록 소자에 기록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또 기록 재생 신호 처리 장치(12)는 자기 헤드(10)의 GMR 판

독 소자에 의해 검출된 자기 기록 매체(100)로부터의 재생 신호를 복호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기억 장치(200)를 구동하여, 자기적 간극(spacing)(자기 헤드(10)의 주자극 표면과 자기 기록 매체(100)의 기

록층 표면과의 거리)을 13nm로 유지하면서, 선기록 밀도 100OkBPI, 트랙밀도 150kTPI의 조건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기

록한 정보를 재생하여 기록 재생 특성을 평가한 바, 총 S/N으로는 24.5dB를 얻었다. 또한, 면기록 밀도 150Gb/inch2의 기

록 밀도로써 기록 재생할 수 있었다. 또, 헤드 탐색 시험(head seek test)으로서 자기 헤드를 자기 기록 매체상의 내주로부

터 외주까지 10만회 탐색하고, 이러한 헤드 탐색 시험 후에 자기 기록 매체의 비트 에러(bit error)를 측정한 결과 비트 에

러수는 10비트/면 이하이고, 30만 시간의 평균 고장 간격을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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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S/N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했다.

S/N = 20log(So-p/Nrms)

식 중에서, So-p는 제로점에서 피크까지(zero to peak)의 재생 신호 진폭에 대한 1/2값이며, Nrms는 스펙트럼 분석기

(spectrum analyzer)에 의해 측정된 노이즈 진폭의 평방 제곱 평균값이다.

비교예 1

시드층으로서 Pd로 이루어지는 층을 막 두께 5nm로 형성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과 같이 하여 자기 기록 매체를 제작했

다.

비교예 2

시드층으로서 Pt로 이루어지는 층을 막 두께 5nm로 형성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3과 같이 하여 자기 기록 매체를 제작했

다.

비교예 3

비교예 1의 자기 기록 매체를 실시예 4에 나타낸 자기 기억 장치(200)에 탑재시켜 기록 재생 특성을 평가했다. 자기적 간

극 13nm, 선기록 밀도 100OkBPI, 트랙 밀도 15OkTPI의 조건으로 기록 재생 특성을 평가한 결과, 총 S/N은 18.5dB이며,

충분한 기록 재생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면기록 밀도 50Gb/inch2의 기록 밀도로 기록한 후, 헤드 탐색 시험으로서 자기 헤

드를 자기 기록 매체상의 내주로부터 외주까지 10만회 탐색하고, 이러한 헤드 탐색 시험 후에 자기 기록 매체의 비트 에러

를 측정한 결과 비트 에러수는 150비트/면 이하이며, 19만 시간의 평균 고장 간격였다.

〔전자 변환 특성의 측정〕

다음에, 실시예 1 내지3 및 비교예 1 및 2의 자기 기록 매체에 대한 전자 변환 특성을 스핀 스탠드 기록 재생 시험기(spin

stand recording and reproduction test machine)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기록 재생 시험기의 자기 헤드로는 단자극형 기

록 소자와 GMR 판독 소자의 복합형 헤드를 사용했다.

단자극형 기록 소자의 메인 폴(main pole)[주자극(major magnetic pole)]의 실효 기록 트랙 폭은 11Onm, Bs는 2.1T였

다. 또, GMR 소자의 실효 트랙 폭은 97nm, 실드 간격은 45nm였다. 기록 재생 시험 시에, 자기 헤드의 단자극형 기록 소자

의 주자극 표면과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 표면과의 간격을 13nm로 했다. 전자 변환 특성의 측정 결과를 도 4에 나타낸

다. 도 4에서, S/Nd는 50OkFCI에서의 S/N이며, Re는 고립파 출력(solitary wave output)으로 나눈 출력 분해능이다. 또,

열감자율은 24℃의 환경하에서, 선기록 밀도 10OkFCI로 기록한 신호를 재생했을 때의 재생 신호 진폭의 시간에 대한 변

화의 비율로 했다. 도 4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시예 1 내지 3으로 제작한 자기 기록 매체는 양호한 S/N이

얻어지고, 분해능도 18% 이상으로 높은데 비하여, 비교예의 자기 기록 매체로서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

서, 실시예 1 내지 3의 자기 기록 매체는 고역에서도 전이성 노이즈가 감소하고, 고분해능과 높은 S/N이 양립함을 알 수

있다.

〔기록층의 단면 구조에 대한 관찰〕

다음에, 실시예 1 내지 3의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에 대한 단면 구조를 고분해능 투과형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했

다. 도 2에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5)에 대한 단면구조의 관찰 결과를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층(5)은 원주 형상의 결정 입자(31)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의 결정 입자(31)의 상면은 반구형였다. 원주형

상의 결정 입자에 대한 회전축으로 대하여 수직 단면의 직경 d는 약 8nm이며, 결정 입자 표면의 반구의 최상부 A와 최하

부 B의 차이는 2nm였다. 기록층(5)은 이러한 원주 형상의 결정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결합

력이 저감되고, 미세한 기록 비트가 안정적으로 되어 자화 천이 영역의 직선성이 양호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도 4의 24℃에서의 열감자율에 대한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실시예 1 내지 3의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열

감자가 인지되고 있지 않은데 비하여, 비교예 1 및 2의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열요동에 의한 감자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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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실시예 1 내지 3의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기록층의 자화 전이 영역(magnetization transition area)이 명료하고 직

선성이 높은 데 비하여, 비교예 1 및 2의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자화 전이 영역이 흐트러져 열적으로 장애를 받기 쉬운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온 트랙(on track) 방식으로 100OkBPI에서 에러율을 측정한 바, 실시예 1 내지 3의

자기 기록 매체는 모두 1×10-5 이하인데 비하여, 비교예 1 및 2의 자기 기록 매체는 1×10-4 이상이었다.

실시예 5

본 실시예에서는, 시드층의 조성을 아래 표에 나타내는 값으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과 같이 하여 9 종류의 자기 기

록 매체(시료 1 내지 9)를 제작했다. 얻어진 9 종류의 자기 기록 매체에 대해, 이미 기술한 전자 변환 특성의 측정과 같이

스핀 스탠드 기록 재생 시험기를 이용하여, S/Nd, Re 및 열감자율(thermal demagnetization ratio)을 측정했다. 다음 표

에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

상기 표 1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시료 1∼7의 자기 기록 매체에서 14.6% 이상의 매우 양호한 S/Nd가 얻어지고, 분

해능도 19%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즉, 높은 S/N과 고분해능이 실현되어 있었다. 또, 시료 1∼7 중 어느 자기 기록 매체도

열감자는 인지되지 않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료 8 및 9의 자기 기록 매체는 S/Nd와 분해능 어느

쪽도 낮았다. 또한 열감자(thermal decay)가 인지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자기 기록 매체의 PdSiN으로 이루어

진 시드층의 조성이 Pd가 50at%∼80at%, Si가 10at%∼35at%, N이 O.1at∼1Oat% 일 때 비교적 높은 S/N과 분해능이

얻어져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실시예 6

이 실시예에서는, 시드층의 조성을 다음 표 2에 나타내는 값으로 변경한 것 이외는 실시예 3과 같이 하여 9 종류의 자기 기

록 매체(시료 10∼18)를 제작했다. 얻어진 9 종류의 자기 기록 매체에 대해, 이미 기술한 전자 변환 특성의 측정과 같이 스

핀스탠드의 기록 재생 시험기를 이용하여 S/Nd, Re 및 열감자율을 측정했다. 하기 표 2에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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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시료 10∼16의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14.6% 이상의 매우 양호한 S/Nd가 얻어지고, 분

해능도 19%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즉, 고 S/N과 고분해능이 실현되고 있었다. 또, 시료 10∼16의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열감자는 인지되지 않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료17 및 18의 자기 기록 매체는 S/Nd와 분해능 중

어느 하나가 낮아졌다. 또한 열감자가 인지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자기 기록 매체의 PtSiN으로 이루어진 시드

층의 조성이 Pt가 50at%∼80at%, Si가 10at%∼35at%, N이 O.1at∼1Oat%일 때, 비교적 높은 S/N과 분해능이 얻어져,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예 7

도 5에 본 실시예의 자기 기록 매체에 대한 개략적인 단면도를 나타낸다. 자기 기록 매체(500)는 기판 상(1)에 연자성층

(53), 시드층(54), 기록층(55), 보호층(56) 및 윤활층(57)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 기록 매체를 다음과 같이 제조했

다.

먼저, 직경 65mm의 유리 기판(1)을 준비하여, 유리 기판(1)상에 연자성층(53)으로서 Fe79Ta9C12를 막 두께 400nm로 성

막했다. 또한, 성막된 Fe79Ta9C12의 포화 자화를 높이기 위하여, 진공 속에서 카본 히터에 의해 400℃의 온도로 30초간

가열한 후 서서히 냉각했다. 이러한 가열 처리 후, 연자성층(53)의 표면을 플라즈마 에칭 처리했다. 플라즈마 에칭 처리는

Ar 가스압 0.9Pa, 전력 500W에서 120초간 이루어졌다.

이어서, 기판(1)을 교대로 스퍼터링 장치의 스퍼터링 챔버에 이송하여, 연자성층(53)상에 시드층(54)을 성막했다. 시드층

(54)의 성막에서는, 챔버 내에 아르곤 가스를 도입하면서, Pd 타겟을 DC 스퍼터링하고, SiN 타겟을 RF 스퍼터링함으로

써, 연자성층(53)상에 70at%의 Pd, 20at%의 Si, 10at%의 N으로 이루어지는 시드층(54)을 막 두께 3nm로 성막했다.

다음, 시드층(54)상에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55)을 성막했다. 기록층(55)의 성막에서는, Ar 가스 중에서 Co 타겟과 Pd

타깃의 셔터를 교대로 개폐하면서 DC 스퍼터링하여, Co층과 Pd층이 교대로 적층된 인공 격자 구조의 기록층(55)을 형성

했다. Co층의 한 층당 막 두께는 0.2nm, Pd층의 한 층당 막 두께는 0.8nm이며, Pd층과 Co층의 적층수는 각각 26층이였

다.

이어서, 기록층(55) 상에, 비정질 카본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층(56)을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막 두께 3nm로 형성했다.

보호층(56)을 형성한 후, 기판을 성막 장치로부터 인출했다. 마지막으로, 보호층(56) 상에 파플루오로폴리에테르계 윤활

제를 1nm의 두께로 용액 도포하여 윤활층(57)을 형성했다.

이렇게 해서 도 5에 나타내는 적층 구조를 구비한 자기 기록 매체(500)를 제작했다. 또, 연자성층의 표면을 플라즈마 에칭

함에 따라 효과를 조사하기 때문에, 연자성층의 표면을 플라즈마 에칭하지 않다는 것 이외에는 상기와 같이 자기 기록 매

체를 제작했다.

연자성층의 표면을 에칭 처리한 자기 기록 매체와 에칭 처리하지 않은 자기 기록 매체에 대해, 막면에 대하여 수직한 방향

으로 외부 자계를 인가하면서 기록층의 커 회전각의 변화를 측정했다. 도 6에 에칭 처리한 자기 기록 매체의 외부 자계에

대한 커 회전각 곡선을 나타낸다. 기록층의 커 회전각은 기록층의 자화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커 회전각과 외부 자계와

의 관계를 나타내는 커 회전각 곡선은 보통의 자화 측정으로 구한 자화 곡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상이며, 히스테리시스

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 커 회전각 곡선으로부터 기록층의 보자력, 뉴크리에이션자계(nucleation magnetic field),

외부 자계 H=Hc에서의 곡선의 기울기 4π(dM/dH)H=Hc를 추정했다. 여기에서, 뉴크리에이션 자계란 소정의 방향으로 외

부 자계를 인가하여 자화를 일단 포화시킨 후, 역방향의 외부 자계를 인가하여, 반대 자기 구역(포화된 자기 구역의 자화에

대하여 역방향으로 향한 자기 구역)이 발생할 때의 자계이다. 도 6의 그래프에서는, 커 회전각 곡선의 제2 상한의 어깨의

부분(강하 개시점)에 상당한다.

에칭 처리한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보자력 Hc이 3.9kOe, 부의 뉴클리에이션 자계가 -2.1kOe, 외부 자계 H=Hc에서의 곡

선의 기울기 4π(dM/dH)H= Hc는 1.4였다. 한편, 에칭 처리하지 않은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보자력 Hc이 2.6kOe, 뉴크리에

이션자계는 -1.6kOe, 외부 자계 H=Hc에서의 곡선의 기울기 4π(dM/dH)H= Hc는 1.8였다.

다음에, 연자성층에 에칭 처리한 자기 기록 매체와 에칭 처리하지 않은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 표면을 투과형 전자 현미

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으로 관찰했다. 도 7(a) 및(b)에 각각 에칭 처리한 자기 기록 매체와 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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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지 않은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 표면을 TEM으로 관찰한 형상을 나타낸다.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에칭 처리

한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은 고립된 원주형 결정 입자의 집합체가 형성되어 있고, 결정 입자끼리의 경계즉 결정 입자계

는 매우 명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에칭 처리하지 않은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은 에

칭 처리한 자기 기록 매체의 기록층에 비해 결정 입자계는 불명료했다.

또, 기록층의 표면에 대한 TEM의 상으로부터 결정 입자의 평균 입경과 분산도(표준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를 구했

다. 도 8에 기록층의 610개의 결정 입자의 직경과 결정 입자의 개수와의 관계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도 8(a)는 에

칭 처리한 자기 기록 매체의 히스토그램이며, 도 8(b)는 에칭 처리하지 않은 자기 기록 매체의 히스토그램이다. 에칭 처리

한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평균 입경이 13.7nm이며, 분산도는 21.7%였다. 한편, 에칭 처리하지 않은 자기 기록 매체에서

는, 평균 입경이 11.3nm이며, 분산도는 21.0%였다.

여기에서, 에칭 처리한 자기 기록 매체의 시드층의 단면을 TEM에 의해 관찰한 결과, 시드층은 무질서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무질서 구조를 가지는 시드층은 그 표면 상에, Co/Pd 초기화층을 분산하여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Co/Pd 초기

화층을 단위로 기둥형의 결정 입자가 고립 상태(isolated state)로 성장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다음에, 에칭 처리한 자기 기록 매체와 에칭 처리하지 않은 자기 기록 매체에 대해, 실시예 1에서 사용한 스핀스탠드의 기

록 재생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록 재생을 시험한 결과, 에칭 처리한 자기 기록 매체쪽이 에칭 처리하지 않은 자기 기록 매체

보다도 S/N이 1.6dB만큼 높았다.

원자력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을 이용하여, 연자성층을 성막한 직후의 표면 거칠기와 플라즈마 에칭 후

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했다. 도 9(a) 및 (b)에 연자성층을 성막한 직후의 표면과 플라즈마 에칭한 후의 표면을 AFM으로 관

찰한 형상을 각각 나타낸다. 이러한 관찰 형상으로부터 연자성층의 표면 거칠기를 추정한 결과, 연자성층을 성막한 직후의

표면 거칠기는 0.46nm인데 비해, 플라즈마 에칭을 행한 연자성층의 표면 거칠기는 0.39nm이며, 플라즈마 에칭을 실행함

으로써 연자성층의 표면이 평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자성층의 표면을 플라즈마 에칭으로 평탄화함

에 따라 기록 재생 특성에서의 S/N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된다.

다음에, 에칭 처리한 자기 기록 매체에 10OkFCI, 20OkFCI, 30OkFCI 및40OkFC I의 선기록 밀도로 반복 패턴을 기록하

여, 기록층에 기록된 기록 마크를 자기력 현미경(magnetic force microscope, MFM)을 이용하여 관찰했다. 도 10에

MFM으로 관찰한 형상을 나타낸다. 도 10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선기록 밀도가 400kFCI이어도 자화 전이 영역은

매우 명료하다.

이어서, 기록층에 250kFCI의 선기록 밀도로 반복 패턴을 기록한 후, 이러한 반복 패턴에 인접하도록, 기록 헤드를 헤드폭

만큼 오프 트랙(off track)으로 하여 동일한 선기록 밀도로 반복 패턴을 기록했다. 그리고 얻어진 2열의 반복 패턴의 트랙

폭방향의 거의 중앙에 1O0kFCI의 선기록 밀도로 반복 패턴을 중복 기록했다. 또, 마찬가지로, 기록층에 10OkFCI의 선기

록 밀도로 반복 패턴을 기록한 후, 이러한 반복 패턴에 인접하도록, 기록 헤드를 헤드폭만큼 오프 트랙으로 하여 동일한 선

기록 밀도로 반복 패턴을 기록하고, 얻어진 2열의 반복 패턴의 트랙폭 방향의 거의 중앙에, 25OkFCI의 선기록 밀도로 반

복 패턴을 겹쳐 기록했다. 이와 같이, 반복 패턴 상에 다른 선기록 밀도로 반복 패턴을 겹쳐 기록한 기록층을 MFM으로 관

찰한 형상을 도 11에 나타낸다. 도 11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겹쳐 기록한 반복 패턴(오버 라이트 패턴)은 명료하며, 이

오버 라이트 패턴의 바로 양측에 존재하는 겹쳐 쓰기 전의 반복 패턴은 소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이른바, 소거 대역

(erased side band)은 거의 인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발명의 자기 기록 매체는 트랙 피치를 좁혀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여, 고트랙 밀도에 대응한 기록 매체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연자성층의 표면을 플라즈마 에칭하여 평탄화하고, 평탄화된 연자성층 상에 Pd-SiN의 시드층을 형성

함으로써, 시드층 상에 결정 입자의 경계즉 결정 입자계는 매우 명료한 기록층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명료한 결정 입자

계에 의해, 결정 입자는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결합력이 더 한층 저감되기 때문에, 미소한 기록 비트를 형성할 수 있는 동

시에 자화 전이 영역의 직선성이 높아진다. 이것에 의해 고밀도 기록이 가능한 동시에, 고밀도로 기록된 정보를 적은 노이

즈로 재생할 수 있다.

실시예 8

이 실시예에서는, 연자성층의 표면에 대한 플라즈마 에칭 처리로서, Ar 가스압 0.9Pa, 전력 400W, 에칭 시간 10초간 플라

즈마 에칭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5와 같이 하여 자기 기록 매체를 제작했다. 플라즈마 에칭 후의 연자성층에 대한 표면 거

칠기를 실시예 5와 같이 AFM으로 측정한 결과, 0.40nm였다. 또, 실시예 1과 같이 스핀스탠드로 기록 재생을 시험한 결과,

에칭 처리하지 않고 제작한 자기 기록 매체에 비해 S/N이 O.5dB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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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9

이 실시예에서는, 연자성층의 표면에 대한 플라즈마 에칭 처리로서, Ar 가스압 0.9Pa, 전력 600W, 에칭시간 300초간 플

라즈마 에칭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5와 같이 하여 자기 기록 매체를 제작했다. 플라즈마 에칭 후의 연자성층에 대한 표면

거칠기를 실시예 5와 같이 AFM으로 측정한 결과, 0.20nm였다. 또, 실시예 1과 같이 스핀스탠드로 기록 재생을 시험한 결

과, 에칭 처리하지 않고 제작한 자기 기록 매체에 비해 S/N이 2.0dB 높았다. 기술한 실시예 7 및 8의 결과를 합쳐 생각하

면, 연자성층의 표면이 평탄화될 수록 S/N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실시예 10

도 12에 본 발명에 따른 자기디스크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나타낸다. 자기디스크(60)는 기판(1)상에 연자성 재료로 형성된

연자성층(63), Fe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시드층(64), 경자성 재료로 형성된 기록층(65) 및 보호층(66)을 구비하고 있다. 본

실시예의 자기 기록 매체(600)는 연자성층(63)으로서 FeTaC막을 이용하고, 기록층(65)으로서는 Co와 Pd를 교대로 적층

한 Co/Pd 교대 적층막(인공 격자막)을 이용하며, Fe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시드층(64)을 반응성 스퍼터링법으로 형성한

경우이다. 자기디스크(600)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했다.

[연자성층의 성막]

자기디스크용 기판(1)으로서는 2.5인치(약 6.25cm) 직경의 유리 기판을 이용했다. 이 유리 기판(1)상에 연자성층(63)으

로서 FeTaC막을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magnetron sputtering method)으로 형성했다. 타겟에는 Fe79Ta9C12 조성

의 합금을 이용했다. 막 두께는 400nm로 했다. 성막 후의 막에는 진공속에서 램프 가열 처리를 실시했다. 가열 온도는

450℃으로 했다. 이 가열 처리에 따라 FeTaC막 중에 Fe 미결정이 석출(析出)되어, 연자기 특성이 나타난다.

[시드층의 성막]

이어서, 연자성층(63)상에 시드층(64)을 반응성 스퍼터링법에 의해 형성했다. 시드층(64)의 성막에서는, Ar와 산소의 혼

합가스(Ar에 대한 산소의 유량비=20%)를 도입하면서 Fe 타겟을 DC 스퍼터링함으로써 막 두께 5nm로 Fe 산화물을 퇴적

시켰다.

[기록층의 성막]

다음에, 기록층(65)으로서 Co/Pd 교대 다층막을 DC 스퍼터링법에 의해 제작했다. 먼저, 시드층상에 Pd를 5nm의 두께로

퇴적시키고, 그 위에 Co와 Pd를 교대로 퇴적했다. Co/Pd 교대 다층막의 성막에서는, Pd 타겟과 Co 타겟의 셔터를 개폐함

으로써, 0.11nm 두께의 Co와 0.76nm 두께의 Pd를 교대로 적층하고, Co층과 Pd층의 적층수는 각 26층으로 했다. Co/Pd

교대 다층막을 성막할 때에는 기판 가열은 하지 았다.

[보호층의 성막]

마지막으로 보호층(66)으로서 C(카본)막을 RF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막 두께 8nm로 형성하여 자기디스크로 했다.

실시예 11

이 실시예에서는, 시드층을 고온 산화법으로 형성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0과 같이 하여 자기 디스크를 제작했다. 이하에,

고온 산화법에 의한 시드층의 형성 방법을 설명한다. 또, 시드층 이외의 층 성막 방법은 실시예 10과 동일하므로, 그에 대

한 설명은 생략한다.

실시예 10과 같이, 유리 기판 상에, FeTaC로 이루어지는 연자성층을 형성하고, 램프 가열 처리를 실시했다. 가열 종료 후,

그대로 진공 속에서 1분간 유지하고, 그 후 산소가스를 유량 2OOsccm으로 3분간 도입했다. 이와 같이 FeTaC막이 가열

처리에 따른 남은 열로 아직 고온 상태인 안에서 산소 가스에 노출함에 따라 FeTaC막 표면에 Fe 산화물의 막, 즉 시드층

을 형성했다. 시드층의 막 두께는 5nm로 했다.

이러한 시드층상에 기록층 및 보호층을 실시예 10과 같이 형성함으로써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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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2

이 실시예에서는, 연자성층을 CoZrTa막을 이용하여 형성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0과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연자성층의 성막에서는,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을 이용하고, 타깃으로는 Co8 oZr12Ta8조성의 합금을 이용했다. 층 두

께는 400nm로 했다. 연자성층 이외의 층 형성 방법은 실시예 10과 동일하다.

실시예 13

이 실시예에서는, 기록층으로서 Co와 Pt를 교대로 적층한 Co/Pt 교대 다층막을 이용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0과 같이 하

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Co/Pt 교대 다층막의 성막에는 DC 스퍼터링법을 이용하고, 시드층상에 우선 Pt을 5nm의 두께

로 퇴적하고, 그 위에 0.12nm 두께의 Co와 0.80nm 두께의 Pt를 교대로 적층했다. Pt층과 Co층의 적층 수는 모두 23층으

로 했다. Co/Pt 교대 다층막을 성막할 때의 기판 온도는 250℃으로 했다. 기록층 이외의 층 형성 방법은 실시예 10과 동일

하다.

실시예 14

이 실시예에서는, 시드층의 막 두께를 30nm로 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0과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참고예 1

여기서는, 시드층의 막 두께를 40nm로 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0과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참고예 2

여기서는, 시드층의 막 두께를 50nm로 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0과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비교예 4

시드층을 설치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실시예 10과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비교예 5

시드층을 설치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실시예 12와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비교예 6

시드층을 설치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실시예 13과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비교예 7

연자성층을 설치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실시예 10과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매체의 평가]

상기 실시예 10 내지 14, 비교예 4 내지 7 및 참고예 1 및 2에 나타난 자기디스크의 보호층상에 윤활제를 도포한 후, 각 자

기디스크의 기록 재생 특성을 평가했다. 기록 재생 특성의 평가에는 스핀스탠드식의 기록 재생 장치를 이용했다. 기록에는

1.6T의 포화 자속 밀도를 갖는 연자성막을 이용한 박막 자기 헤드를 이용하고, 재생에는 스핀 밸브형 GMR 자기 헤드를

이용했다. 자기 헤드의 갭 길이는 0.12㎛이다. 헤드 면과 디스크 면간의 거리는 20nm로 유지했다.

실시예, 참고예 및 비교예의 자기디스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도 13의 표에 나타낸다. 여기서 LFop/Nd는 선기록 밀도

1OkFCI의 신호를 기록했을 때 재생 출력 LFop과, 40OkFCI를 기록할 때의 노이즈인 Nd와의 비이며, 매체의 S/N 지표로

했다. 또, D5O는 재생 출력이 LFop의 1/2로 낮아지는 선기록 밀도이며, 기록 분해능의 지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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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층을 막 두께 5nm로 반응성 스퍼터링으로 형성한 실시예 10, 12 및 13의 자기디스크에서는, 높은 LFop/Nd와 양호한

D50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또 시드층을 고온 산화법으로 형성한 실시예 11의 자기디스크에서도 우수한 LFop/Nd와 D50

이 얻어지고 있다. 시드층의 막 두께를 30nm로 한 실시예 14의 자기디스크에서는 높은 LFop/Nd가 얻어지지만 D50이 낮

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시드층을 설치하지 않은 비교예 4 내지 7의 자기디스크에서는, D50은 약간 높지만,

LFop/Nd가 명확히 낮다. 특히 연자성층을 설치하지 않은 비교예 7의 자기디스크에서는 LFop/Nd가 매우 낮았다. 참고예

1 및 2의 자기디스크에서는, LFop/Nd가 2OdB 이상으로 양호했지만, D5O가 약간 떨어졌다. 이것은 시드층을 두껍게 함

으로써, 자기 헤드와 연자성층과의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제작한 자기디스크의 구조와 조성을, 고분해능 투과형 전자 현미경(TEM) 및 오거 전자 분광법(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으로 분석한 결과, 실시예 10 내지 13 및 비교예 7 각각의 자기디스크에서, 연자성층 상 또는 유리 기

판 상에, Fe와 산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Fe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층이 약 5nm의 두께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 실

시예 14의 자기디스크에서, Fe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층이 약 30nm의 막 두께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에, 실시예 11의 자기디스크를 실시예 4와 같이 도 3에 나타내는 자기디스크장치에 조립하여 기록 재생 특성을 평가

했다.

실시예 11로 제작한 자기디스크에 면밀도 40Gb/inch2에 상당하는 신호(700kFCI)를 기록하여 디스크의 S/N을 평가한 바,

34dB의 값을 얻었다. 또한 에러율을 측정한 결과, 신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값으로는 1×10-5 이하였다.

실시예 15

이 실시예에서는, Fe 산화물 및 Fe 금속이 포함되도록 시드층을 형성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0과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

를 제작했다. 시드층의 성막에는 반응성 스퍼터링법을 이용하고, Ar 가스에 대하여 6%의 유량비를 갖는 산소 가스를 도입

하면서 Fe 타깃을 DC 스퍼터링했다. 이러한 스퍼터링에 의해 Fe 산화물과 Fe 금속을 포함하는 시드층을 막 두께 5nm로

형성했다.

실시예 16

이 실시예에서는, 시드층을 반응성 스퍼터링법에 의해 형성할 때에, Ar 가스에 대한 산소 가스의 유량비를 2.5%로 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5와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실시예 17

기록층으로서 Co와 Pt를 교대로 적층한 Co/Pt 다층막을 이용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5와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

다. Co/Pt 교대 다층막의 성막에는 DC 스퍼터링법을 이용하고, 시드층 상에 먼저 Pt을 5nm의 두께로 퇴적하고, 그 위에

0.12nm 두께의 Co와 0.80nm 두께의 Pt를 교대로 적층했다. Co층과 Pt층의 적층수는 모두 23층으로 했다. Co/Pt 교대 다

층막을 성막할 때의 기판 온도는 200℃으로 했다.

실시예 18

이 실시예에서는, 시드층을 형성한 후, 시드층의 표면을 스퍼터링 에칭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5와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

를 제작했다. 시드층 표면의 에칭 처리에서, 실시예 10과 동일 방법으로 시드층을 형성한 후, 진공도가 O.9Pa로 되는 유량

의 Ar 가스를 도입하여 시드층의 표면을 RF 스퍼터링 에칭했다. 스퍼터링 에칭시간은 30초로 했다. 이러한 스퍼터링 에칭

후, 실시예 15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층과 보호층을 형성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실시예 19

이 실시예에서는, 시드층을 반응성 스퍼터링법에 의해 형성할 때, Ar 가스에 대한 산소 가스의 유량비를 8%로 한 것 이외

에는, 실시예 15와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실시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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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에서는, 시드층을 반응성 스퍼터링법에 의해 형성할 때, Ar 가스에 대한 산소 가스의 유량비를 1.5%로 한 것 이

외에는 실시예 15와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실시예 21

이 실시예에서는, 시드층을 막 두께 30nm로 형성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5와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실시예 22

이 실시예에서는, 시드층을 반응성 스퍼터링법으로 형성할 때에, Ar 가스에 대한 산소 가스의 유량비를 8%로 한 것 이외

에는, 실시예 17과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실시예 23

이 실시예에서는, 시드층을 반응성 스퍼터링법으로 형성할 때에, Ar 가스에 대한 산소 가스의 유량비를 1.5%로 한 것 이외

에는, 실시예 17과 같이 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작했다.

이상과 같이 제작한 자기디스크의 보호층 상에 윤활제를 도포한 후, 각 자기디스크의 기록 재생 특성을 이미 기술한「매체

의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했다. 도 14에 실시예 15 내지 23 각각의 자기디스크에 대한 기록 재생 특성을 나타낸

다.

또, 도 14에는 시드층 중에 산화물로서 존재하는 Fe의 원자수 Feoxi와, 금속으로서 존재하는 Fe의 원자수 FeMet의 원자수

와의 비(FeMet/Feoxi)를 나타냈다. 원자수 비(FeMet/Feoxi)는 제작한 자기디스크의 시드층에 대한 화학 상태를 엑스레이

광전자 분광법(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을 이용한 깊이 방향 분석에 의해 분석하여, Fe 산화물과 Fe 금

속으로 이루어지는 시드층의 Fe 스펙트럼을 산화물 유래(originating)의 피크와 금속 유래의 피크인 두 가지 피크로 분리

하여 구했다.

실시예 15 내지 19, 22 및 23의 자기디스크에서는, 21.5∼27.1dB의 높은 LFop/Nd가 얻어진다. 특히, 실시예 15 내지 19

의 자기디스크는 LFop/Nd 및 D5O이 모두 양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실시예 15 내지 19의 자기디스크의 (FeMet/

Feoxi)의 값은 O.02<FeMet/Feoxi<O.2의 범위 내에 존재했다. 시드층의 표면을 스퍼터링 에칭한 실시예 18의 자기디스크

에서는, LFop/Nd의 값이 27.1로 매우 높았다. 또, 시드층 성막시의 산소 가스를 1.5%로 한 실시예 20과 실시예 24의 자

기 지스크는 LFop/Nd가 각각 15.7dB, 14.8dB로 낮아지고 있었다. 실시예 20 및 24의 자기디스크의 시드층의 (FeMet/

Feoxi)값은 각각 0.22, 0.21였다. 즉, 실시예 20 및24의 자기 디스크는, 다른 실시예의 자기디스크에 비해 시드층 속에 Fe

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시드층 속에 Fe 금속을 비교적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시드층 상에 기록층을

형성했을 때, 기록층을 구성하는 백금족 원소의 Fe 금속에의 흡착이 증대되어, 미소한 자성 입자의 형성이 어렵게 되었던

것으로 고려된다. 또, 시드층의 두께를 30nm으로 한 실시예 22의 자기디스크에서는 D50이144kFCI로 낮아지고 있었다.

이것은 시드층의 막 두께를 두껍게 했기 때문에 자기 헤드와 연자성층간의 간격이 두껍게 되어, 자기 헤드로부터의 자계가

기록층에 충분한 자계 강도로 인가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실시예 15의 자기디스크를, 실시예 4와 같이, 도 3에 나타내는 자기디스크장치에 조립하여 기록 재생 특성을 평가

했다. 실시예 15의 자기디스크에 면밀도 40Gb/inch2에 상당하는 신호 (70OkFCI)를 기록하여 자기디스크의 S/N을 평가

한 결과, 36dB의 값을 얻었다. 또한 에러율을 측정한 결과, 신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값으로 1×10-5 이하였다.

실시예 24

도 15에 본 실시예의 자기 기록 매체에 대한 개략적인 단면도를 나타낸다. 자기 기록 매체(700)는 기판(1)상에 연자성 재

료로 형성된 연자성층(73), Fe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제1 시드층(74), Pd-SiN으로 이루어지는 제2 시드층(75), 경자성 재

료로 형성된 기록층(76) 및 보호층(77)을 구비하고 있다. 자기 기록 매체(700)의 제조 방법을 이하에 설명한다.

[기판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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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경 65mm의 유리 기판(1)을 준비하여, 유리 기판(1)상에 연속 스퍼터링장치에 의해, 밀착층(72)으로서 두께 5nm

의 Ti를 성막했다.

[연자성층의 성막]

이어서, 밀착층(72)상에, 연자성층(73)으로서 FeTaC막을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에 의해 형성했다. 타겟으로는

Fe79Ta9C12 조성의 합금을 이용했다. 막 두께는 4OOnm으로 했다. 또한, 성막된 Fe79Ta9C12를 진공 속에서 카본 히터로

450℃의 온도로 30초간 가열한 후 서서히 냉각했다. 이렇게 해서 Fe의 미결정을 함유하는 연자성층(73)을 형성했다.

[제1 시드층의 성막]

이어서, 연자성층(73) 상에 제1 시드층(74)을 반응성 스퍼터링법으로 형성했다. 제1 시드층(74)의 성막에서는, Ar와 산소

의 혼합 가스(Ar에 대한 산소의 유량비=2O%)를 도입하면서 Fe 타깃을 DC 스퍼터링함으로써, 막 두께 5nm로 Fe 산화물

을 퇴적시켰다.

[제2 시드층의 성막]

그런 다음, 기판(1)을 교대 스퍼터링 장치의 챔버에 이송하여, 제1 시드층(74)상에 제2 시드층(75)을 성막했다. 제2 시드

층(75)의 성막에서는, 챔버 내에 아르곤 가스를 도입하면서, Pd 타깃을 DC 스퍼터링하고, SiN 타깃을 RF 스퍼터링했다.

이것에 의해, 제1 시드층(74)상에 73at%의 Pd, 26at%의 Si, 및 1at%의 N으로 이루어지는 제2 시드층(75)을 막 두께 5nm

로 성막했다.

[기록층의 성막]

다음에, 기록층(76)으로서 Co/Pd 교대 다층막을 DC 스퍼터링법으로 제작했다. Co/Pd 교대 다층막의 성막에서는, Pd 타

겟과 Co 타깃의 셔터를 개폐함으로써, 0.12nm 두께의 Co와 0.85nm 두께의 Pd를 교대로 적층했다. Co층과 Pd 층의 적층

수는 각각 26층으로 했다.

[보호층 및 윤활층의 성막]

이어서, 기록층(76) 상에, 비정질 카본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층(77)을 플라즈마 CVD 법에 의해 막 두께 3nm로 형성했다.

보호층(77)을 형성한 후, 기판을 성막 장치로부터 인출했다. 마지막으로, 보호층(77)상에 파플루오로폴리에테르계 윤활제

를 1nm 두께로 도포하여 윤활층(78)을 형성했다.

이렇게 해서 도 15에 나타내는 적층 구조를 가지는 자기 기록 매체(700)를 제작했다.

이러한 자기 기록 매체(700)를 실시예 4와 같이 도 3에 나타내는 자기 기억 장치에 장착했다. 그리고 자기 기억 장치를 구

동하여, 실시예 4와 동일의 조건으로 기록 재생 특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S/N으로서 24.5dB를 얻었다. 또한, 면기록 밀도

15OGb/inch2의 기록 밀도로써 기록 재생할 수 있었다. 또, 헤드 탐색 시험으로서, 자기 헤드를 자기 기록 매체상의 내주로

부터 외주까지 10만회 탐색하고, 이러한 헤드 탐색 시험 후에 자기 기록 매체의 비트 에러를 측정한 바 비트 에러수는 10

비트/면 이하이며, 30만 시간의 평균 고장 간격을 달성할 수 있었다.

다음에, 자기 기록 매체(700)에 대해, 이미 기술한 전자 변환 특성의 측정과 동일의 조건으로 스핀스탠드의 기록 재생 시험

기를 이용하여 전자 변환 특성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를 다음 표 3에 나타낸다. 표 3에서, S/Nd는 5OOkFCI에서의 S/N이

며, Re는 고립파 출력으로 나눈 출력 분해능이다. 또, 열감자율은 24℃의 환경하에서의 경우이고, 선기록 밀도 10OkFCI로

써 기록한 신호를 재생했을 때 재생 신호 진폭 시간에 대한 변화의 비율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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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 3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양호한 S/N이 얻어졌다. 또, 분해능도 18%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

러한 점에서, 본 실시예의 자기디스크는 고역에서도 전이성 노이즈가 줄어들고, 고분해능과 높은 S/N이 양립됨을 알 수 있

다.

또, 자기디스크의 기록층에 대한 단면구조를 고분해능 투과형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전술한 실시예 1 내지

3의 자기 기록 매체와 같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 2에서의 원주 형상을 갖는 결정 입자의 회전

축에 대하여 수직 단면의 직경 d는 약 8nm이며, 결정 입자 표면의 반구에 대한 최상부 A와 최하부 B의 차이가 2nm였다.

본 실시예의 자기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층은 이러한 원주 형상의 결정 입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결

합력이 저감되고 미세한 기록 비트가 안정적으로 되어, 자화 전이 영역의 직선성이 좋아진다고 생각된다.

또, 상기 표 3의 열감자율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본 실시예의 자기 기록 매체에서는 열감자가 인지되지 않았

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의 자기 기록 매체에서 열감자가 인지되지 않은 것은 기록층의 자화 전이 영역이 명료하고 직선성

이 높아진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또, 온 트랙 방식으로 100OkBPI에서 에러율을 측정한 결과, 본 실시예의 자기

기록 매체는 모두 1×10-5 이하였다.

실시예 25

이 실시예에서는, 도 15에 나타내는 자기 기록 매체와 동일한 적층 구조를 가지는 자기 기록 매체를 제작했다. 제1 시드층

(74)으로서는 실시예 18에 사용한 Fe 산화물과 Fe 금속을 포함하는 시드층을 이용하고, 제2 시드층(75)으로서는 실시예

1에서 사용한 PdSiN으로 구성된 시드층을 이용했다. 기판(1)상의 연자성층(73)과 제1 시드층(74)은 실시예 18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형성했다. 제2 시드층(75), 기록층(76), 보호층(77) 및 윤활층(78)은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형성했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2 시드층을 여러 가지 조성으로 변경하여 7 종류의 자기 기록 매체(시료 15∼21)를 제작했

다. 각 자기 기록 매체의 제2 시드층의 조성을 다음 표 4에 나타내었다. 제작한 각각의 자기 기록 매체에 대해, 이미 기술한

전자 변환 특성의 측정과 동일하게 스핀스탠드의 기록 재생 시험기를 이용하여, S/Nd, Re 및 열감자율을 측정했다. 다음

표 4에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4]

상기 표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시료에서 14.7dB 이상이 양호한 S/Nd가 얻어졌다. 또한 Re도 19%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즉, 본 실시예의 자기 기록 매체는 고분해능과 고 S/N이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또 열감자도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적 안정성의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자기 기록 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형

예 및 개량예를 포함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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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는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제1 시드층을 Pd 및 Pt 중 어느 하나와, Si와 N을 포

함하는 제2 시드층의 베이스로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2 시드층의 Pd 또는 Pt의 SiN 중으로의 분산이 촉진된다. 또한,

Pd 또는 Pt의 분산이 촉진된 제2 시드층 상에 기록층을 구비하기 때문에, 기록층에는 입자계가 명료한 미세한 결정 입자가

형성된다. 이로 인하여 기록층의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결합력이 저감되기 때문에, 선기록 밀도를 높이더라도 낮은 노이즈

로 정보를 재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는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의 베이스로서, Pd 및 Pt 중 어느 하나와, Si

와 N을 포함하는 시드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층의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결합력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록층의 자화 전이 영역의 흐트러짐이 저감시키기 때문에 선기록 밀도를 높이더라도 낮은 노이즈로 정보를 재생할 수 있

다. 또한, 자기 이방성이 높은 인공 격자막을 기록층으로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열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른 자기 기록 매체는, Fe 산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시드층을 연자성 재료로 이루어지는 연자성층

과 경자성 재료로 이루어지는 기록층 사이에 구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록층으로서 높은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Co/Pt

인공 격자막을 이용한 경우에도, 기록층의 자성 입자를 미소화할 수 있어 기록층에 미소한 자기 구역을 형성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로 인하여, 매체 노이즈가 저감되고, 높은 S/N로 정보를 재생할 수 있다. 또, 높은 자기 이방성을 갖는 인공 격자

막을 이용하여 기록층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열요동에 대한 높은 내성을 갖고, 고밀도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면내측 방향의 자기적 교환 결합력이 저감된 기록층을 구비하는 자기 기록 매체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밀도로 기록된 정보를 낮은 노이즈로 재생 가능한 자기 기록 매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자기 기억 장치는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 중 어느 하나의 자기 기록 매체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150Gb/

inch2(약 23.25Gb/cm2)의 높은 면기록 밀도로 정보를 기록하더라도 높은 S/N으로 정보를 재생할 수 있는 동시에, 높은 내

열감자 특성을 가지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기 기판 상에 형성되고,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제1 시드층,

상기 제1 시드층 상에 직접 형성되고, Pd와 Pt 중 적어도 하나와 Si 및 N을 포함하는 제2 시드층, 그리고

상기 Pt 및 Pd 중 적어도 하나로 형성된 층과 Co층을 교대로 적층하여 상기 제2 시드층 상에 직접 형성된 기록층

을 포함하며,

상기 기록층은 인공 격자 구조를 구비하고 수직 자화(perpendicular magnetization)를 나타내며,

상기 기판과 상기 제1 시드층 사이에 연자성층이 형성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서,

상기 제1 시드층은 금속으로서 존재하는 Fe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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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서,

상기 제2 시드층에서 Si의 함유량이 10at% 내지 35at%의 범위 내에 존재하고, N의 함유량이 0.1at% 내지 1Oat%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5.

제4항에서,

상기 제2 시드층은 또한 Co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6.

제1항에서,

상기 제1 시드층 및 제2 시드층은 모두 1nm 내지 30nm 범위 내의 막 두께를 가지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7.

제1항에서,

상기 연자성층은 Fe중에, Ta, Nb 및 Zr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한 원소의 질화물 또는 탄화물을 분산

시켜 만들어지는 구조를 가지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8.

제1항에서,

상기 연자성층은 Co-Zr를 주성분으로 하고, 이것에 Ta, Nb 및 Ti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한 원소를

포함하는 비정질 합금으로 형성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9.

제1항에서,

상기 기록층이 결정 입자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각 결정 입자는 상기 기판의 표면에 대하여 수직한 방향으로 원주 형상으

로 연장되며 그 선단이 기록층 표면에서 융기되어 있고, 상기 원주 형상의 결정 입자의 회전축에 대하여 수직한 단면에서

의 직경이 2nm 내지 15nm의 범위 내에 존재하며, 상기 결정 입자의 융기 높이가 1nm 내지 10nm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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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상기 기판 상에 형성되고, Pd와 Pt 중 적어도 하나와 Si 및 N을 포함하는 시드층, 그리고

Pt 및 Pd 중 적어도 하나로 형성된 층과 Co층을 교대로 적층하여 상기 시드층 상에 직접 형성된 기록층

을 포함하며,

상기 기록층은 인공 격자 구조를 구비하고 수직 자화를 나타내며,

상기 기판과 상기 시드층 사이에 연자성층이 형성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11.

제10항에서,

상기 기록층이 결정 입자의 집합체로 구성되고, 각 결정 입자는 상기 기판의 표면에 대하여 수직한 방향으로 원주 형상으

로 연장되며 그 선단이 기록층 표면에서 융기되어 있고, 상기 원주 형상의 결정 입자의 회전축에 대하여 수직 단면에서의

직경이 2nm 내지 15nm의 범위 내에 존재하며, 상기 결정 입자의 융기 높이가 1nm 내지 10nm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12.

제10항에서,

상기 기록층은 0.05nm 내지 0.5nm 범위 내의 막 두께를 가지는 Co층과, 0.5nm 내지 2nm 범위 내의 막 두께를 가지는 Pd

층을 교대로 적층하여 형성된 Co/Pd 인공 격자막인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13.

제10항에서,

상기 기록층은 0.05nm 내지 0.5nm 범위 내의 막 두께를 가지는 Co층과, 0.1nm 내지 2nm 범위내의 막 두께를 가지는 Pt

층을 교대로 적층하여 형성된 Co/Pt 인공 격자막인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10항에서,

상기 시드층은 또한 Co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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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또는 제13항에서,

상기 인공 격자막을 구성하는 Co층은 Co가 기판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불연속으로 분포되어 구성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17.

제10항에서,

상기 시드층의 막 두께가 1nm 내지 30nm 범위 내에 존재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18.

제10항에서,

상기 연자성층의 표면 거칠기가 0.20nm 내지 0.40nm 범위 내에 존재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19.

기판,

상기 기판 상에 형성되고,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시드층, 그리고

Pt 및 Pd 중 적어도 하나로 형성된 층과 Co층을 교대로 적층하여 상기 시드층 상에 직접 형성되는 기록층

을 포함하며,

상기 기록층은 인공 격자 구조를 구비하고 수직 자화를 나타내며,

상기 기판과 상기 시드층 사이에 연자성층이 형성되고,

상기 연자성층은 Fe 중에 Ta, Nb 및 Zr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한 원소의 질화물 또는 탄화물을 분산

시켜 만들어지는 구조를 가지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기판,

상기 기판 상에 형성되고,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시드층, 그리고

Pt 및 Pd 중 적어도 하나로 형성된 층과 Co층을 교대로 적층하여 상기 시드층 상에 직접 형성되는 기록층

을 포함하며,

상기 기록층은 인공 격자 구조를 구비하고 수직 자화를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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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판과 상기 시드층 사이에 연자성층이 형성되고,

상기 연자성층은 Co-Zr를 주성분으로 하고, 이것에 Ta, Nb 및 Ti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한 원소를

포함하는 비정질 합금으로 형성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22.

제19항 또는 제21항에서,

상기 시드층은 금속으로서 존재하는 Fe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23.

제22항에서,

상기 시드층 속에 금속으로서 존재하는 Fe의 원자수를 FeMet로 하고, 산화물로서 존재하는 Fe의 원자수를 Feoxi라고 할

때, 그들의 원자수비(FeMet/Feoxi)가 0.02＜(FeMet/Feoxi)＜0.2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24.

제19항 또는 제21항에서,

상기 시드층의 두께가 30nm이하인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제19항에서,

상기 시드층은 상기 연자성층의 표면을 산화시켜 형성되는 자기 기록 매체.

청구항 27.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 상에 연자성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연자성층 상에 Fe 산화물을 포함하는 제1 시드층을 형성하는 단계,

Pd와 Pt 중 적어도 하나와 Si 및 N을 상기 제1 시드층 상에 제공하여, Pd와 Pt 중 적어도 하나와 Si 및 N을 포함하는 제2

시드층을 상기 제1 시드층 상에 직접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Pt와 Pd 중 적어도 하나와 Co를 상기 제2 시드층 상에 교대로 제공하여,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을 제2 시드층 상

에 직접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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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서,

상기 제1 시드층은 산소를 포함하는 스퍼터링 가스를 이용하여, Fe를 포함하는 타깃을 반응성 스퍼터링하여 형성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서,

상기 스퍼터링 가스 중 산소의 양을 제어하고, 상기 제1 시드층 속에 금속으로서 존재하는 Fe를 함유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서,

상기 제1 시드층의 표면을 스퍼터링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1.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 상에 연자성층을 형성하는 단계,

Pd와 Pt 중 적어도 하나와 Si 및 N을 상기 연자성층 상에 제공하여, Pd와 Pt 중 적어도 하나와 Si 및 N을 포함하는 시드층

을 상기 연자성층 상에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Pt와 Pd 중 적어도 하나와 Co를 교대로 제공하여,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을 상기 시드층 상에 직접 형성하는 단

계

을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서,

상기 연자성층을 형성한 후, 그 연자성층의 표면을 에칭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3.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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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판 상에 Fe를 포함하는 연자성층을 형성하는 단계,

Fe를 포함하는 연자성층을 형성한 후, 상기 연자성층의 표면을 고온으로 산화시켜 상기 연자성층 상에 Fe 산화물을 포함

하는 시드층을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Pt와 Pd 중 적어도 하나와 Co를 교대로 제공하여,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을 상기 시드층 상에 직접 형성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서,

상기 시드층은 산소를 포함하는 스퍼터링 가스를 이용하여, Fe를 포함하는 타깃을 반응성 스퍼터링함으로써 형성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서,

상기 스퍼터링 가스 중 산소의 양을 제어하고, 상기 시드층 속에 금속으로서 존재하는 Fe를 함유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서,

상기 시드층의 표면을 스퍼터링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7.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 상에 연자성층을 형성하는 단계,

Pd와 Pt 중 적어도 하나와 Si 및 N을 상기 연자성층 상에 제공하여, Pd와 Pt 중 적어도 하나와 Si 및 N을 포함하는 시드층

을 상기 연자성층 상에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Pt와 Pd 중 적어도 하나와 Co를 교대로 제공하여, 인공 격자 구조를 가지는 기록층을 상기 시드층 상에 직접 형성하는 단

계

을 포함하고,

상기 연자성층은 Co-Zr를 주성분으로 하고, 이것에 Ta, Nb 및 Ti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한 원소를

포함하는 비정질 합금으로 형성되는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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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1항 또는 제10항 또는 제19항 또는 제2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자기 기록 매체,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기 위한 자기 헤드, 그리고

상기 자기 헤드에 대해 상기 자기 기록 매체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장치

를 포함하는 자기 기억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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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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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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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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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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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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