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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나노스프링은 외부 자기장을 인가했을 때 액추에이터, 센서, 모터, 그리고 이동운동에 응용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최근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스프링 형상을 만들기 위해 섬광각 침적(glancing angle 

deposition)법 감아올리는 방법(rolled up strategy), 그리고 템플릿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 잘 알려져 있다 [1]. 

이 중, 템플릿을 기반으로 한 전기전착법은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쉽고 빠른 합성법이다. 최

근 Pd으로 알루미나 템플릿(AAO)에 나노스프링을 합성한 연구가 발표되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한 Pd 

나노스프링에 Ni을 증착시켜 자성특성을 부여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2, 3]. 그러나 이 방법은 부가적인 에칭 

과정이 필요하고 스프링이 응용되기 위해 또 다른 공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방법과 달리 

바나딜 이온과 아스코르브산을 적절히 첨가함으로써 CoFe 나노스프링을 한 번에 아주 간단하게 전기전착법으

로 합성했다. 그림 1(a)는 AAO 안에 있는 나노스프링의 SEM 이미지, (b)는 AAO를 제거한 후의 TEM 이미지, 

(c)는 원소 맵핑(elemental mapping) 데이터로 Co가 55 at%, Fe이 45 at% 만큼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1에 

나온 결과들에 따라 나노스프링이 합성된 것과 Co와 Fe이 나노스프링에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스프링의 두께는 50 nm 정도이고, 스프링 층간 간격은 10 nm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상온에서 

나노스프링 어레이의 자성특성을 측정한 자기이력곡선이다. 나노스프링 어레이는 연강자성의 성질을 보이고 

있으며 나노스프링 어레이가 자기장에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이 유사한 이력곡선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a) AAO안에서의 CoFe 나노스프링의 SEM 이미지, (b) AAO를 제거한 후 에탄올에 분산되어 있는 

나노스프링의 TEM 이미지, 그리고 (c)elemental mapping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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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온에서 CoFe 나노스프링 어레이의 자기이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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