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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 저장 소자의 고집적화 및 소형화가 한

계에 이르렀으며 이를 극복할 새로운 재료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정보

저장 소자는 전하의 이동을 이용하는 반도체나 전

하의 분극 특성을 이용하는 유전체, 그리고 전자의 

스핀을 이용하는 자성체 등이 있으며 각각 독립적

으로 이용되고 있다. 강유전성을 이용하는 FRAM 

(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과 강자

성을 이용하는 MRAM (magnetic random access 

memory)은 물질 내부의 전기나 자기 쌍극자의 방

향을 외부 전기장 또는 자기장으로 바꾸어주고 그 

방향에 따른 전기적 신호의 차이를 통하여 1과 0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메모리로, 외부의 전기장 또

는 자기장이 인가되지 않으면 이 쌍극자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므로 정보를 기록한 후에 메모리 소자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FRAM은 고속으로 정보를 기

록할 수 있고 낮은 전력으로도 동작하는 장점을 가

지고 있지만 고집적화가 어렵고 정보를 읽는 속도가 

느린 단점을 지니고 있다. MRAM은 고집적화가 가

능한 반면, 전력 소모가 커서 플래쉬(flash) 메모리

와 같은 기존의 비휘발성 메모리를 대체하는데 한계

가 있다. 이에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로 유력하게 응

용될 것으로 보이는 멀티페로익(multiferroic) 또는 

다강체 메모리는 전하와 스핀을 모두 이용함으로써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정보를 오랫동안 저장 가능한 

차세대 메모리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다강성 물질은 강자성(ferromagnetic), 강유전

성(ferroelectric), 강탄성(ferroelastic) 중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물질을 말하며 그

림 1과 같이 전기 쌍극자와 자기 쌍극자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전기장에 따라 자성의 강도를, 자기

장에 따라 유전특성의 강도를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동향을 

볼 때, 특히 강자성과 강유전성이 동시 발현되는 물

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FRAM과 MRAM의 특성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메

모리 소자를 구현할 수 있으며, 전기장을 인가하여 

자기 쌍극자의 방향을 바꾸거나 자기장을 인가하여 

전기 쌍극자의 방향을 바꾸는 일도 가능하다. 하나

의 저장 장소에 다양한 전기적, 자기적 상태를 형성

할 수 있어 다중 비트 메모리 소자를 만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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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강자성과 강유전성이 결합된 다강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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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메모리 소자의 크기는 그대로이지만 정보 

저장 집적도는 몇 배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 전기장으로 정보를 쓰고 자기적 성질로 정보를 

읽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의 FRAM과 MRAM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벌크 또는 박막 형태

의 다강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고, 자기

전기 효과(magnetoelectric effect)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되어 다강체를 활용한 

소형, 초저전력, 고효율 메모리 소자에 대한 응용이 

기대된다. 본 글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단일 물질

과 복합 물질 다강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메모

리 소자로의 응용에 보다 적합한 나노복합체 형태

의 다강체 박막의 최근 연구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자 한다.   

2. 단일 물질 다강체

다강체에 대한 연구는 1894년에 피에르 퀴리 

(Pierre Curie)가 전기장 또는 자기장으로 자기

적 또는 전기적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의 구

조적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후 1960~70년대 주로 러시아에서 활발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특히 레프 란다우(Lev Landau)가 

“Electrodynamics of continuous media”라는 저

서를 통하여 전기적 특성과 자기적 특성간의 상호

관계를 기술하면서 자기전자 효과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었다. 이후 큰 연구 발전이 없다가 다양한 전

자-스핀 관련 연구를 통해 응용성이 널리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본격

적인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미세한 물리현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21세기부터 

시작되었고, 지난 10여 년간 많은 신물질과 진기한 

물리적 현상이 발견 및 연구되었다. 다강체에 대한 

연구는 분말, 나노구조, 단결정 및 박막 등의 다양

한 형태의 물질로 연구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단결

정 형태와 박막형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다강체에 관한 연구는 크게 단일 물질과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하여 인위적인 구조로 설계된 복합체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다강성을 보이는 단일 물질은 극히 한정되어 있으

며 상온에서 강자성과 강유전성을 동시에 갖기 어렵

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강자성은 스핀이라 불리는 

전자의 자전에 의해 생기며, 부분적으로 차있는 3d 

궤도 전자를 가지고 있는 전이 금속이 포함된 물질

에서 나타난다. 반면, 강유전성은 비대칭적인 원자 

결합에 의해 생기며 3d 궤도 전자를 가지지 않은 물

질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상반되는 강자성과 강유전

성의 공존은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정 구조 내

의 비대칭성, 스핀간의 상호 교환 작용 등의 미시적

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제안되었고 

다양한 물질에서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2].

2003년 라메쉬(Ramesh) 교수 연구팀이 (당시 

메릴랜드 대학) 에피택셜(epitaxial) BiFeO3 박막

의 다강체 특성을 science지에 보고한 이후 [3] 사

방정(orthorhombic) 구조의 (Bi, Dy, Tb)MnO3와 

육방정(hexagonal) 구조의 ReMnO3 및 ReMn2O5 

(Re는 희토류 원자) 등의 [4,5] 단결정 물질에 대

해서 원자의 구조적 비대칭성과 산소의 결함에 의

하여 일어나는 전기적 특성 및 자기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YMnO3, BiMnO3, TbMnO3, 

BiFeO3 등의 단일 물질 다강체는 대부분 왜곡된 페

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결정 구조를 갖는다. 이 

중 BiFeO3는 상온보다 높은 자기 전이 온도(643 K) 

및 전기 전이 온도(1,103 K)를 갖고 있어, 상온에

서 자기전기 결합 효과(magnetoelectric coupling 

effect)를 보일 수 있는 후보 물질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왔으나, 높은 누설전류로 인해 그 자체의 유

전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며, 강자성이 아닌 

반강자성(antiferromagnetism)의 자성 구조를 갖

고 있어, 자기 분극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점이 있다. 

최근 들어, BiFeO3의 전기 및 자성 특성에 변화를 

주기 위해 Bi 및 Fe 자리를 다양한 원소로 치환하려

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대 초반에는 냉장고의 자석 등으로 많

이 쓰이는 육방정계 철 산화물(hexaferrite)인 

Ba0.52Sr2.48Co2Fe24O41에서 단일 물질로는 처음으로 

상온에서의 자기전기 상호 작용이 발표되었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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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0.5Sr1.5Zn2(Fe0.92Al0.08)12O22에서 외부 전기장 없

이 자화를 반전시키는 역자기 전기 효과를 발표되

었다 [7]. 기존의 다강체에서의 자화의 조절은 큰 

외부전기장이 필요했으며 반전된 자화의 값도 너

무 작아서 소자로의 응용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최

근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LuFeO3, SmFeO3, BiFeO3, 헥사페라이드 등의 몇 

몇 물질들은 자성 및 강유전 특성 발현 온도가 상온

에 근접함으로써, 다양한 물질 개발과 지속적인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소자로써의 실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강성 나노복합체 박막

최근에는 단일 물질에서의 다강성에 대한 연구에

서 벗어나 강자성과 강유전성을 나타내는 두 물질

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나노복합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물질을 이용한 소자의 

구현이 단일 물질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강유전 물질과 강자성 물질은 적정한 비로 

혼합되었을 때 두 물질 사이의 계면에서는 전자기

적 응력(stress)과 변형률(strain)에 기인하여 우수

한 다강체 특성이 구현되는데 1990년도 말까지는 

분말이나 벌크에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부터는 박막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최근의 박막 제조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나노구

조체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고, 재료의 미세구조, 

계면상태, 스트레인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단결정 기판위에 정합

(coherent)의 관계로 성장한 단결정 박막인 에피택

셜 박막의 내부 스트레인은 재료의 자성, 유전 특성 

등 물리적 특성을 크게 바꿀 수 있다. 

좋은 성능을 가진 다강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장에 의한 전기 분극이, 또한 전기장에 의한 자기 분

극이 잘 일어나야 하는데 이는 단위 인가 자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전기분극이 유도되는 정도, 즉 자기

전기 계수(ME coefficient, αE)로 나타내어지며 V/

cm·Oe의 단위를 갖는다. 

그림 2는 3장에서 설명할 세 가지 종류의 나노복

합체 박막의 개략도로서, 하나의 바탕 (matrix)에 

나노입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다강체 (0-3형), 

두 층 또는 여러 층이 적층된 다강체 (2-2형), 그리

고 하나의 물질이 수직 기둥모양으로 다른 물질 바

탕에 배열된 다강체 (1-3형)이다. 그림 3에서는 그

동안 많이 연구되었던 다양한 재료의 결합으로 구

성된 0-3, 2-2, 1-3형의 나노복합체의 자기전기 

계수를 보여준다. 벌크 복합체는 박막에 비해 훨씬 

큰 자기전기 계수를 갖지만 메모리 소자로 사용되

기에는 집적화에 문제가 있다.  

3.1 0-3형 나노복합체 박막

0-3형 나노복합체 박막의 다강체는 그림 2(a)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주로 강유전체 바탕에 자

성 나노입자가 무작위로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PbZrTiO3, BaTiO3, Bi0.6Nd0.4TiO3 등의 강유전 물

그림 3. 벌크, 복합체 박막에서의 ME 계수 [9], (a) 벌크, (b) 복합
체 박막.

그림 2. 세 가지 형태의 나노복합체 박막의 개략도 (a) 0-3형, 
(b) 2-2형, (c) 1-3형 [8].

(a) (b)

(c)

테마기획  _ 멀티페로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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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CoFe2O4, NiFe2O4, La0.6Ca0.4MnO3 등의 강자

성 물질로 구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성 

나노입자의 크기와 농도가 나노복합체 박막의 특성

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표 1은 다양한 방

법으로 제조된 0-3형 다강성 나노복합체의 종류와 

자기전기 계수 값을 보여준다.

그림 4(a)는 sol-gel 법으로 제조된 나노복합체 

박막의 표면 SEM 사진이다 [11]. 전체 부피의 31%

를 차지하고 대략 150 nm의 직경을 갖는 검은색의 

CoFe2O4 나노입자가 PbZr0.52Ti0.48O3 바탕에 무작

위로 분산되어 있다. 그림 4(b)와 (c)는 이 복합체의 

자기 이력곡선과 인가 전기장에 대한 분극의 변화

를 보여주는 PE 곡선으로 강자성과 강유전성을 모

두 가지고 있는 다강체임을 보여준다. 이 복합체는 

50 kHz의 주파수에서 최대 317 mV/cm·Oe의 자

기전기 계수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0-3형의 

나노복합체 박막은 2-2형 또는 1-3형의 나노복합

체에 비해 제조는 간단하나, 누설전류가 큰 자성물

질 때문에 큰 전기장을 인가하여도 강유전체를 분

극시키기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2 2-2형 나노복합체 박막

2-2형의 나노복합체 박막은 그림 2(b)와 같이 강

자성 물질과 강유전성 물질을 두 층 또는 여러 층으

로 차례로 쌓음으로써 형성한다. 벌크형의 2-2형 

나노 복합체는 0-3형에 비해 절연성의 강유전체 층

이 누설전류를 막아주므로 훨씬 좋은 자기전기 계

수 값을 보이나 박막 나노복합체에서는 2-2형이나 

다른 형태의 복합체나 큰 차이가 없다. 표 2는 2-2

형 나노복합체 박막의 종류와 자기전기 계수 값으

로 표 1에서 보인 0-3형의 나노복합체 박막과 비슷

함을 알 수 있다. 2-2형 나노복합체 박막은 기판으

로부터의 격자 부정합과 두께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고 누설 전류가 적어 저항이 큰 장점이 있으나, 기

판으로부터의 클램핑(clamping) 효과 때문에 큰 자

기전기 계수 값을 갖지 못한다. 이에 니켈 박판(foil)

과 같은 기판을 사용함으로써 자기전기 계수 값을 

증가시키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표 1. 최근 보고된 0-3형 나노복합체 박막의 특성 [10].

표 2. 최근 보고된 2-2형 나노복합체 박막의 특성 [10]. 

그림 4. CoFe2O4 자성 나노 입자가 PbZr0.52Ti0.48O3에 분산된 
0-3형 나노복합체 박막의 (a) 표면 SEM 사진, (b) 자기 이
력곡선, (c) 분극 곡선, (d) 자기-전기 계수 [11].

S p e c i a l  T h e m a    03



전기전자재료 제30권 제4호 (2017년 4월)   27

Nan 그룹에서는 강유전성 BaTiO3와 강자성 

CoFe2O4 박막을 SrTiO3 기판에 이중층(bilayer)

으로 증착하였다 [12] (그림 5(a)). 이 박막은 그

림 5(b)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강유전성과 강자성

을 동시에 보였고 100 Oe의 직류 자기장에서 104 

mV/cm·Oe의 자기전기 계수 값을 보였다. 그림 

5(c)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단일상의 BaTiO3와 

CoFe2O4 박막에서는 자기전기 결합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2-2형이 나노복합체에서는 자기장이 가

해졌을 때 자기전기 반응을 보였다. 기판의 수직 방

향인 out-of-plane과 수평방향인 in-plane으로

의 자기전기 계수는 각각 104와 66 mV/cm·Oe로 

이방성을 보여준다.  

3.3 1-3형 나노복합체 박막

1-3형 나노복합체 박막은 그림 2(c)와 같이 강유

전체 바탕에 강자성체들이 나노기둥(nanopillar) 

형태로 배열된 구조로 2-2형 복합체에 비해 기판 

클램핑 효과가 적고 0-3형에 비해 기판에 수직 방

향으로 넓은 계면을 형성해 큰 자기전기 계수를 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표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CoFe2O4, NiFe2O4, 

MgFe2O4 등의 스피넬(spinel) 구조의 강자성 나노

기둥이 BaTiO3, BiFeO3, PbTiO3 등의 페로브스카

이트 구조의 강유전체 바탕에 자기조립 성장(self-

assembled growth)으로 수직 정렬된 나노복합체

(vertically aligned nanocomposite, VAN) 구조가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스피넬과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모두 기판에 에피택셜 박막으로 성장하는데 

대부분 PLD (pulsed laser deposition)법을 이용

한다. PLD를 이용한 박막 증착법은 높은 에너지의 

레이저가 산화물 타겟에 순간적으로 조사되어 국부

적인 부분을 용융 또는 승화시켜 기판에 증착시키

는 박막 성장법으로 기판과 타겟의 조성이 거의 일

치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전특성 평가를 위

해 전극이 필요한데 금속 전극대신 고온에서 에피

택셜 성장을 위한 SrRuO3 박막을 증착하거나 전도

성 Nb:SrTiO3 단결정 기판이 이용되기도 한다. 또

한 압전 PMN-PT (lead magnesium niobate–lead 

titanate) 단결정 기판위에 나노복합체를 제조하여 

전기적 신호로 기판의 변형을 주어 자기전기 효과

를 연구하는 시도도 있었다. 

2004년에 Ramesh 교수 연구팀에서 BaTiO3-

CoFe2O4 조합의 복합 물질에 대한 연구결과를 사

이언스지에 처음 발표한 [13] 이래 VAN 구조의 스

피넬-페로브스카이트 나노복합체 박막에 대한 연

그림 5. CoFe2O4-BaTiO3 두 층으로 구성된 2-2형 복합체 박
막의 (a) 단면 SEM 이미지, (b) 자기 이력 곡선과 분극곡
선, (c) 기판에 평행인 방향으로 자기장이 인가되었을 때의 
BaTiO3, CoFe2O4, 복합체 박막의 자기전기 반응, (d) in-
plane과 out-of-plane 방향으로의 자기전기 전압 출력 
[12]. 

표 3. 최근 보고된 1-3형 나노복합체 박막의 특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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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1-3형의 나노

복합체는 매우 큰 압전효과(piezoelectric effect)

를 가진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유전 물질과 큰 자

왜효과(magnetostrictive effect)를 보이는 스피넬 

구조의 자성 물질이 서로 수직 계면을 통해 역학 변

형이 전달되도록 결합된 구조로 스트레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압전효과란 물체에 기계적인 힘이 가

해지면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현상이며, 자왜효과

란 자성 물질에 자기장이 가해지면 그 물질이 미세

하게 수축 또는 팽창하는 현상이다. 반대로 외부에

서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물체가 늘어나거나 줄어

드는 현상을 역압전효과, 기계적 변형으로 내부 자

화가 바뀌는 현상을 역자왜효과라 한다. 

BaTiO3-CoFe2O4 나노복합체 박막은 그림 6(a)

에서 보인바와 같이 ~25 nm 직경의 CoFe2O4 나

노기둥이 BaTiO3 사이에 삽입된 구조로 그림 6(b)

처럼 전형적인 강유전체의 분극곡선의 모양을 보인

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나노복합체 박막은 그림 6(c)

에서처럼 기둥 모양의 형태와 스트레인 효과에 의

해 수직축 방향으로 강한 이방성을 갖는다. 즉, 기판

에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을 인가했을 때가 수평

방향으로 인가했을 때보다 쉽게 자화가 된다는 의

미인데, 이러한 자기 이방성은 수직 구조의 복합체 

박막이 메모리 소자로 응용되기 위해 꼭 필요한 요

소이다. 

그림 6(d)는 온도 변화에 따른 자화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화 값이 선

형적으로 감소하다가 BaTiO3 상전이 부근에서 갑

자기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상전이에 의한 격자 상수의 변화가 인접한 CoFe2O4

의 스트레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VAN 구조를 갖는 1-3형 나노복합체 박막 연구의 

시작은 BaTiO3-CoFe2O4였으나 높은 자기전기 계수

를 갖는 복합체 다강체로 최근 가장 많이 연구가 진

행된 것은 BiFeO3–CoFe2O4 시스템이다. 그림 7(a)

와 같이 SrTiO3 (001) 기판에 젖음률(wettability)이 

좋은 BiFeO3 등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layer-

by-layer 형태로 평평한 박막을 형성하고 젖음률이 

좋지 않은 CoFe2O4 등의 스피넬 물질은 섬(island) 

구조로 성장하며 두 물질을 동시에 증착하면 두 상

(phase)이 전혀 섞이지 않고 자기조립 나노복합체를 

형성한다. CoFe2O4는 SEM으로 위에서 봤을 때 정사

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결정학적으로 같은 방

향으로 배열된다. CoFe2O4는 (111) 면의 표면 에너

지가 가장 낮기 때문에 [15] 그림 7(b)의 SEM 사진처

럼 나노기둥의 윗부분은 네 개의 기울어진 (111) 면

을 갖는 피라미드 모양을 갖는다. 

BiFeO3–CoFe2O4 나노복합체 박막의 계면에서 

전자기적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압전, 

자왜, 멀티페로익 특성이 개선될 수 있다. BiFeO3

그림 6. CoFe2O4-BaTiO3의 1-3형 복합체 박막의 (a) 평면 TEM 이
미지, (b) 자기 이력 곡선과 분극곡선, (c) 자기 이력 곡선, (d) 
온도에 따른 자화값의 변화 [13].

(a) (b)

(c) (d)

그림 7. (a) SrTiO3 기판 위에 증착된 BiFeO3, CoFe2O4 박막, 
BiFeO3-CoFe2O4 나노복합체의 성장 모델, (b) BiFeO3-
CoFe2O4 나노복합체의 표면 사진(SE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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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965 Å (pseudocubic), CoFe2O4는 8.390 Å의 

격자상수를 갖는다. 두 물질을 동시에 증착하면 기

판에 수직 방향으로 CoFe2O4의 단위 정(unit cell) 

한 개에 두 개의 BiFeO3 단위 정이 접촉하여 에피

택셜 관계로 성장한 VAN 구조의 나노복합체를 형

성한다. 이때 기판의 수직 방향으로 격자 상수가 큰 

CoFe2O4는 두 개의 BiFeO3와 접촉했을 때 압축응

력을 받는다. CoFe2O4는 음의 자왜상수(negative 

magnetostriction constant)를 갖으며, 압축 응력

을 받는 방향으로 스핀의 정렬이 용의하므로 수직

축이 자화 용이축이 된다. BiFeO3는 양의 압전상수

(positive piezoelectric constant)를 갖으며 기판에 

수직 방향으로 전기장을 인가하면 수직 방향으로 

격자 상수가 증가하고 이웃하고 있는 CoF2O4에 인

장응력을 인가하여 스핀의 방향을 기판의 평행 방

향으로 회전시킨다. 

스피넬-페로브스카이트 나노복합체 박막에서 기

판은 수평 방향으로의 스트레인 뿐만 아니라 나노

기둥의 모양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림 

8(a)와 (c)에서 보인 바와 같이 SrTiO3 (001) 기판 

위에서는 위에서 봤을 때 직사각형 모양의 CoFe2O4 

나노기둥이 형성되나 SrTiO3 (111) 기판 위에서

는 삼각형 모양의 BiFeO3 나노기둥이 형성된다. 

SrTiO3 (001) 기판위의 나노복합체 박막은 그림 

8(b)에서와 같이 기판에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성

을 보이며 이는 1과 0의 상태를 확연히 구분하게 하

여 메모리 소자로의 응용 가능성을 보인다. 그러나 

(111) 기판위의 나노복합체 박막은 그림 8(d)에서

와 같이 자기 이방성을 보이지 않아 메모리의 응용

이 제한된다. 

VAN 구조의 BiFeO3–CoFe2O4 나노복합체 박

막은 큰 자기전기 결합 효과를 보인다. 그림 9(a)

는 기판에 수직 방향으로 20 kOe의 자기장이 인

가된 BiFeO3–CoFe2O4 나노복합체 박막의 MFM 

(magnetic force microscopy) 이미지이다 [15]. 큰 

자기장이 인가되었기 때문에 자성 나노기둥의 스

핀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되었고 흰색으로 나타

내어진다. 이 상태에서 12 V의 전기장이 인가되면 

BiFeO3의 격자 상수가 증가하고 옆의 CoFe2O4 나

노기둥에 인장응력을 가하여 그림 9(b)와 같이 수직

으로 향하던 스핀의 방향이 반전되어 검게 나타나며 

이는 나노복합체 박막의 나노기둥의 자화 방향이 전

기장으로 제어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메모리 소자로의 응용

나노복합체 박막을 이용한 다강체 메모리 소자는 

그림 10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CoFe2O4와 같은 

자성 나노기둥들이 BiFeO3와 같은 유전체 바탕에 

패터닝을 통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나노기둥

들은 수직 크로스바 구조의 긴 전극의 교차점에 있

다. 자성 나노기둥들은 기판의 수직 방향으로 위 또

는 아래 방향으로 자화되어 있고 외부 전기장에 의

그림 8. SrTiO3 (001) 기판 위에 성장한 (a) 표면 SEM 사진, (b) 자화
곡선, SrTiO3 (111) 기판 위에 성장한 (c) 표면 SEM 사진, (d) 
자화곡선 [14].

(a) (b)

그림 9. (a) MFM으로 관찰된 BiFeO3–CoFe2O4 나노복합체 박막에 
기판에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을 인가한 후의 자화정도, (b) 12 
V의 전기장을 인가한 후의 BiFeO3–CoFe2O4 나노복합체 박
막의 MFM 이미지 [15] (기준자 : 1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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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판에 평행 방향으로 재배열 될 수 있으며, 외

부 전기장을 제거하면 스핀은 원래의 방향으로 돌

아간다. 현재까지 에피택셜 나노복합체 박막은 주

로 SrTiO3, Nb:SrTiO3, LaAlO3 등의 값비싼 단결정 

기판 위에 증착되었으나 이는 대면적, 저가의 메모

리 소자를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므로 값싼 실

리콘 기판 위에 집적시킬 필요가 있다. 

나노복합체 박막의 실리콘 기판 위의 집적은 소

자의 고집적화와 소형화 그리고 저가 메모리를 실

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 방향이나 실리콘 기

판 위에 페로브스카이트와 스피넬 에피택셜 박막

을 직접 증착하는 것은 어렵다. 페로브스카이트 박

막은 실리콘 기판 위에 증착 되었을 때 자연 산화막

(native oxide layer) 때문에 에피택셜 박막을 형

성하기 어렵고 다결정 박막을 형성한다. 또한 스피

넬 박막은 실리콘 (001) 기판 위에서 [111] 우선 방

향으로 성장하여 수직 나노기둥 구조의 나노복합체 

박막을 형성하지 않고 이는 자기 이방성을 일으키

지 못해 메모리 소자의 응용이 어렵다. 

미국 MIT의 Ross 교수 연구팀에서는 실리콘 기판 

위에 Sr(Ti,Fe)O3/CeO2/YSZ의 세 층의 버퍼 박막

을 증착하여 나노기둥이 수직으로 배열된 나노복합

체 박막 증착에 성공하였다. 또한 MBE (molecular 

beam epitaxy, 분자선 에피택시)를 이용하여 8 nm 

두께의 SrTiO3 버퍼 층을 증착한 뒤 스피넬-페로브

스카이트 박막을 성공적으로 집적하였다. 이 박막

은 그림 11에서 보인 바와 같이 미세구조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자기적 특성 또한 단결정 SrTiO3 기

판에 증착한 나노복합체와 비슷하였다 [17].

1-3형의 다강성 나노복합체 박막이 메모리 소자

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강유전체 바탕에 강자성 나

노기둥들이 정사방형 배열(square array)로 규칙적

으로 배열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각각의 나

노기둥들의 스트레인과 자성을 제어함으로써 메모

리의 고집적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패터닝을 하

지 않은 자기 조립된 나노복합체 박막에서의 자성 

나노기둥의 위치는 정확하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

에 많은 그룹들이 다양한 방법(그림 12)으로 나노기

둥의 주기적 배열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Wolf 교수 연구팀은 

CoFe2O4 박막을 증착한 뒤, 전자빔(E-beam) 리

소그래피를 이용해 나노기둥 seed를 만들고 이어

서 나노복합체 박막을 증착함으로써 100~200 nm 

주기로 배열된 나노기둥을 제조하였고 [18],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팀은 AAO (anodic aluminum 

oxide)를 이용해 나노기둥이 주기적으로 배열된 나

노복합체를 제조하였다 [19]. 그러나 AAO를 이용

한 경우 육각형 형태로 나노홀(nanohole)들이 형

성되고 이는 수직 크로스바 구조를 형성하기 어려

워 메모리 소자로 응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 MIT의 Ross 교수 연구팀은 나노복합체 박막

의 제조와 실리콘 기판위의 집적화에 대한 연구와 더

불어 집속이온 빔(focused ion beam, FIB)을 이용한 

나노패터닝에 대한 연구도 보고하였으며 [20], 그림 

그림 10. 강자성체와 강유전체를 이용한 다강체 메모리 구조 [16].

그림 11. (a) SrTiO3 단결정 기판, (b) Sr(Ti,Fe)O3/CeO2/YSZ, (c) 8 
nm 두께의 SrTiO3 박막이 코팅된 실리콘 기판 위에 증착된 나
노복합체의 표면 비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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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에서 보인 것과 같이 나노기둥들을 강유전체 바

탕에 60~100 nm 간격의 주기적 배열에 성공하였다. 

이는 상용화 메모리 소자에 근접함을 잘 보여주고 있

으나 FIB를 이용한 나노패터닝은 고가의 장비를 요

구하며,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면적화에는 한

계가 있다. 또한 대면적 소자 그리고 높은 생산성을 

위해 삼원공중합체(terpolymer)를 이용한 나노패터

닝을 나노복합체 박막 형성에 이용해 주기적 배열에 

성공하였다 [21]. 그러나 홀의 깊이가 충분하지 못해 

CoFe2O4 seed가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

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나노복합체의 표면 특성이 좋

지 않은 단점이 있어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전기 상호작용이 강

한 다강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흥미로운 

현상을 많이 보여주며 고집적화와 소형화의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 소자로써의 응용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본 글에서는 강유전성과 자성이 함께 공존하

는 다강체 물질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단일물질 다

강체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다. 단일 물질 다강체에 

관한 연구는 향후 상온에서 다강성이 나타나고, 비교

적 작은 전자기장 내에서 구동될 만한 새로운 물질을 

찾고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미시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세 가지 종류의 다강성 나노복합체를 소

개하였다. 그림 13에 단일 물질 다강체, 다강성 나

노복합체 박막의 자기전기 계수를 비교하였다. 2-2

형의 나노복합체 박막은 0-3형이나 1-3형에 비

해 누설전류 특성이 좋으나 기판의 클램핑 효과 때

문에 큰 자기전기 계수 값을 가질 수 없다. VAN 구

조의 1-3형 나노복합체 박막은 두 물질 사이의 계

면에서의 스트레인으로 자성, 유전특성, 다강체 특

그림 12. (a) E-beam 리소그래피, (b) AAO, (c) FIB, (d) 고분자를 이용한 나노패터닝과 형판(template) 안에 나노기둥들을 규칙 배열하는 과정 
[18-21].

(a)

(c) (d)

(b)

그림 13. 단일물질과 다강성 나노복합체 박막, 벌크와 박막 형태 다
강체의 자기전기 계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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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자기전기 계수 값은 벌크의 

2-2형에 비해 훨씬 작으나 여러 연구를 통해 이 값

을 증가시켜 저전력 구동의 스핀을 기반으로 한 메

모리 소자에 응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메모리 소자로의 응용 가능성이 높은 

1-3형 나노복합체 박막의 최근 연구 결과와 소자로

의 응용 방향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자기전기 효과

를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물질에 대한 탐구와 메

모리 소자로의 응용을 위해 나노기둥을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연구, 그리고 저가, 대면적 소자 제작을 위

해 실리콘 기판위의 집적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본 글을 통해 소개된 연구 결과가 

향후 다강체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응용에 한 걸음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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