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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교수 (한중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자성체 응용기술 연구 동향

자성체를 이용한 응용 기술은 자성체가 지니

는 오랜 역사와 광범위한 응용으로 인해 산업 

분야에 널리 응용되어 왔다. 특히 21세기 정보

화 시대에 고성능·고밀도 정보저장 및 메모

리 물질로서 나노 자성체가 크게 각광 받으며 

응용 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연구가 활

성화 되고 있는 자기메모리 (MRAM) 분야와 

스핀트로닉스 분야를 중심으로 신자성 재료, 

초전도 및 자기센서 분야를 포함한 자성체 응

용기술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스핀 전자학 재료의 이론 및 
디자인 연구

 

중국과학기술대학 양진룽 (楊金龍) 교수 연

구팀은 전계 (electric field) 조정 제어 반도체 

캐리어 스핀 방향 선정 분야 이론 연구에서 중

대 혁신 성과를 달성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자학 제어 가능 

스핀 전자학 재료 개발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하

였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화학학회 학술지

`에 발표되었다. 

스핀 전자학은 전자의 스핀에 기반하여 정보 

전달, 처리 및 저장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마이크로 전자학이 비교할 수 

없는 우세를 보유하고 있다. 스핀 전자학 응용

에서 어떻게 하면 전계 조정 제어 캐리어 스핀 

방향 선정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한 개 

핵심적인 과학연구 과제에 속한다. 

양진룽 교수 연구팀은 이런 핵심적인 과학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통해 

일종 혁신적인 스핀 전자학 재료 개념을 제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바이폴라 자기 반도체 

(bipolar magnetic semiconductors)라는 개념

을 제시하였다. 

이런 유형의 재료는 특수한 에너지 밴드 구

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통

한 전류는 완전한 스핀 극화에 도달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캐리어의 스핀 방향 선정

에서도 간단하게 플러스 게이트 전압 (plus 

gate voltage) 방법으로 조절을 실행할 수 있

다. 하지만 실험상에서 쉽게 개발할 수 있

는 바이폴라 자기 반도체 (bipolar magnetic 

semiconductors) 재료를 디자인하는 연구는 

그림 1.  스핀 전자학 재료에 대한 이론 디자인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달성한 혁신적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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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난제로 남아 있었다. 

양진룽 교수 연구팀은 실험상에서 이미 개

발한 3차원 층상 결정체인 MnPSe3에 기반하

여 액체 위상 박리 방법으로 2차원 MnPSe3 

나노 조각을 개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런 나노 조각은 바이폴라 자

기 반도체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팀은 관련 이론 예측을 통해 도핑이 

없는 상황 하에서 MnPSe3 나노 조각은 약한 

반강자성 반도체 (weak antiferromagnetic 

semiconductors)에 속하지만 일정한 전

자 혹은 공동 도핑 (cavity doping) 하에서 

MnPSe3 나노 조각은 강자성 반 (半) 금속 

(semi-metallic ferromagnetic)으로 변환하

며 페르미 (Fermi) 에너지 등급 주변에서는 

완전히 스핀 극화에 도달한다는 분석 결론을 

도출하였다. 

더욱 중요한 점은, 연구팀이 이번 연구를 

통해 전자와 공동 도핑 (cavity doping) 하

에서의 캐리어 스핀 극화 방향은 완전히 상

호 반대된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연구팀

이 이번에 달성한 연구 성과는 전계 (electric 

field)로 하여금 캐리어 스핀 방향 선정에 대

해 직접적인 조정 제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

으로 전망된다. 

그 외, 연구팀은 관련 이론 예측을 통

해 MnPSe3 나노 조각 재료의 실험 작업 

온도가 액체 질소 온도 (liquid nitrogen 

temperature)를 대폭 초월할 것이라는 분석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실험상에서 전계 조정 제어를 통한 스

핀 방향 선정을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

공하였다. 연구팀의 관련 연구 개발 성과는 

스핀 전자 장치 연구와 응용을 추진하는 면

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번 연구는 중국과학원, 국가과학기술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와 국가교육부의 관

련 과학연구비용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 

2. 고온 초전도체 현상 설명
 

초전도체는 특정한 조건인 매우 낮은 온

도에서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물질이다. 비록 초전도 현상이 

100년 전에 처음으로 관측되었지만 아직도 

과학자들은 왜 이 물질이 그런 특이한 행동

을 하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런 전통적인 초전도체와는 달리 고온 초전

도체는 액체 질소의 끓는점 주위에서 초전도 

특성을 보인다. 이것은 전통적인 초전도체가 

단지 극저온에서만 초전도 거동을 보이는 것

과는 매우 대조되는 특성이다. 

이제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류대학의 연구

진은 30년 전에 발견된 고온 초전도체의 거

동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였다. 이들 연구

진은 이런 고온 초전도체의 설명을 통해서 

실온 초전도체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실

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물질의 개발은 응집 

물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 온 것으로서, 

전기를 송신할 때 전력 손실이 없어 에너지 

분야의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물질에서 초전도 특성을 가능하게 하

는 요인은 보통 초전도체에서 격자 진동이 

초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메커니

즘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명백하였다. 자기 

정렬의 더 나은 요동 또는 자성이 비전통적

인 초전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막스 플랑크 고체 상태 연구소와 독

일 아우스부르크대학의 연구진은 초저온 주

사 투과 현미경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 투과 현미경은 절대 온도 바로 근처에

서만 작동한다. 

이런 현미경에서, 물질의 표면은 물질 위

에서 단지 수 원자 반경 거리를 떠서 움직이

는 팁을 가진 탐침으로 조사된다. 자기 이미

지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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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어려운 프로세스를 이용하였다. 

이 프로세스는 팁이 자기 물질로 덮여 있는 

대신에 표면으로부터 일부 자기 물질을 취하

였다. 이것은 진공청소기와 거의 비슷한 개

념이지만 자기 물질이 팁의 끝단에 부착된 

자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진은 동일한 

측정에서 자기 정렬을 직접적으로 시각화하

고 초전도 특성을 검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전통적인 초전도체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

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연구진은 또한 철 텔루리움에서 

자기 정렬의 영상도 얻을 수 있었다. 이 물질

은 원자 스케일에서 철 기반 초전도체의 모

화합물 (parent compound)이다. 

이들 연구진의 연구는 세인트 앤드류스대

학의 물리학과 내에 설치될 새로운 첨단 극

도로 낮은 진동 (ULV) 장비의 건설에 의해

서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 ULV 실험실은 세

인트앤드류스대학에서 2백만 파운드 이상의 

투자를 통해 건설되는 것이며 내년 초에 완

성될 예정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Science 

Express 저널에 발표되었다. 

첨부 그림: 국제 공동 연구진은 비전통적

인 초전도체의 모화합물의 자기구조를 원자 

스케일 수준의 영상을 통해서 고체 상태 물

리학의 오래된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하였다. 

3. 메모리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종류의 재료

 

미국 연구진은 메모리 장치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재료를 발견했

다. 

기하학적 절연체 (topological insulator)로 

알려진 새로운 재료는 양자 역학적 특성만이 

최근에 알려졌다. 이번 연구진은 이 재료가 

자기 메모리와 논리 장치를 제어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발

견했다. 자기 장치는 높은 밀도와 고속을 필

요로 하고 쉽게 마모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자기 메모리와 논리 장치는 최소한

의 전류 및 전력을 사용해서 자화를 반전시

킬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개발이 필

요하다. 

코넬대학 (Cornell University)과 펜실베이

니아주립대학 (Penn State University)의 연

구팀은 기하학적 절연체의 표면을 따라서 흐

르는 전류가 인접한 자성 층 위에 토크를 발

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했다. 이

런 효과는 기존의 잘 알려진 메커니즘보다 

10배 더 효율적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최소

한의 에너지와 전류를 사용하는 차세대 메모

리 기술의 개발에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코넬대학의 Dan Ralph 교수, 

F.R. Newman 교수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의 Nitin Samarth가 이끌었고, 저널 Nature

에 7월 24일자로 게재되었다. 이번 연구진은 

이 실험을 위해서 위상 절연체인 비스무트 

셀레나이드 (bismuth selenide)를 사용했다. 

비스무트 셀레나이드는 비스무트와 셀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절연체와 같이, 기하학적 절연체는 

그림 2.  국제 공동 연구진은 비전통적인 초전도
체의 모화합물의 자기구조를 원자 스케일 
수준의 영상을 통해서 고체 상태 물리학
의 오래된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하였다. 



26 테마

테 마 기 획     _ 자성체 응용기술

재료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전도성 표면 위를 둘러싸고 있다. 표

면 위를 흐르는 전자들은 독특한 특성을 가

진다. 전자스핀의 방향은 움직이는 방향과 

항상 직각이다. 이것은 스핀을 생성하도록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

다. 스핀은 인접한 자석에 토크를 발생시키

게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진은 기하학적 절연체인 비스무스 

셀렌나이드 (Bi2Se3) 박막에서 평면으로 흐르

는 전하가 인접한 강자성 퍼멀로이 (Ni81Fe19) 

위에 강한 스핀-전달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발견했다. 이번 연구진

은 Bi2Se3의 단위 전류당 토크의 강도가 지금

까지 측정된 어떠한 스핀-전달 토크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 결과는 기하

학적 절연체가 상온에서 메모리와 논리 장치

를 위한 자기 재료의 매우 효율적인 전류 조

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진은 새로운 자기 비휘발성 메모

리와 논리 장치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이런 연구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가능한 한 적은 전류를 사용해서 장

치의 자화를 빠르게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비스무스 셀

레나이드의 박막을 흐르는 전류가 이런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진은 실제 메모리 장치가 장기

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

했다. 새로운 학문의 흥미진진한 첫 단계라

는 관점으로 볼 때, 이 분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결

과는 저널 Nature에 'Spin-transfer torque 

generated by a topological insulator'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DOI: http://dx.doi.

org/10.1038/nature13534]. 

*출처  : http://www.nanowerk.com/

nanotechnology-news/newsid=36690.php 

4. 큰 유전율과 자기-유전효과를 
나타내는 나노 그래뉼 재료 개발
 

새로운 다기능성 재료의 발명. 

공익재단법인 전자재료연구소, 국립대학법

인 도호쿠대학 학제과학 프론티어연구소, 금

속재료연구소 및 독립행정법인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 첨단기초연구센터 연구그룹은 

전혀 새로운 발상에 의한 다기능성 재료 개

발에 성공하였다. 개발한 재료는 나노 그래

뉼 (granule) 재료라는 나노 자성입자를 유

전상 중에 분산시킨 금속과 절연체의 2상으

로 이루어진 박막 유전체 재료이며, 실온에

서 큰 유전율과 자기-유전 효과를 나타낸다

는 것을 알아내었다. 

최근 단체물질의 경우 복수의 기능성을 함

께 가진 다기능성 재료가 주목을 받고 있으

며, 그 기초물성과 응용에 관해 세계적으로 

그림 4. 전류 유도로 인한 토크의 ST-FMR 측정. 

그림 3.  위상 절연체 속의 전류 유도로 인한 스
핀 축적의 메커니즘과 샘플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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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

로서 유전체 세라믹 재료의 경우 강유전 특

성과 강자성 특성을 함께 가진 멀티 페로 

(ferro) 재료 또는 극미세 가공된 양자도트 

등의 보고가 있다. 

다기능성 재료를 이용하면 복수의 단기능

을 하나로 집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지기기

의 소형화 및 에너지 절약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

고된 연구에서는 재료의 다기능성이 극저온 

(-170℃ 이하) 환경에서만 확인되었다. 만

약, 실온에서 동작하는 재료가 발견된다면 

차세대 전자기기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본 연구그룹은 1995년 이후 자성금속과 절

연체로 이루어진 다기능성 재료인 나노 그래

뉼 재료 박막을 개발하고, 우수한 연자성 및 

터널형 자기 저항효과 등을 도출하고, 그 발

현기구를 밝혀내고, 그 기능성을 이용한 새

로운 전자 디바이스인 초소형 고성능 자기센

서를 개발하였다. 

나노 그래뉼 재료는 절연체 세락믹 중에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금속입자가 균일하

게 분산된 특수한 구조를 가진다. 물성이 다

른 두 개의 상이 나노상태로 혼재하기 때문

에 금속과 절연체의 합유비율에 의해 물성이 

크게 변화한다. 금속이 많은 조성에서는 금

속 특유의 물성을 기대하고, 절연체가 많은 

조성에서는 유전 특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리고 중간 영역에서는 양쪽 상 (相)의 기능이 

복합된 다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나

노 그래뉼 박막은 통상 이용되고 있는 스패

터 (spatter)법으로 간단하게 제조될 수 있으

며, 재현성 및 내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실

용성이 높은 재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성금속으로서 철 (Fe)-

코발트 (Co)합금, 절연체로서는 불화마그네

슘 (MgF2)를 타깃으로 한 스패터법에 의해 

나노 그래뉼 재료를 제조하였다. Fe-Co입자

는 최대의 자화를 가진 상이며, MgF2상은 안

정된 화합물이기 때문에 막 중에서는 양쪽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존재한다. 전혀 물성이 

다른 물질을 나노 크기로 혼재시킴으로써 나

노 양자효과에 의한 새로운 기능을 생성시키

그림 6. 나노 그래뉼 막의 1 kHz에서의 유전율. 

그림 5.  (a) 나노 그래뉼 구조 재료의 모식도, 
(b) 나노 그래뉼 재료의 고분해능 투과전
자현미경 사진. 

그림 7. 나노 그래뉼 재료의 자기-유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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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기대하였다. 그 결과 막의 유전율이 

약 500으로 상당히 큰 값을 발현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계 중에서 유전율을 계측

한 결과, 상온에서 약 3% (현재는 8%)의 유

전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현상은 이전부

터 세계적으로 요구된 실온에서의 자성-유

전의 다기능성을 실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 

특성이 다기능성의 새로운 메커니즘인 양자

효과 (스핀 의존 전하 분극)에 기초한다는 것

을 본 연구의 이론적 해석에 의해 밝혀내었

다. 

본 연구는 새로운 다기능성 재료로서 나노 

그래뉼 박막이 유용하면, 앞으로 특성을 향

상시킴으로써 차세대 전지기기, 센서소자 등

에의 응용으로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http://www.jaea.go.jp/02/press2014/

p14072201/ 

5. 스핀트로닉스를 이용한 위치 센서

스위스 연구진은 스핀트로닉스 기술을 적

용한 새로운 개념의 위치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기술은 원자힘 현미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 장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브나노미터 해상도의 위치 센서는 오랫

동안 광학간섭계의 독점적인 영역에 속해왔

다. 수백 KHz의 높이의 대역폭에서의 작동

은 비광학, 비접촉 센서 기술의 진보가 최

소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 취리히 

IBM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비광학, 

비접촉 위치 센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저널 

Nanotechnology에 소개했다. 이번 연구는 

스핀트로닉스 센서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수

준에서 자기쌍극자의 고구배 자기장의 변화

를 감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센서에서 마이크로 자기쌍극자의 기

계적인 움직임은 스핀트로닉 기반의 자기장 

검출 소자의 전기적 저항의 변화로 변환된

다. GMR (giant magnetoresistance, 거대 

자기 저항 헤드)은 자기장 검출 소자의 대표

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스핀트로닉스 센서의 

낮은 측정 노이즈와 높은 대역폭으로 인해서 

최대 40 Ohm/μm 수준의 감응성이 실험적으

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것은 메가헤르츠 대

역폭 이상의 0.5 pm/sqrt(Hz) 잡음 플로어

를 만들어낸다. 

자기저항 기반의 위치 센서는 메카트로닉

스 산업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그러나 

나노 영역에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감응성과 넓은 자기이력 현

상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었다. 이번에 연구

진이 소개한 새로운 위치 검출 개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 자기쌍극자의 극성

에 가까운 스핀트로닉스 센서를 작동하는 것

으로 해결하였다. 자기장의 극단적인 구배는 

마이크로자기장의 크기가 줄어드는 곳에서 

점점 더 크게 증가한다. 

스핀트로닉스 센서의 포화는 모양 이방성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위치 해상

도의 수치는 센서의 크기가 스핀트로닉스 위

치 센서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어들 때 향상

되었다. 스핀트로닉스 위치 센서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위치 센서와 모양과 크기 면

에서 여러모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위치 센서는 제조비용이 저

렴하고 또한 전기신호를 읽는 방식이 비교

적 간단하다. 이러한 것은 이번에 개발된 센

서가 원자힘현미경과 같은 고속 위치 센서에 

그림 8.  스핀트로닉스 센서 구조의 개략도 및 리소그
래피로 패턴된 샘플의 원자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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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소자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스핀트로닉스 

센서의 특성은 다중 센서 응용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히 해상도와 

동작 영역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되는 영역

에서는 그 값을 보정해주는데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리히 IBM 연구소의 

Tomas Tuma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의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저널 Nanotechnology에 

게재되었다. (Number 32, 15 August 2014 

(320201-322001) 

*출처  : http://nanotechweb.org/cws/article/

lab/57898 

6. 스핀 전류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의 놀라운 향상

네덜란드 연구진은 스핀 전류를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을 수천 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

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하드 드라이브는 매우 작은 자기 도메인

의 형태로 비트 (bit)를 저장한다. 이런 도메

인의 자기 북극과 자기 남극의 방향은 자화

로 인해서 그들이 0 또는 1이 되는지를 결정

한다. 데이터는 비트의 자화 방향을 변화시

킴으로써 저장된다. 현재, 이번 연구진은 국

부적인 자기장을 생성하기 위해서 기록 헤드 

(write head)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방향을 

조금 변화시킨다. 

스핀 전류는 RAM (random access 

memory) 속의 자기 비트의 전환 프로세스를 

지배하거나 자기 이동 레지스터 (magnetic 

shift register) 속의 자벽 운동 (domain 

wall motion)을 유도하기 때문에 많은 스핀

트로닉스 장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런 스핀 전류의 생성은 이런 장치의 구현을 

위해서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이어야 한다. 

국부적인 자기장이 더 강해질수록, 스위치

는 더 빠르게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비트의 수는 수년 동

안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쓰기 속도는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연구진은 새

로운 데이터 저장 기술을 제안했다. 이 연구 

결과는 저널 Nature Communications에 게

재되었다. 

이번 연구진은 전자의 특별한 특성인 스핀

을 사용했다. 스핀은 전자 내부의 나침반이

다. 초고속 레이저 펄스를 사용해서, 이번 연

구진은 모두가 동일한 스핀을 가지도록 재료 

속에 전류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생성된 스

핀 전류는 재료의 자기적 특성들을 변화시켰

다. 

두 개의 자기 층들은 각각 서로 다른 자화

를 가지고, 중성 층으로 분리된다. 레이저 펄

스는 상부 층 속의 전자를 때린다. 이것은 전

자가 두 번째 층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런 전

자 스핀은 상부 층의 자화 방향을 가지고, 동

일한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하부 층 속

의 전자스핀에 힘을 가한다. 이것은 두 번째 

층 속의 자화를 변화시킨다. 

자 화 의  변 화 는  1 0 0  펨 토 세 컨 드 

(femtosecond) 동안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오늘날 가능한 것보다 1,000배 더 빠르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진은 물리적 프

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었다. 생성된 스핀 전

류가 자화 속의 변화를 실제로 불러올 수 있

는지에 대해서 물리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

그림 9. 이 기술을 단순화시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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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했다. 이번 연구진은 이것이 정말로 존재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추가적으로, 이 방법은 차세대 광학적 컴

퓨터 칩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 연구진은 네덜란드로부터 컴퓨터 시스

템 속에 포토닉스를 집적시키기 위해서 거의 

2천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기술은 

광학적 데이터가 자기적 비트의 형태로 저장

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정보 캐리어로서 광

을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 구  결 과 는  저 널  N a t u r e 

Communications에 "Ultrafast spin-

transfer torque driven by femtosecond 

pulsed-laser excitation"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doi:10.1038/ncomms5333). 

*출처  : http://www.nanowerk.com/

nanotechnology-news/newsid=36477.php 

7. 자기장을 이용한 유기반도체의 
자기저항 변화

인간 머리카락의 천 분의 일에 불과한 폭

의 물질에 자기장의 극성을 변화시키는 것

은 공상과학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NIST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미국 표

준과학기술 (NIST) 연구소 물리측정실험실 

(PML) 산하의 SDMD (semiconductor and 

dimensional metrology division) 소속의 

Curt Richter 및 Hyuk-Jae Jang가 이끄는 

연구팀은 얇은 (∼100 nm) 유기 반도체 물

질의 자기저항 (magnetoresistance)을 변화

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더 얇

은 층인 SAMs (self-assembled monolayer, 

자가조립 단일막)를 사용하여 특성을 변화

시켰다 ('Interface Engineering To Control 

Magnetic Field Effects of Organic-Based 

Devices by Using a Molecular Self-

Assembled Monolayer'). 이런 종류의 미세

조절은 재현 가능하며 직접적인 방법으로, 

차세대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전례없는 수준의 조절능력을 제공해 주고 있

다. 

자기저항은 자기장 하에서 전기저항의 변

화를 의미한다. 자기저항은 컴퓨터 하드 디

스크 저장 및 온 칩 센서와 같은 상업분야에

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2007년 금속 시스

템에서 거대한 자기저항 발견에 대한 노벨상 

수상 후에 더욱 응용이 활발해졌다. 

유기 반도체 (organic semiconductor)는 

디바이스 (device) 기술의 많은 영역에서 혁

신을 불러올 물질로 여겨지고 있다. 이 물질

 그림 10.  Au/SAM/TPD/Alq3/Ca으로 구성된 디
바이스의 구조.

그림 11.  바이어스 전압으로 조절하는 유기 발
광 다이오드 (하단)의 자기저항. 삽입된 
SAMs (상단)에 의해 유발된 전하 포획 
(charge trapping)에 의해 기인한다.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7권 제9호 (2014년 9월)  31

은 독특한 전자 특성 및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화학합성이나 분자공학적 방법을 통해 

변형될 수 있다. 게다가 현재의 무기재료 기

반의 기술에 비해 저렴하고 가벼우며 기계적

으로도 더 유연한 전자기기 제조를 가능하

게 한다. 그러나 아직 밝혀내야 할 것들이 많

으며, 자기장, 온도, 필름 두께 및 많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다른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장을 이용해 유기물질의 전자특성 및 

광전자 특성을 조절하는 것은 전자 및 스핀트

로닉스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광 

다이오드, 광전지 및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와 

같은 다양한 유기 기반의 기기의 기능성에도 

영향을 주며, 플렉시블 메모리 저장장치와 같

은 독특한 스핀트로닉스 기기의 출현도 가능

하게 할 것이다. SAMs를 이용하여 유기 반도

체로 만든 기기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새

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러나 자기장을 이

용하는 것은 처음 적용된 방법이다. 

비자성 유기물질은 자기저항을 보인다. 

특정 시스템의 경우 저항의 극성이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전하 운반체

를 사용하든 아니면 한 가지를 사용하든, 필

름 두께에 따라 온도나 저항의 변화를 통해 

자기저항의 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SAMs 상에서 유기물질을 제작한다면, 유기 

필름 내부의 마이크로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써 필름 자기저항의 극성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연 구 팀 은  1 0 0  n m 의  유 기 반 도 체

인 Alq3 (tris-(8-hydroxyquinoline) 

aluminum)과 10 nm의 TPD [N, N'Bis(3-

methylphenyl)-N, N'-diphenylbenzidine]

를 사용하는 이중층 시스템을 만들었다. 금

속전극(Au)은 불소화된 SAM으로 코팅되었

고, TPD 층 아래에 위치시켰다. 이 시스템에 

20 nm 칼슘을 흡착시키고 이어 100 nm의 

알루미늄을 흡착시켰다. 연구팀은 이런 시스

템 20개와 SAMs를 포함하지 않는 대조 실험

군 20개를 제작하였다. 

이 기기는 자기저항 측정 및 임피던스 분

석법 (impedance spectroscopy)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특성 분석을 시행하

였다. 그 결과는 모든 샘플에 대해 일치하였

다. SAMs를 포함하지 않은 대조군은 (-) 극

성의 자기저항을 보였으며, SAMs를 포함하

는 실험군은 (+) 자기저항을 보여주었다. Au 

및 TPD층 계면에서의 전자와 홀의 거동은 

SAMs에 의해 변화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

로, SAMs가 Au 표면에 적용된 후에 거친 표

면에 의해 전하를 가둬두는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효과는 TPD/Alq3 계면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계면에서의 변화는 기기의 성능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중층 기기에 적용하

면 바이어스 전압 (bias voltage)을 공급함으

로써 기기의 자기저항을 조절할 수 있다. 기

기를 만드는 공정을 변경하여 물리적 형태까

지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생각했

다. 이번 방법의 개발을 통해, 연구팀이 연구

에서 사용한 기기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 분야에 특히 즉각적이고

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구조를 만

들고 자기장을 이용함으로써 유기 발광 다이

오드의 효율 및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연구팀은 평가하였다. 연구팀은 본 

기술이 광전지 구조의 자기장 측정을 위한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SAMs :  무기 고체 표면에 용액 혹은 기체 상의 분
자성분을 화학, 흡착하여 만들어지며, 유
기 기반 시스템의 계면 및 표면 조작을 위
한 간단한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8. 초전도성 실리콘 큐비트

미국 연구진은 실리콘 결정 속에 조셉슨 

접합 (Josephson junction)과 큐비트 (qubit)

와 같은 초전도성 양자 장치를 만들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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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회로의 유연성과 실리콘 스핀 큐비트의 

특성과 결합되어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저널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다. 

고품질 실리콘은 첨단 컴퓨팅의 토대를 마

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이것은 양자 

정보 기술에 매우 유망하다. 특히, 순수한 실

리콘 결정 속의 전자와 핵 스핀은 긴 수명을 

가진 큐비트로서 우수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측정되었다. 

매릴랜드대학 (University of Maryland)과 

물리과학 연구소 (Laboratory for Physical 

Sciences)의 연구진은 초전도성 큐비트와 장

치들이 어떻게 실리콘으로 구성될 수 있는

지를 증명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리콘의 

우수한 양자 특성과 반도체 기술의 편재성 

(ubiquity)을 결합시킬 수 있었다. 이번 연

구진은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내에 정밀하게 

위치된 초전도성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상향

식 나노-제조 기술을 사용했고, 이러한 와

이어들은 초전도성 터널 접합과 다른 유용한 

초전도성 장치들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을 증명했다. 

초전도성 금속과 조셉슨 터널 접합으로 만

들어진 초전도성 회로들은 자기장 센서에서

부터 고전적인 논리회로까지 다양한 장치들

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양

자 정보를 처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큐빗

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다. 

몇 가지 유형의 초전도성 회로들은 서로 

다른 특성과 잠재적인 용도를 가진 큐비트와 

양자 논리 게이트를 구현하는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한 종류의 회로 전류의 경우에 두 

개의 방향 중 하나로 흐를 수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큐비트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두 개

의 중첩 상태를 가진다. 두 개의 상태는 고전

적인 비트를 가진 '0'과 '1'로 표시될 수 있다. 

마이크로파 펄스는 양자 논리 게이트를 위한 

두 개의 상태 사이를 전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 시스템은 민감하고, 성

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잡음과 다른 환경적

인 요인에 취약하다. 미래의 양자 회로는 양

자 계산이 진행될 때 외부 간섭으로부터 큐

비트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초전도성 큐비

트의 품질에서 빠른 진보에도 불구하고, 큐

비트 게이트 오류율(gate error rate)은 금

속, 절연체, 기판, 인터페이스의 손실로 인해

서 증가된다. 

스핀 큐비트는 고체-상태에서 구현되는 큐

비트의 일례이다. 스핀은 전자와 같은 입자

의 양자 특성에 해당한다. 과학자들은 스핀

이 작은 자석처럼 전자스핀을 할 것이라고 

종종 생각했다. 여기서 0과 1은 전자스핀의 

두 개의 방향에 해당한다. 스핀이 일부 시스

템에서 전하와 비결합 되기 때문에, 스핀 큐

비트는 강력한 큐비트를 디자인하기 위한 유

망한 후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진은 초전도체와 반도체 큐비트

에서 최고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진은 실리콘 속

에 억셉터 원자를 위치함으로써 큐비트와 센

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번 연구진은 최

근에 개발된 기술인 'STM 수소 리스그래피 

(STM hydrogen lithography)'를 이 분야에 

사용했다. STM 수소 리소그래피는 실리콘 

표면 위에 수소 원자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

는데 사용된다. 포스핀 (phosphine)과 같은 

가스를 도핑함으로써 단일 원자 사이트 이하

로 선택적인 불순물 배치가 가능하였다. 억

셉터 원자들이 층 위에 효율적인 밀도로 위

치될 수 있다면, 초전도성 영역은 실리콘 내

그림 12.  초전도성 실리콘 양자 장치의 예. (왼
쪽) 초전도성 루프 (loop). (중간) 절연체
에 의한 초전도성 와이어의 분리. (오른
쪽) 초전도성 와이어에서 형성되는 반도
체 내의 매우 도핑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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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할 수 있고, 결정질 실리콘으로 캡슐

화 될 수 있다. 

One-in-four 실리콘 원자들은 STM를 이

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원자들로 대체되었다. 

더 높은 도펀트 밀도를 가질수록, 더 높은 임

계 초전도성 온도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실리콘이 붕소와 같은 억셉터 

원자들로 충분히 도핑 된다면 초전도성을 만

들 수 있다는 것을 1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

다. 최근에, 이러한 초전도성 실리콘 시스템

의 품질이 매우 향상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1 

켈빈 (Kelvin)의 초전도성 임계 온도를 가진 

재료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초전도성 반도체 영역의 특성들을 

계산함으로써, 이번 연구진은 효과적인 임계 

온도를 가진 와이어가 상향식 수소 리소그래

피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

다. 또한 이번 연구진은 이전에 증명된 초전

도성 큐비트 유형들을 실리콘 시스템으로 구

성할 수 있고, 제조에 필요한 기하학적 형상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균일한 실리콘 결정은 초전도성 회로를 만

들 수 있고, 다른 유형의 독특한 양자 시스템

을 만들 수 있으며, 초전도성을 이해하기 위

한 테스트베드 (testbed)의 역할도 한다. 이 

연구 결과는 저널 Nature Communications

에 'Bottom-up superconducting and 

Josephson junction devices inside a 

group-IV semiconductor'라는 제목으로 게

재되었다.

9. 초전도체의 특이한 현상 발견

미국 미네소타 초전도 연구 그룹의 연구

진은 초전도 나노 회로를 제작할 수 있는 새

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그들이 디

자인한 극도로 작은 아연 나노 와이어가 예

상하지 못한 특이한 거동을 한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이들은 이론 물리학자인 Alex 

Kamenev와 함께 이런 특이한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들의 연구 결과

는 네이처 물리 저널에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진은 이런 특이한 현상이 어떻게 

오랫동안 초전도체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과 

공존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고 말

하였다. 이들 연구진이 관측한 이런 소실과 

초전도체의 공존은 직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초전도체와 

소실은 상호 배타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전기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열동역

학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인 소실은 

초전도 상태가 아닌 보통 상태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초전도체와 소실이 보통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소 일반적

인 조건 하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고 말하였다. 실험과 이론 연구를 통

한 오랫동안의 주의 깊은 연구 후에, 이들 연

구진은 마침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관측된 현상의 모든 기저에는 이들 연구진이 

디자인한 나노 와이어 안에 형성된 여기와 

같은 전자인 준입자의 특이한 비평형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이들 연구진은 발견하였다. 

준입자는 상 미끄러짐에 의해서 생성된다. 

슈퍼전류가 나노 와이어를 통해서 흐를 때, 

초전도 상태에서 와이어의 초전도 상태를 기

술하는 양자 역학 함수는 나선 모양으로 와

이어의 길이를 따라 진화한다. 때때로 나선

의 회전은 수축되고 함께 사라진다. 이런 이

벤트는 상 미끄러짐이라고 불린다. 이런 기

그림 13. 전압 평탄 부분의 실험적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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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함은 준입자를 발생시키고 이전에 발견되

지 않은 전압 상태를 발생시킨다. 이런 상태

에서 소실과 초전도가 공존한다. 

가장 중대한 업적은 이전에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한 더 작은 나노 와이어를 만들었

다는 것이라고 이들 연구진은 말하였다. 이

렇게 작은 나노 와이어는 준입자들이 나노와

이어를 통하여 더 빠르게 지나가고 이완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연구진은 덧붙였

다. 이것은 특이한 비열적 상태를 발생시키

고, 초전도와 보통 금속의 특성을 동시에 결

합시켜준다. 

이런 독특한 현상을 발견한 이외에도, 이

들 연구진은 또한 전압의 특이한 성질도 발

견하였다. 자기장이 전압 상태에 인가되면, 

보통 예상되는 현상인 전압이 줄어드는 대

신에 초전도 영역이 확장되고 커지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것은 매우 작은 나노와이어

의 예상하지 못한 특성이라고 연구진은 말

하였다. 이런 상태는 극도로 작은 초전도 회

로에서는 보통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같은 나노스케일 초전도체는 차세대 초

전도 컴퓨터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진은 그들의 발견이 초전도 나노회

로가 간단하지만 비평형 양자 현상을 조사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플랫폼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연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이

들 연구진은 이제 이런 효과를 일으키는 것

과 일으키지 않는 나노 와이어의 매개변수

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연구

진은 앞으로 이런 매개변수를 정의하기 위

해 다른 길이와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나노 

와이어의 거동을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덧

붙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Dissipative 

superconducting state of non-equilibrium 

nanowires'라는 제목으로 네이처 물리에 발

표되었다. 

*출처  : http://phys.org/print323232954.html 

10. 저소비 전력의 자기 쓰기를 
실현하는 신기술 개발

 고주파 전압에 의한 자화반전(f lux 

reversal) 어시스트 효과를 처음으로 실증.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나노스핀

트로닉스연구센터 연구팀은 고주파 전압을 걸

어 금속 자석 재료의 자화 방향을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계를 작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

술 (자화 반전 어시스트 기술)을 개발하였다. 

자화반전의 거동을 전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이용한 수직자화형 터널 자기 저항 소

자의 모식도를 보면, 자화 참조층/절연층/초

박막 자화 프리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화 참조층에는 수직 자화형 철 박막, 절연층

에는 전류가 흐름으로써 발생하는 자화 운동

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두

꺼운 산화 마그네슘을 이용하였다. 자화 프

리층은 막 두께 1.8 nm의 철을 주성분으로 

한 수직 자화형 금속 합금 자석 박막으로 전

압을 걸으면 변화하는 자기 이방성에 의해 

자화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소자의 단면

적은 2.6 μm2이다. 이 소자에 고주파 전압을 

걸면서 외부 자계에 의해 자화 프리층의 자

화를 반전시켜 자화반전의 거동을 측정하였

다. 반전자계의 평가는 자화 참조층과 초박

막 자화 프리층의 자화 상대 각도에 따라 소

자의 저항값이 변화하는 터널 자기 저항 효

과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실효치 315 mV의 고주파 전압을 걸면서 

측정한 터널 자기 저항곡선은 종축이 초박막 

자화 프리층과 자화 참조층의 자화가 평행한 

경우의 저항값을 0, 반평형의 경우 저항값을 

1 로하여 규격화하였다. 외부자계(횡축)는 면

내에서 50도 세워진 방향에 추가하였으며, 

+200 Oe에서 -200 Oe, 그리고 -200 Oe에

서 +200 Oe의 순으로 10 Oe씩 변화시켰다 

(Oe는 자계의 강도 단위). 이 외부 자계의 범

위에서는 자화 참조층의 자화 방향은 변화

되지 않고, 저항치 변화는 초박박 자화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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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자화반전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5 GHz의 전압을 걸면서 측정한 결과의 경

우, +200 Oe에서 (-)방향으로 자계를 소인 

(sweep)하면 약 -120 Oe에서 자화 프리층의 

자화만 아래 방향으로 반전하여 소자저항이 

0에서 1로 변화한다. 

반대로 -200 Oe에서 정방향으로 자계를 

소인하면, +40 Oe에서 다시 초박막 자화 프

리층의 자화가 윗방향으로 반전하여 소자저

항은 1에서 0으로 변화한다. 자화 반전 자계

를 이 저항 변화가 발생하는 자계 폭의 1/2

로 정의하고 반전 자계의 고주파 전압 주파

수 의존성을 정리한 결과를 보면, 세차 운동 

(precessional motion)이 효율적으로 발생하

는 1 GHz 부근에서 고주파 전압을 걸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80% 이상의 자화 반전 자

계가 저감되었다. 

지금까지의 마이크로파 어시스트 자화 반

전에서는 수 mA ~ 수십 mA의 큰 전류를 흘

릴 필요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용한 터널 자

기 저항 소자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소자에 

흘리는 전류는 -0.1 mA 이하이다. 때문에 전

류에 의한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수십 분의 1 

이하로 억제하면서 자화 반전의 촉진이 가능

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 고주파 전압을 

걸어 발생하는 자화의 세차운동을 이용한 새

로운 자화반전 어시스트 효과를 실증할 수 있

었기 때문에 차세대 초밀도 자기기록 및 불휘

발성 고체 자기 메모리의 기입과정에서 저소

비 전력화를 촉진하는 기술로서 기대된다. 

*출처  : http://www.aist.go.jp/aist_j/press_release/

pr2014/pr20140630/pr201406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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