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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는 스핀(spin)과 

전자공학(electronics)의 합성어로 지금까지 전

자 흐름의 on/off로 제어되는 정보를 양자역학

적 스핀 상태인 up/down으로 대체하고자 활

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스핀은 전자

가 고유하게(intrinsic) 보유하고 있는 성질임에

도 불구하고 스핀과 전자를 공간적으로 분리

할 수 있고, 전자를 물리적으로 흘려보내지 않

더라도 스핀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응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스핀트로닉스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외부 자기장 없이 고속

의 스핀 스위칭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MRAM(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개발 초기 단계에는 메모리 셀에 수십 나노초

(ns)에서 마이크로초(μs)의 전류 펄스를 흘려 

암페어 자기장을 유도해 직접 스핀을 반전시

켰으나 자기장의 국소화가 어려워 집적 밀도

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곧이어 외부 자기

장 없이 전류를 주입하여 스핀의 각운동량 전

달을 이용해 다른 층의 스핀을 반전시킬 수 있

는 스핀 전달 토크(spin-transfer torque) 방식이 

개발되어 [1,2] 고밀도 매체 개발에 박차를 가

하였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HDD(hard-disk 

drive), SSD(solid-state disk),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등의 저장 매체를 대

체할 만큼 가격적인 면까지 우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HDD와 SSD의 정보의 비휘발성(non-

volatile) 및 DRAM보다 빠른 읽기/쓰기 동작속

도, 내구성, 에너지 효율 등의 장점을 모두 갖

고 있다 [3,4]. 현재 Everspin Technology 사에

서 2019년 초 1 Gb 용량의 메모리를 개발하

여 양산하고 있으며 고가로 인해 주로 내구성 

시간 분해능 전광학적 
스핀 스위칭 연구 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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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뢰도를 중요시하는 기기들에 내장형으로 

판매 단계에 있다. 

이러한 저장 매체 중 가장 빠르게 동작하

는 MRAM 및 DRAM의 경우 수 ~ 수십 나노초

의 동작 속도를 보이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전

자장비가 동작할 수 있는 속도의 한계가 되므

로 향후 더 빠른 동작 속도를 갖는 소자를 개

발하기 위해서는 전자장비 기반이 아닌 다른 

방법의 정보 저장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현재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제어하는 방법

은 수십 펨토초의 펄스폭을 갖는 레이저 펄스

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레이저 광

자의 각운동량(angular momentum)을 스핀 각

운동량에 빠르게 전달하여 외부 자기장 및 외

부와 연결된 전자회로망 없이 오로지 광자만

으로 스핀 스위칭을 이루는 것이 기본 아이디

어다. 2007년 네덜란드의 Th. Rasing 그룹에서  

발견된 이래로 [5], 최근 약 10년 이상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소위 전광학적 스위칭(all-

optical switching) 방법이라 불리는 기술의 측

정 방법, 동작 메커니즘, 다양한 관련 소재군, 

그리고 동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  시간 분해능 스핀 동역학   

 측정 방법

2.1 시간 분해능 자기광 측정 장비 개요

전광학적 방법과 관련된 모든 실험은 기본

적으로 펨토초 레이저 펄스를 이용한 시간 분

해능 펌프-프로브 자기광 효과(time-resolved 

pump-probe magneto-optical Kerr effect) 측

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그림 1과 같이 레이

저에서 나온 펨토초 펄스를 강한 세기의 펌프

와 약한 세기의 프로브 빔으로 분리시켜 두 빔 

사이의 광학적 거리를 딜레이 스테이지(delay 

stage)로 변화시키면서 펌프에 의해 변화된 시

료의 동역학 특성을 프로브로 측정을 하게 된

다. 펌프와 프로브의 파장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나(degenerate pump-probe), 이색 표백성

(dichroic bleaching) 현상으로 인하여 펌프와 

프로브가 만나는 t = 0 시점에서 스핀 동역학 

정보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펌프-프로브 파장을 (400 nm, 800 nm) 

혹은 (800 nm, 400 nm)를 사용한다. 

그림 1 ▶  (a) 펨토초 시간 분해능 자기광 측정 장비 개략도 (b) 펌프와 프로브 펄스 사이의 시간 간격에 따른 자기광 신호 예시.

a b

시료의 비자성 신호의 경우, 펌프에 의한 광

학 프레넬 계수(Fresnel coefficient)의 변화를 

반사율이나 투과율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

으며, 자성 신호의 경우, 선편광된 프로브는 스

핀이 갖고 있는 국소 자기장에 의해 편광축이 

회전된 타원편광으로 반사되며 회전된 각도

(Kerr rotation: MOKE 실수부) 혹은 타원의 이

심률(Kerr ellipticity: MOKE 허수부)로 결정된

다. 이 자기광 신호들을 balanced detector로 편

광변화를 측정하고 자성 정보와 비례한다는 가

정을 사용하여 스핀 동역학 신호를 분석한다. 

자기광 현상이라 불리는 MOKE는 장비 셋업이 

비교적 어렵지 않으며, 프로브의 펄스 폭 내에 

측정하는 것이므로 초고속이 가능하며, 비파

괴, 1 nm 두께의 박막도 측정 가능한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2.2 자기광 신호 성분 측정 방법

스핀의 움직임을 3차원 공간에서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각 시간의 Sx, Sy, Sz의 성분을 알

아야 하는데(그림 2 좌측의 x, y, z 방향 참조) 

MOKE의 측정 기하학적 구조를 변화시킴으

로써 가능하다. 그림 2와 같이 외부자기장이  

수직으로부터 y축 방향으로 φ의 각도로 인가

된 상태에서 프로브가 시료에 수직 입사하는 

경우(θi = 0)는 선편광의 회전 각도에 관계없이 

Sz 성분만 측정되며(polar Kerr), 수평 편광을 

가지며 입사각 θi = θ0로 입사하는 경우는 Sy, Sz 

성분이 모두 측정된다(longitudinal Kerr). 자기

장 방향을 -φ로 변화시키면 이번에는 -Sy, Sz성

분이  측정되므로 두 신호의 차와 합을 통하여 

Sy, Sz를 각각 분리할 수 있다. Sx 성분은 수평 

편광 입사의 프로브 빔을 편광 분석이 아닌 반

사율을 측정함으로써 얻게 되는데(transverse 

Kerr), 비자성 정보가 동시에 포함되므로 외부

그림 2 ▶  자기광 측정 스핀 성분에 따른 광학 파라미터.

Polar Kerr Longitudinal Transverse

프로브 편광 P, S P P

스핀 성분 Sz Sy Sx

입사각 θi 0 Large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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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 비자성 정보가 동시에 포함되므로 외부

그림 2 ▶  자기광 측정 스핀 성분에 따른 광학 파라미터.

Polar Kerr Longitudinal Transverse

프로브 편광 P, S P P

스핀 성분 Sz Sy Sx

입사각 θi 0 Large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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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 φ와 -φ에서 측정된 신호의 차를 구하

면 Sx 성분만 얻게 된다. 보통 전광학적 스위칭 

실험에서는 수직자기이방성의 시료를 사용하

므로 지금부터 언급되는 MOKE 신호는 polar 

Kerr 측정이라 간주해도 좋다. 

3.  전광학적 스핀 스위칭의   

 간단한 역사 및 실험 결과  

 소개

3.1 최초의 발견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전광학적 스위칭

은 네덜란드 Nijmegen, Radboud 대학의 Theo 

Rasing 그룹에 의해 희토류(RE: Rare-Earth)

와 전이금속(TM: Transition Metal) 합금의 

Gd22Fe74.6Co3.4에서 최초로 보고되었다 [5]. 이 

물질은 RE와 TM의 스핀 방향은 반평행(anti-

parallel)이나 크기가 다른 페리자성(ferrimag-

net)을 갖고 있어, 각운동량 보상온도(angular 

momentum compensation temp.) 및 자성 보

상온도(magnetization compensation temp.)

가 분리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조성을 조절

하여 자성 보상온도를 상온 이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광자의 각운동량을 전달하기 

위해 빛의 편광을 원편광으로 입사시키며 우

편광(σ+)이면 각운동량 +1, 좌편광(σ-)이면 -1, 

선편광(L)이면 0으로 정의된다. 그림 3에 Th. 

Rasing 그룹의 전광학적 스위칭 결과를 나타

내었는데, 시료의 흰색과 검은색은 스핀의 up, 

down 방향을 각각 나타내며 빛의 원편광 상태

를 바꿔가며 스핀 반전을 성공시켰음을 의미

한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다른 조성 혹은 RE-

TM 계열의 다음과 같은 여러 물질에 대한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 Gd24Fe66.5Co9.5 [6], TbxCo1-x 

[7], TbxFe1-x  [8]. 

광자와 스핀 사이의 각운동량이 어떻게 변

환되는지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

았으나, 초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예상한 바

대로 역 패러데이 효과(inverse Faraday effect)

가 제시되었다. 패러데이 효과는 스핀이 빛의 

편광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므로, 역 패러데이 

효과는 빛의 편광이 스핀 방향을 바꾼다는 것

이다. 원편광에 의해 생성된 전자의 회전운동

이 약 10 테슬라 크기의 초고속 자기장을 발생

시켜 스핀 반전이 유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

만 [9], 이는 이후에 제기된 몇가지 의문들을 설

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스위칭이 되는 시

간이 레이저 펄스폭에 비해 100~1,000배 이상 

길다는 것과 [10], 레이저의 반복률에 따라 스

위칭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즉, 스위칭이 

단일 펄스(single shot)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다중 펄스 효과의 확률적 합으로 주어진다

는 것이다 [11]. A. Khorsand는 시료의 circular 

dichroism(원편광에 따른 흡수율 상이성) 연구

를 통해 원편광 의존 스위칭, 단일 펄스 및 다

중 펄스에 의한 확률적 스위칭도 설명하였다 

[12]. GdFeCo(RE-TM 계열)를 정량적으로도 잘 

설명하였으나 그 이후에 발표된 강자성체 기

반의 시료는 더 확장된 설명이 필요했으며, 또

한 실험시 항상 나타나게 되는 레이저 펄스에 

의한 열 에너지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 답을 얻

기 위한 새로운 연구가 계속 수행되고 있다. 

3.2 교환 상호 작용 메커니즘

첫 결과가 보고된 지 4년 후 펨토초 시간 분

해능 XMCD(X-ray Magnetic Circular Dichro-

ism)를 사용하여 Gd과 Fe 원소 각각의 동역학

을 동시에 측정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13]. 이 

실험에서는 선편광 펌프 레이저를 사용했음에

도 불구하고 스핀 스위칭이 일어난 것을 확인

했으며, 그 원인으로 두 종류의 준격자(sublat-

tice) 사이의 교환 상호작용(exchange interac-

tion)을 제시하였다 (그림 4). 

두 준격자 사이의 스핀은 초기에 반대방향으

로 정렬되어 있으나 펌프 이후의 동역학은 놀

랄만큼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Gd은 4f 궤

도의 전자들이, Fe은 3d 궤도의 전자들이 자

화 모멘트에 각각 기여하는데, 4f 궤도가 상대

적으로 더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 페르미 표면

(Fermi surface)에서 낮은 에너지 값을 가지므

로 펌프에 의한 탈자 현상은 그림 4처럼 Fe보

다 Gd이 느린 동역학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약 

300 fs에는 Fe의 스핀만 스위칭이 되어 준격자 

사이의 스핀 정렬 상태는 1 ps 동안 나란한 강

자성체 상태를 보인다. 이 원인은 명확히 규명

되지 않았지만, 열에너지로 인한 격자의 크기 

및 비등방 에너지 변화, 주변으로의 스핀 각운

동량 전달 [14]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교환 상

그림 4 ▶  펨토초 분해능 XMCD로 측정한 Gd과 Fe 준격자의 스핀 

동역학 [13].

그림 3 ▶  최초로 보고된 Gd22Fe74.6Co3.4에서의 전광학적 스핀 스위칭 [5]. (a) 레이저 펄스 인가 전의 자구(domain) 모습과 (b) 레이저의 편

광을 달리한 펄스로 스캔한 후의 자구 변화.

a bBefore exposure After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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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Sx 성분만 얻게 된다. 보통 전광학적 스위칭 

실험에서는 수직자기이방성의 시료를 사용하

므로 지금부터 언급되는 MOKE 신호는 polar 

Kerr 측정이라 간주해도 좋다. 

3.  전광학적 스핀 스위칭의   

 간단한 역사 및 실험 결과  

 소개

3.1 최초의 발견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전광학적 스위칭

은 네덜란드 Nijmegen, Radboud 대학의 Theo 

Rasing 그룹에 의해 희토류(RE: Rare-Earth)

와 전이금속(TM: Transition Metal) 합금의 

Gd22Fe74.6Co3.4에서 최초로 보고되었다 [5]. 이 

물질은 RE와 TM의 스핀 방향은 반평행(anti-

parallel)이나 크기가 다른 페리자성(ferrimag-

net)을 갖고 있어, 각운동량 보상온도(angular 

momentum compensation temp.) 및 자성 보

상온도(magnetization compensation temp.)

가 분리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조성을 조절

하여 자성 보상온도를 상온 이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광자의 각운동량을 전달하기 

위해 빛의 편광을 원편광으로 입사시키며 우

편광(σ+)이면 각운동량 +1, 좌편광(σ-)이면 -1, 

선편광(L)이면 0으로 정의된다. 그림 3에 Th. 

Rasing 그룹의 전광학적 스위칭 결과를 나타

내었는데, 시료의 흰색과 검은색은 스핀의 up, 

down 방향을 각각 나타내며 빛의 원편광 상태

를 바꿔가며 스핀 반전을 성공시켰음을 의미

한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다른 조성 혹은 RE-

TM 계열의 다음과 같은 여러 물질에 대한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 Gd24Fe66.5Co9.5 [6], TbxCo1-x 

[7], TbxFe1-x  [8]. 

광자와 스핀 사이의 각운동량이 어떻게 변

환되는지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

았으나, 초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예상한 바

대로 역 패러데이 효과(inverse Faraday effect)

가 제시되었다. 패러데이 효과는 스핀이 빛의 

편광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므로, 역 패러데이 

효과는 빛의 편광이 스핀 방향을 바꾼다는 것

이다. 원편광에 의해 생성된 전자의 회전운동

이 약 10 테슬라 크기의 초고속 자기장을 발생

시켜 스핀 반전이 유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

만 [9], 이는 이후에 제기된 몇가지 의문들을 설

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스위칭이 되는 시

간이 레이저 펄스폭에 비해 100~1,000배 이상 

길다는 것과 [10], 레이저의 반복률에 따라 스

위칭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즉, 스위칭이 

단일 펄스(single shot)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다중 펄스 효과의 확률적 합으로 주어진다

는 것이다 [11]. A. Khorsand는 시료의 circular 

dichroism(원편광에 따른 흡수율 상이성) 연구

를 통해 원편광 의존 스위칭, 단일 펄스 및 다

중 펄스에 의한 확률적 스위칭도 설명하였다 

[12]. GdFeCo(RE-TM 계열)를 정량적으로도 잘 

설명하였으나 그 이후에 발표된 강자성체 기

반의 시료는 더 확장된 설명이 필요했으며, 또

한 실험시 항상 나타나게 되는 레이저 펄스에 

의한 열 에너지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 답을 얻

기 위한 새로운 연구가 계속 수행되고 있다. 

3.2 교환 상호 작용 메커니즘

첫 결과가 보고된 지 4년 후 펨토초 시간 분

해능 XMCD(X-ray Magnetic Circular Dichro-

ism)를 사용하여 Gd과 Fe 원소 각각의 동역학

을 동시에 측정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13]. 이 

실험에서는 선편광 펌프 레이저를 사용했음에

도 불구하고 스핀 스위칭이 일어난 것을 확인

했으며, 그 원인으로 두 종류의 준격자(sublat-

tice) 사이의 교환 상호작용(exchange interac-

tion)을 제시하였다 (그림 4). 

두 준격자 사이의 스핀은 초기에 반대방향으

로 정렬되어 있으나 펌프 이후의 동역학은 놀

랄만큼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Gd은 4f 궤

도의 전자들이, Fe은 3d 궤도의 전자들이 자

화 모멘트에 각각 기여하는데, 4f 궤도가 상대

적으로 더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 페르미 표면

(Fermi surface)에서 낮은 에너지 값을 가지므

로 펌프에 의한 탈자 현상은 그림 4처럼 Fe보

다 Gd이 느린 동역학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약 

300 fs에는 Fe의 스핀만 스위칭이 되어 준격자 

사이의 스핀 정렬 상태는 1 ps 동안 나란한 강

자성체 상태를 보인다. 이 원인은 명확히 규명

되지 않았지만, 열에너지로 인한 격자의 크기 

및 비등방 에너지 변화, 주변으로의 스핀 각운

동량 전달 [14]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교환 상

그림 4 ▶  펨토초 분해능 XMCD로 측정한 Gd과 Fe 준격자의 스핀 

동역학 [13].

그림 3 ▶  최초로 보고된 Gd22Fe74.6Co3.4에서의 전광학적 스핀 스위칭 [5]. (a) 레이저 펄스 인가 전의 자구(domain) 모습과 (b) 레이저의 편

광을 달리한 펄스로 스캔한 후의 자구 변화.

a bBefore exposure After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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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박막의 층수에 따른 Kerr 이미지를 

보여주며 어두운 영역(밝은 영역)은 스핀의 

up(down) 도메인을 나타낸다. (A), (B)와 같이 

높은 층수(N = 8, 5)에서는 레이저의 원편광 방

향에 의존하지 않는 탈자현상만 보여주고 있

고, 낮은 층수(N = 3)인 (C)에서는 스위칭의 원

편광(σ+, σ-) 의존성을 확실히 보여주며, 오로지 

선편광(L)일 때만 탈자현상을 보인다. 흥미로

운 점은 빨간 사각형내의 레이저 스팟 영역의 

경계는 스위칭이 되며 중심은 단순 탈자를 보

이는데, 레이저의 공간 분포가 Gaussian 형태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이저 인가 후 중심에

서는 퀴리 온도를 넘은 상태가 수십 ps 동안 유

지되어 원편광에 의한 스위칭 효과가 발현되

지 않고, 경계부분은 그보다 약간 낮은 온도가 

형성되어 남아 있는 스핀들이 원편광의 영향

을 받아 스위칭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저장매체에 이용하고자 할 때, 스캐닝이 아닌 

호작용의 부호가 순간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료의 온도가 하강하면서 약 1.5 

ps에서는 다시 교환 상호작용의 부호가 변하

여 Gd과 Fe의 스핀이 반평행한 페리자성의 형

태로 되는데, 그 과정에서 Fe의 스핀이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닌 Gd의 스핀이 반전되어 전체적

으로 스핀 스위칭이 일어나는 동역학이 완성

된다. 그 이유는 각 원소의 자화 값은 자성 보

상온도 이하에서는 MGd > MFe, 그 이상의 온도

에서는 MGd < MFe이 되므로 높은 온도에서 Gd

과 Fe의 스핀 방향이 반대로 전환될 때, Fe의 

스핀을 중심으로 Gd의 스핀이 회전하게 되는 

메커니즘이다. 

원편광에 관계없이 스위칭이 된다는 충격적

인 결과 이후, 많은 그룹들이 inverse Faraday 

effect 라는 어구 대신 all-optical switching을 

사용하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쓰고 있다. 이후

로 선편광 펌프를 사용하여 스핀 스위칭을 관

찰한 많은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 중 원인

을 더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펌프를 맞

은 영역의 외부 주변에서 발생하는 쌍극자 장

(dipolar field)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15], 이를 확인하기 위해 T. Ostler 연구

팀은 쌍극자 장에 의한 스위칭 효과를 배제하

기 위하여 펌프의 사이즈보다 작은 지름 약 20 

μm 크기의 패턴된 원형 시료를 제작하여 펌

프 에너지를 균일하게 입사시켰다 [16]. 광자

의 각운동량 및 쌍극자 장과는 관계가 없으므

로 스핀 스위칭은 패턴된 시료 전면에 균일하

게 toggle 형태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

표하였다.

3.3 강자성체로의 비약적 발전

프랑스의 S. Mangin 그룹과 미국의 E. Ful-

lerton 그룹은 최초로 수직 자기 이방성을 갖는 

강자성체인 [Co(0.4 nm)/Pt(0.7 nm)]N 다층박

막 및 FePtAgC 합금박막의 스핀 스위칭에 성

공하였다 [17]. 이 논문에서는 오히려 RE-TM 

물질에서 큰 영향이 없었던 원편광을 사용했

으며 다층박막의 수 및 Co의 두께를 1 nm 까

지 늘려가며 측정한 결과 낮은 층수(N ≤ 3) 및 

얇은 두께(< 0.6 nm)에서 원편광 의존 스위칭

이, 높은 층수 및 두꺼운 시료 일수록 펌프의 

열에너지에 의한 단순 탈자현상만 일어난다는 

것을 보였다. 

이 결과는 이전에 발표된 RE-TM 계열 시료

의 결과와는 다른 중요한 점이 있다. 첫번째는 

I. Radu의 결과와는 [13] 반대로 광자의 각운동

량이 스핀 스위칭을 유도한다는 것을 무수히 

많은 시료로 확실하게 증명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RE-TM 구조의 페리자성에서 벗어나 강

자성체로 확장한 것이다. 

RE-TM 시료는 쉽게 산화되어 성질의 재현

성이 확보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가 지속적

으로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강자성체는 두

께 제어만 제대로 된다면 상대적으로 용이

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

서 특수한 물질이 아닌 일반적인 강자성체에

서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인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로써, 아직

은 멀지만 초고속 스핀트로닉스 상용화 단

계를 향해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5 ▶  [Co(0.4 nm)/Pt(0.7 nm)]N 시료의 펌프 편광에 따른 자기광 이미지 [17]. (A) N = 8, (B) N = 5, (C) N = 3 일 때 각각의 자기광 이미

지. (D) N = 3 에서 펌프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의 자기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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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Co(0.4 nm)/Pt(0.7 nm)]N 시료의 펌프 편광에 따른 자기광 이미지 [17]. (A) N = 8, (B) N = 5, (C) N = 3 일 때 각각의 자기광 이미

지. (D) N = 3 에서 펌프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의 자기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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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팟 내의 모든 영역이 스위칭이 되어야 하

는데, 이것은 레이저 빔의 세기를 줄여 중심에

도 퀴리 온도를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으로 해

결할 수 있다. 그림 5(D)는 레이저 세기에 따

른 스위칭 정도를 보여주는데, 오른쪽의 가장 

약한 세기에서는 중심 및 경계부분이 모두 균

일하게 스위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4 단일 펄스 스핀 스위칭 구현

그러나 아쉽게도 강자성체의 스위칭은 레이

저 펄스 한개로 결정적으로(deterministic) 이

루어지지 않고 다중 펄스에 의한 누적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RE-TM의 

경우는 반대로 단일 펄스로 스위칭이 가능하

나 원편광의 의존성이 없는 toggle 스위칭이었

다. 따라서 기존의 두 실험 결과를 결합한 아

이디어로 미국 Berkeley의 J. Bokor 그룹은 [18] 

RE-TM과 강자성체 재료를 결합하여, [Co/Pt]N/

Gd7Fe65Co28 다층박막에서 Co/Pt 층과 GdFeCo 

층 사이에 수직 교환 바이어스(exchange bias)

가 생성되도록 제작하고 단일 펄스로 약 7 ps 

내에 스핀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

으로 입증하였다. 

네덜란드의 B. Koopmans 그룹은 수직 교

환 바이어스가 걸린 Gd/Co/Cu/Co/[Ni/Co]N 시

료를 제작하였다 [19]. Gd/Co 층은 근접효과

(proximity effect)로 인하여 마치 RE-TM 합금

과 같이 스핀 방향이 서로 반평행으로 정렬되

어 있고, Cu 층을 중심으로 양측의 Co 층의 스

핀이 평행 혹은 반평행으로 정렬된다. 시료의 

총 두께는 약 10 nm 이므로 레이저 펄스를 인

가하면 모든 층의 스핀이 여기되며, 특히 하부

의 [Ni/Co]N 층의 스핀 각운동량이 Cu 층을 매

개로하여 상부의 Gd/Co 층으로 전달되는데 레

이저 펄스의 세기가 높을 때는 기존의 RE-TM 

결과에서 보여주었던 toggle 스위칭이, 세기

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에서는 원편광에 의

존하는 스위칭을 보였다. 이것은 펄스 세기의 

Gaussian 형태를 고려할 때, 중심에서는 toggle 

스위칭을, 주변부에서는 원편광 의존 스위칭

을 단일 레이저 펄스로 동시에 구현했음을 의

미한다. 

프랑스의 J. Y. Bigot 그룹에서는 Pt(1.5 nm)/

Co(0.7 nm)/Pt(1.5 nm)의 단일 펄스 스위칭이 

자구(magnetic domain)의 크기와 관련한다는 

새로운 관점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20]. 시료의 

두께로 인해 선편광에 의한 toggle 스위칭에 이

루어지며, 펄스 사이즈 크기가 자구의 크기보

다 작을 때 단일 펄스 스위칭이 일어난다고 주

장하였다. 펄스 사이즈가 커지면 내부에 자기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다자구(multi domain)

가 발생, 즉 스핀의 무질서도(disorder)가 증가

하여 단일 펄스 스위칭이 일어날 확률을 낮추

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5 스핀 전류의 활용 및 전망

앞선 B. Koopmans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이 최근 스핀 각운동량을 noble metal(Au, Cu) 

등을 통해 양측의 인접한 강자성체 층으로 전

달하는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로, 인접한 강자성 두 층 사이의 경계면

에서 작용하는 원하지 않는 교환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고, 스핀 생성층과 전달받는 층을 

구분하여 동역학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Au, Cu은 스핀 각운동량을 전달하

는 거리가 길어(Cu > 100 nm) 산란에 의한 각

운동량 손실이 작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 스핀 

각운동량 전달에 의한 동역학은 소위 스핀 전

달 토크(spin transfer torque)라고 불리우며, 초

고속 영역이 아닌 정적인 시간 영역에서는 이

미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전류로 생성된 

국소 자기장으로 토크를 발생시키는 방법 [21], 

스핀 각운동량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2], 최

근에는 스핀-궤도 얽힘(spin-orbit coupling)을 

이용한 스핀 각운동량 주입 [23] 등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고속 시간 영역에서는 2008년 G. Malinows-

ki가 Ru과 NiO을 전달층으로 사용하여 전달층

의 유무에 따라 스핀 탈자 현상의 효율이 바뀐

다는 결과를 처음 보고하였고 [24], D. Rudolf 및 

C. Stamm 그룹에서도 Ni/Ru/Fe 시료의 강자성

체 사이의 스핀이 평행, 반평행 구조를 갖도록 

제작하고 레이저를 가하여 Ni층의 스핀 각운

동량을 Fe층으로 전달시켰다. 그 결과 Fe층에

서는 스핀 탈자가 아닌 스핀 획득(gain)의 결과

를 얻어 초고속 스핀 전류가 실재함을 확인하

였다 [25,26]. 또한 Fe(10 nm)/Au(2 nm), Fe(10 

nm)/Ru(2 nm) 이층구조에 레이저 펄스를 인가

하면, 수평 자기이방성을 갖는 Fe의 탈자에 의

한 스핀 전류가 비자성층으로 이동하며 스핀-

궤도 결합에 의해 수평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다. 이 때 시료의 수직방향(두께방향)으로 테라

헤르츠 펄스가 방출되는데 이 신호를 측정함으

로써 스핀 전류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27].

지금까지 레이저를 강자성체에 인가해 스핀 

탈자로 인한 각운동량 전달, 즉 스핀 전류를 측

정했다면 최근 3~4년 동안은 강자성체가 아닌 

Pt, W, Ta, Au등과 같은 중금속(heavy metal)을 

그림 6 ▶   Pt(2 nm)/Co(10 nm)/glass 시료에서 원편광 펌프를 이용한 초고속 스핀 전류 생성 및 테라헤르츠 신호 방출 모식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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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팟 내의 모든 영역이 스위칭이 되어야 하

는데, 이것은 레이저 빔의 세기를 줄여 중심에

도 퀴리 온도를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으로 해

결할 수 있다. 그림 5(D)는 레이저 세기에 따

른 스위칭 정도를 보여주는데, 오른쪽의 가장 

약한 세기에서는 중심 및 경계부분이 모두 균

일하게 스위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4 단일 펄스 스핀 스위칭 구현

그러나 아쉽게도 강자성체의 스위칭은 레이

저 펄스 한개로 결정적으로(deterministic) 이

루어지지 않고 다중 펄스에 의한 누적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RE-TM의 

경우는 반대로 단일 펄스로 스위칭이 가능하

나 원편광의 의존성이 없는 toggle 스위칭이었

다. 따라서 기존의 두 실험 결과를 결합한 아

이디어로 미국 Berkeley의 J. Bokor 그룹은 [18] 

RE-TM과 강자성체 재료를 결합하여, [Co/Pt]N/

Gd7Fe65Co28 다층박막에서 Co/Pt 층과 GdFeCo 

층 사이에 수직 교환 바이어스(exchange bias)

가 생성되도록 제작하고 단일 펄스로 약 7 ps 

내에 스핀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

으로 입증하였다. 

네덜란드의 B. Koopmans 그룹은 수직 교

환 바이어스가 걸린 Gd/Co/Cu/Co/[Ni/Co]N 시

료를 제작하였다 [19]. Gd/Co 층은 근접효과

(proximity effect)로 인하여 마치 RE-TM 합금

과 같이 스핀 방향이 서로 반평행으로 정렬되

어 있고, Cu 층을 중심으로 양측의 Co 층의 스

핀이 평행 혹은 반평행으로 정렬된다. 시료의 

총 두께는 약 10 nm 이므로 레이저 펄스를 인

가하면 모든 층의 스핀이 여기되며, 특히 하부

의 [Ni/Co]N 층의 스핀 각운동량이 Cu 층을 매

개로하여 상부의 Gd/Co 층으로 전달되는데 레

이저 펄스의 세기가 높을 때는 기존의 RE-TM 

결과에서 보여주었던 toggle 스위칭이, 세기

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에서는 원편광에 의

존하는 스위칭을 보였다. 이것은 펄스 세기의 

Gaussian 형태를 고려할 때, 중심에서는 toggle 

스위칭을, 주변부에서는 원편광 의존 스위칭

을 단일 레이저 펄스로 동시에 구현했음을 의

미한다. 

프랑스의 J. Y. Bigot 그룹에서는 Pt(1.5 nm)/

Co(0.7 nm)/Pt(1.5 nm)의 단일 펄스 스위칭이 

자구(magnetic domain)의 크기와 관련한다는 

새로운 관점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20]. 시료의 

두께로 인해 선편광에 의한 toggle 스위칭에 이

루어지며, 펄스 사이즈 크기가 자구의 크기보

다 작을 때 단일 펄스 스위칭이 일어난다고 주

장하였다. 펄스 사이즈가 커지면 내부에 자기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다자구(multi domain)

가 발생, 즉 스핀의 무질서도(disorder)가 증가

하여 단일 펄스 스위칭이 일어날 확률을 낮추

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5 스핀 전류의 활용 및 전망

앞선 B. Koopmans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이 최근 스핀 각운동량을 noble metal(Au, Cu) 

등을 통해 양측의 인접한 강자성체 층으로 전

달하는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로, 인접한 강자성 두 층 사이의 경계면

에서 작용하는 원하지 않는 교환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고, 스핀 생성층과 전달받는 층을 

구분하여 동역학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Au, Cu은 스핀 각운동량을 전달하

는 거리가 길어(Cu > 100 nm) 산란에 의한 각

운동량 손실이 작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 스핀 

각운동량 전달에 의한 동역학은 소위 스핀 전

달 토크(spin transfer torque)라고 불리우며, 초

고속 영역이 아닌 정적인 시간 영역에서는 이

미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전류로 생성된 

국소 자기장으로 토크를 발생시키는 방법 [21], 

스핀 각운동량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2], 최

근에는 스핀-궤도 얽힘(spin-orbit coupling)을 

이용한 스핀 각운동량 주입 [23] 등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고속 시간 영역에서는 2008년 G. Malinows-

ki가 Ru과 NiO을 전달층으로 사용하여 전달층

의 유무에 따라 스핀 탈자 현상의 효율이 바뀐

다는 결과를 처음 보고하였고 [24], D. Rudolf 및 

C. Stamm 그룹에서도 Ni/Ru/Fe 시료의 강자성

체 사이의 스핀이 평행, 반평행 구조를 갖도록 

제작하고 레이저를 가하여 Ni층의 스핀 각운

동량을 Fe층으로 전달시켰다. 그 결과 Fe층에

서는 스핀 탈자가 아닌 스핀 획득(gain)의 결과

를 얻어 초고속 스핀 전류가 실재함을 확인하

였다 [25,26]. 또한 Fe(10 nm)/Au(2 nm), Fe(10 

nm)/Ru(2 nm) 이층구조에 레이저 펄스를 인가

하면, 수평 자기이방성을 갖는 Fe의 탈자에 의

한 스핀 전류가 비자성층으로 이동하며 스핀-

궤도 결합에 의해 수평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다. 이 때 시료의 수직방향(두께방향)으로 테라

헤르츠 펄스가 방출되는데 이 신호를 측정함으

로써 스핀 전류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27].

지금까지 레이저를 강자성체에 인가해 스핀 

탈자로 인한 각운동량 전달, 즉 스핀 전류를 측

정했다면 최근 3~4년 동안은 강자성체가 아닌 

Pt, W, Ta, Au등과 같은 중금속(heavy metal)을 

그림 6 ▶   Pt(2 nm)/Co(10 nm)/glass 시료에서 원편광 펌프를 이용한 초고속 스핀 전류 생성 및 테라헤르츠 신호 방출 모식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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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초고속 스핀 전류 생성에 연구가 집중

되고 있다 [28]. 위와 같은 중금속은 비자성이

므로 스핀 탈자에서 기인한 스핀 전류가 생성

되지 않으므로, 그림 6과 같이 레이저의 원편

광을 입사시켜 광자의 각운동량이 스핀 각운

동량으로 변환되는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이

다. 이 메커니즘은 이미 반도체에서 optical ori-

entation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중금속에서

는 2016년 RE-TM 물질에서의 초고속 스위칭을 

발표했던 네덜란드의 Th. Rasing, A. Kimel 그

룹에 의해 스핀 전류에 기인한 테라헤르츠 방

출 측정으로 처음 구현되었고, 중금속 두께에 

따른 효율도 측정하였다. 그 결과 Pt(1.3 nm)

의 광-스핀 변환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측

정되었으며, 이는 중금속내에서의 스핀 확산 

거리(spin diffusion length)가 1~2 nm 정도라

는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Au(2 nm)/Co(10 nm)/sapphire 구조에서는 

스핀 전류의 존재를 강자성체의 스핀 동역학

을 Kerr 신호를 직접 측정함으로서 확인했는데 

[29], 우, 좌원편광은 시료에 수직 방향의 광자 

각운동량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Au 층으로부

터의 수직 스핀 방향의 up, down이 결정된다. 

이 스핀 전류는 Co 강자성 층으로 전파되고 초

기 자화 용이축이 수평방향으로 정의되어 있

는 Co의 스핀이 초고속 스핀 전류에 의해 토크

를 받아 발생한 세차운동을 보고하였다.

초고속 스핀 전류의 활용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 이유로는 정적인 시간 영

역에서의 스핀 전류는 Hall bar와 같이 패턴된 

구조에 전극을 연결하여 전압을 인가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반면, 초고속 스핀 전류는 외

부 회로와의 연결없이 오직 레이저 펄스로만 

이루어지며, μm 사이즈의 국소 단위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단, 스핀 확

산 거리가 짧아 수평 방향으로는 아직 응용성

이 힘들다는 단점과 함께, 정적인 시간 영역에

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스핀-궤도 토크 연

구에서 인가되는 수평방향의 스핀 전류와 어

떻게 통합(integration)될 수 있을지는 상용화

를 위해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원편광 의존성을 갖는 초고속 스핀 전류는 

강자성체의 전광학적 스위칭의 원인을 밝히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C. H. Lambert의 결과에서는 [17] 전광학적 

스위칭의 메커니즘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당

시 시료가 [Co/Pt]N 다층박막으로 Pt이 포함되

어 있었으며, 2014년 발표한 S. Mangin의 결과

에서는 [Co/Tb]N 시료의 capping 및 buffer 층

이 Ta(4 nm)로 증착되어 있었으며 탈자로 기

인한 스핀 전류가 스위칭 메커니즘이 될 것이

라는 제안을 했었다 [30]. 그러나 당시에는 탈

자로 기인한 스핀 전류가 왜 광자의 원편광 의

존성을 가져야 하는지는 명확한 설명이 제시

되지 않았다. 최근의 결과들을 볼 때 오히려 

각 시료에 첨가된 Pt, Ta의 optical orientation

에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Co/Pt]N 경우 N ≤ 3 에서 스

위칭이 가능한데, 총 Pt의 두께는 2.1 nm 가 된

다. 이것은 Th. Rasing, A. Kimel 그룹의 결과

인 [28] Pt의 스핀 확산 거리가 1~2 nm 인 사실

과 일치하며, Co의 두께가 0.6nm 이하인 얇은 

조건에서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결과는 Pt에서 

발생된 수직 방향의 스핀 각운동량의 총 크기

가 Co가 보유하고 있는 스핀 각운동량 총량보

다 클 때만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금속 박막시료의 광자와의 상

호작용을 밝히는 것이 현재까지 설명이 되지 

않았던 원편광 의존 스핀 스위칭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길일 것이다. 

4. 맺음말

최근 초고속 스핀 전류에 의한 스핀 제어 및 

스위칭 관련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서 정적인 시간 영역의 스핀-궤도 토크 연구 분

야와 급속도로 수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초고

속 시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전자장비 

방식의 스핀 전류를 대체할 초고속 스핀 전류

를 개발했기 때문이며, 정적인 시간 영역의 연

구 역시, 수십 나노초의 스핀 전류의 펄스폭을 

사용하면서 점차 초고속과 정적인 시간을 구

분하는 경계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S. Mangin, E. Fullerton, H. Yang 그룹은 정

적인 시간에서 스핀-궤도 토크를 활발하게 연

구하던 그룹이었으나 현재는 초고속 스핀 동

역학 연구 분야에서도 중요한 결과들을 내놓

고 있으며, B. Koopmans, J. Bokor 등의 그룹은 

초고속 스핀 동역학 분야의 전문가였으나 최

근 Hall bar 소자를 제작하고 전기적 측정을 통

하여 정적인 시간 영역에서의 스핀-궤도 토크 

연구를 이끌고 있다. 특히 B. Koopmans의 최

근 결과는 전광학적 스위칭 방법을 스핀트로

닉스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31]. 

상이해 보이는 두 시간 영역의 연구 결과는 

서로 상호 보완되어 앞으로 5 ~ 10년 내에 통

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초고속 스핀 동

역학 결과 [32] 이래로 약 25년 동안 공통의 목

표를 갖고 달려왔던 초고속 스핀트로닉스 정

보 저장 매체의 현실화를 부푼가슴으로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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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초고속 스핀 전류 생성에 연구가 집중

되고 있다 [28]. 위와 같은 중금속은 비자성이

므로 스핀 탈자에서 기인한 스핀 전류가 생성

되지 않으므로, 그림 6과 같이 레이저의 원편

광을 입사시켜 광자의 각운동량이 스핀 각운

동량으로 변환되는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이

다. 이 메커니즘은 이미 반도체에서 optical ori-

entation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중금속에서

는 2016년 RE-TM 물질에서의 초고속 스위칭을 

발표했던 네덜란드의 Th. Rasing, A. Kimel 그

룹에 의해 스핀 전류에 기인한 테라헤르츠 방

출 측정으로 처음 구현되었고, 중금속 두께에 

따른 효율도 측정하였다. 그 결과 Pt(1.3 nm)

의 광-스핀 변환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측

정되었으며, 이는 중금속내에서의 스핀 확산 

거리(spin diffusion length)가 1~2 nm 정도라

는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Au(2 nm)/Co(10 nm)/sapphire 구조에서는 

스핀 전류의 존재를 강자성체의 스핀 동역학

을 Kerr 신호를 직접 측정함으로서 확인했는데 

[29], 우, 좌원편광은 시료에 수직 방향의 광자 

각운동량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Au 층으로부

터의 수직 스핀 방향의 up, down이 결정된다. 

이 스핀 전류는 Co 강자성 층으로 전파되고 초

기 자화 용이축이 수평방향으로 정의되어 있

는 Co의 스핀이 초고속 스핀 전류에 의해 토크

를 받아 발생한 세차운동을 보고하였다.

초고속 스핀 전류의 활용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 이유로는 정적인 시간 영

역에서의 스핀 전류는 Hall bar와 같이 패턴된 

구조에 전극을 연결하여 전압을 인가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반면, 초고속 스핀 전류는 외

부 회로와의 연결없이 오직 레이저 펄스로만 

이루어지며, μm 사이즈의 국소 단위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단, 스핀 확

산 거리가 짧아 수평 방향으로는 아직 응용성

이 힘들다는 단점과 함께, 정적인 시간 영역에

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스핀-궤도 토크 연

구에서 인가되는 수평방향의 스핀 전류와 어

떻게 통합(integration)될 수 있을지는 상용화

를 위해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원편광 의존성을 갖는 초고속 스핀 전류는 

강자성체의 전광학적 스위칭의 원인을 밝히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C. H. Lambert의 결과에서는 [17] 전광학적 

스위칭의 메커니즘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당

시 시료가 [Co/Pt]N 다층박막으로 Pt이 포함되

어 있었으며, 2014년 발표한 S. Mangin의 결과

에서는 [Co/Tb]N 시료의 capping 및 buffer 층

이 Ta(4 nm)로 증착되어 있었으며 탈자로 기

인한 스핀 전류가 스위칭 메커니즘이 될 것이

라는 제안을 했었다 [30]. 그러나 당시에는 탈

자로 기인한 스핀 전류가 왜 광자의 원편광 의

존성을 가져야 하는지는 명확한 설명이 제시

되지 않았다. 최근의 결과들을 볼 때 오히려 

각 시료에 첨가된 Pt, Ta의 optical orientation

에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Co/Pt]N 경우 N ≤ 3 에서 스

위칭이 가능한데, 총 Pt의 두께는 2.1 nm 가 된

다. 이것은 Th. Rasing, A. Kimel 그룹의 결과

인 [28] Pt의 스핀 확산 거리가 1~2 nm 인 사실

과 일치하며, Co의 두께가 0.6nm 이하인 얇은 

조건에서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결과는 Pt에서 

발생된 수직 방향의 스핀 각운동량의 총 크기

가 Co가 보유하고 있는 스핀 각운동량 총량보

다 클 때만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금속 박막시료의 광자와의 상

호작용을 밝히는 것이 현재까지 설명이 되지 

않았던 원편광 의존 스핀 스위칭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길일 것이다. 

4. 맺음말

최근 초고속 스핀 전류에 의한 스핀 제어 및 

스위칭 관련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서 정적인 시간 영역의 스핀-궤도 토크 연구 분

야와 급속도로 수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초고

속 시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전자장비 

방식의 스핀 전류를 대체할 초고속 스핀 전류

를 개발했기 때문이며, 정적인 시간 영역의 연

구 역시, 수십 나노초의 스핀 전류의 펄스폭을 

사용하면서 점차 초고속과 정적인 시간을 구

분하는 경계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S. Mangin, E. Fullerton, H. Yang 그룹은 정

적인 시간에서 스핀-궤도 토크를 활발하게 연

구하던 그룹이었으나 현재는 초고속 스핀 동

역학 연구 분야에서도 중요한 결과들을 내놓

고 있으며, B. Koopmans, J. Bokor 등의 그룹은 

초고속 스핀 동역학 분야의 전문가였으나 최

근 Hall bar 소자를 제작하고 전기적 측정을 통

하여 정적인 시간 영역에서의 스핀-궤도 토크 

연구를 이끌고 있다. 특히 B. Koopmans의 최

근 결과는 전광학적 스위칭 방법을 스핀트로

닉스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31]. 

상이해 보이는 두 시간 영역의 연구 결과는 

서로 상호 보완되어 앞으로 5 ~ 10년 내에 통

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초고속 스핀 동

역학 결과 [32] 이래로 약 25년 동안 공통의 목

표를 갖고 달려왔던 초고속 스핀트로닉스 정

보 저장 매체의 현실화를 부푼가슴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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