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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스텐/강자성체 접합구조에서의 스핀-궤도 돌림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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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에 의한 강자성층 자화 조절은 차세대 자성 메모리나 논리 소자 등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로 

각광받고 있다. [1,2] 최근 스핀트로닉스 연구의 화두는 저 전력으로 고 효율의 자화 반전을 얻는 것이다. 강자

성층에 인접한 중금속에 전류를 인가하면 스핀-홀 효과에 의한 스핀-궤도 돌림힘이 발생하고, 이는 자화반전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3] 이러한 스핀-궤도 돌림힘의 효율을 스핀-홀 각도(  )로 정의하며, 인가 

전류 대비 고 효율의 스핀전류를 얻는 것이 큰 목적이다. 최근 활발한 연구들의 결과로 Ta, Pt, W 등의 중금속

에서 높은 스핀-홀 각도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β-텅스텐을 이용하여 인접한 강자성체의 강자성공명을 

측정하였고, 이를 이용해 텅스텐의 스핀-궤도 돌림힘을 측정하였다. 

β-텅스텐/CoFeB (t)/MgO(2)/Ta(1) (in nm.) 구조의 다층박막은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로 증착되었고, 

열산화막이 있는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였다. 스핀토크-강자성공명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폭 μm, 길이 μm로 

식각 후, 양단에 Ti(5)/Au(65) 전극을 증착하였다. 신호 발생기를 이용하여 GHz 파를 주입한 후, 시료 양단에 

인가된 전압을 Lock-in amplifier로 관측하였다. 이 때, 측정되는 강자성 공명 신호는 인가 주파수와 외부 자기

장에 따라 변화하며, 공명 자기주파수와 공명 자기장은 Kittel 식을 잘 만족한다. 측정된 신호는 중금속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낸 스핀-궤도 돌림힘, 암페어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 (Oersted field)에 의한 강자성 

공명을 보여주고, 이는 측정 신호의 대칭 (symmetric) & 비대칭 (asymmetric) 성분을 분리함으로서 분석 가능하

다. 이 때, 대칭/비대칭 성분의 비율을 통해 스핀-홀 각도를 얻을 수 있으며 강자성층의 두께 별 스핀-홀 각도를 

통해 감쇠형 (damping like, ξ), 자장형 (field like, ξ) 돌림힘을 구할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β-텅스텐의 

스핀-궤도 돌림힘과 스핀-홀 각도를 측정하였고, =0.5의 높은 스핀-홀 각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텅스텐의 스

핀-홀 현상이 플래티늄에 비해 강함을 나타내는 좋은 결과이며, 향후 차세대 자성메모리나 논리소자 등의 분야

에서 좋은 응용을 기대할 수 있는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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