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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성학의 여러 분야에서 미소자기 동역학 (micromagnetic)를 이용한 연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많은 

종류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Objected Oriented 

Micro Magnetic Framework (OOMMF)[1]와 MuMax3[2]이다. 비록 이 두 소프트웨어들은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사용자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지만, 수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은 주어진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다. OOMMF의 경우 많은 extension 

module이 사용자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공개되어 [3], 가능한 시뮬레이션 범위가 넓어졌지만, 모든 사용자의 필

요를 충족시키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OOMMF와 MuMax3 등의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들이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종의 embedded 시뮬레이션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활용성을 확장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OOMMF나 MuMax3의 경우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에서든지 system call을 이용하면 

command line명령어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MATLAB으로 작성한 메인 프로그

램에서 OOMMF의 batch 실행 명령어인 boxii를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micromagnetic 시뮬레이션을 구동하였다. 

이 방법의 경우 메인 프로그램에서 *.mif 파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편집하고, 매우 짧은 시간 =1~10 ps 정도 

간격으로 OOMMF를 실행시킨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시 *.mif 파일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embedded 방식의 장점은 시뮬레이션 중간에 물질 상수나 전류 밀도, 자기장의 분포 등을  간격으로 바꿀 

수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다양한 종류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embedded 방식의 micromagnetics 계산을 통해서 큰 터널링 자기정항을 갖는 터널링 자기저항 소자에서 spin 

transfer torque가 비균일 전류밀도에 의해서 스위칭 과정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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