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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iant magnetoresistance-spin valve (GMR-SV) multilayer of NiFe/Cu/NiFe/Ta based on
antiferromagnetic NiO was fabricated by using a sputtering deposition system. The thin multilayer
with a width of the thin film passing through the 4-terminal was formed differently. The magnetic
properties obtained from the major and the minor magnetoresistance curves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RT) and at 77 K were investigated for thin films with four different widths. The
exchange coupling field (Hex ), the coercivity (Hc ), and the magnetoresistance ratio (MR) of the
NiO GMR-SV multilayer with a 4 mm width were 30 Oe, 35 Oe, and 3.3% at room temperature
and 190 Oe, 200 Oe, and 7.3% at 77 K. The value of Hex and Hc for the NiFe free layer were
constant at RT and 77 K, as the width of the multilayer decreased to 0.5 mm, and the MR ratio
decreased linearly to 2.9% at RT and 6.4% at 77 k. Based on these properties, we proposed a selfdriving spin-device(2SD) that can be developed as a hybrid-type multilayer composed of high-Tc
superconductor YBCO film and NiO spin valve film.
PACS numbers: 74.78.−w, 75.47.De, 75.70.−i
Keywords: Spin valve, Liquid nitrogen, Width, Free layer, Coercivity, Self-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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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강 자 성 체 인 NiO 를 기 반 으 로 한 NiFe/Cu/NiFe/Ta 구 조 를 갖 는 NiO 계 GMR-SV(giant
magnetoresistance-spin valve) 다층박막을 스퍼터링 방법으로 제조하여 4-단자에서 센싱 전류가 지
나가는 박막의 폭 간격을 조건마다 다르게 제작하였다. 4가지 다른 폭 간격별로 형성한 시료들을 상온과
77 K에서 각각 측정한 major 및 minor 자기저항곡선으로 자기저항 특성을 조사하였다. 폭 간격 4 mm
의 시료를 상온에서 측정한 자기저항곡선으로부터 얻은 고정층 NiFe의 교환결합력 (Hex ) 과 보자력 (Hc ),
자기저항비(MR)는 각각 30 Oe, 35 Oe, 3.3%이었고, 77 K에서는 각각 190 Oe, 200 Oe, 7.3%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시료의 폭 간격이 4.0 mm에서 0.5 mm까지 좁아짐에 따라 상온과 77 K에서 측정한 자기저항
곡선으로부터 얻은 자유층 NiFe의 Hex 와 Hc 는 각각 일정하였고, MR는 상온에서 2.9%, 77 K에서 6.4%
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고온초전체 YBCO 박막과 NiO계 GMR-SV 다층박막의 구조를
갖는 하이브리드형 자체구동 스핀소자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PACS numbers: 74.78.−w, 75.47.De, 75.70.−i
Keywords: 스핀밸브, 액체질소, 폭, 자유층, 보자력, 자체구동

I. 서 론
거대자기저항 (giant magnetoresistance, GMR) 과 고온
초전도체 (high-Tc superconductor; HTS) 가 발견된 이래
반강자성체인 NiO를 기반으로 한 상부형 구조와 IrMn를
기반으로 한 하부형 GMR-스핀밸브 (spin valve; SV) 구조
를 갖는 다층박막과 Y1 Ba2 Cu3 O7−x (YBCO) 의 고온초전
도체 박막이 구성된 이중 구조를 갖는 하이브리드 (hybrid)
형태를 이용한 새로운 자기정보저장 스핀소자 개발에 적용
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1–3]. 액체질소 온도
77 K에서 초전도체 특성으로 급격한 저항 변화를 나타내는
초거대자기저항 현상뿐만 아니라, 임계온도 이하에서 완전
반자성체의 초전도 특성과 강자성체의 자기 스핀배열 효과,
스핀 의존산란 효과로 하여금 특이하고 획기적인 결과를
예상됨에 따라 이의 기초연구가 도입되고 있다 [3–5]. 저온
초전도체인 Nb 박막 또는 고온초전도체인 YBCO 박막의
특성에 스핀 또는 전류밸브 효과로 하여금 음 (−) 의 값을
나타내는 자기저항비로 얻는 GMR-SV 박막을 혼합한 하
이브리드형 다층박막 구조에서 초전도 현상과 함께 외부
자계에 따른 스핀배열 구조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면상
전류터널링 현상이 전류전달효과 (current transfer effect)
임을 설명하였다 [3–5].
반강자성체로 NiO, FeMn, IrMn, PtMn를 기반으로 한
강자성체/Cu/강자성체 구조를 갖는 NiO계 GMR-SV 다
층박막을 광리소그래피 공정하여 제조한 고감도 GMR-SV
센싱 소자는 0.1 mOe 정도의 미세자기 변화량을 감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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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소자의 센서는 자기정보저장소자, 자동차
부품, 방위측정기, 부호기, 무기용 금속체 탐지기, 전기전
류 측정기, 비파괴 검사기 등으로 이용된다. 뿐만 아니라,
자성비드나 나노자성입자와 함께 미세 마커 (marker) 또는
라벨 (labelling) 을 이용하여 분자, 바이러스, 세포 등 미세
조직을 생체분해 검출 기능으로 적용하여 생명공학 분야
에서 응용 연구되어 왔다 [6]. 비휘발성 자기저항 메모리
(magneto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MRAM) 소자
는 센싱 전류에 의한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된다. 이로 하
여금 새로운 형태의 자기저항 읽기헤드에 활용하고자 하
이브리드 다층박막 구조를 갖는 형태로 비철금속인 탄탈륨
(tantalum, Ta) 을 대신 초전도체 재료를 버퍼층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고온초전도체 박막과 GMR-SV 박막이 구성된 하이브리
드 구조에서 전류전달효과를 적용하여 초전도체 박막 계면
내 강자성체에서 일어나는 스핀의 영향을 받으므로 초전도
체에서 흐르는 급격한 전류량의 차이로 나타내는 수십–수
백% 이상의 초거대자기저항비(Super GMR ratio)를 갖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8].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형
다층박막에서 4-단자로 흐르는 초전도체를 센싱 전류로 측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류전달효과를 이용하여 초고감도
나노자성 박막이 적용된 자체구동 스핀소자 (self-driving
spin-device, 2SD) 개발을 목적으로 거대자기저항-스핀밸
브 구조를 갖는 NiO/NiFe/Cu/NiFe 다층박막의 폭 간격과
측정된 온도 변화에 따른 자기저항 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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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s of top view(left side)
and cross view(right side) for the GMR-SV multilayer
sample of glass/NiO/NiFe/Cu/NiFe/Ta with four different artificial widths performed by one diamond knife.

II. 실험방법
반강자성체인 NiO 박막과 강자성체인 고정층 및 자
유층 NiFe 박막 사이에 비자성체인 Cu 박막이 포함된
NiFe/Cu/NiFe 구조를 갖는 GMR-SV 다층박막을 Corning glass(#7059) 위에 rf-와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magnetron sputter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고진
공 챔버 내 설치된 증착시스템은 4개의 3-인치 타겟과 마
그네트론 스퍼터링 건 (gun) 장치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7,8]. 고순도 NiO 분말 (powder) 을 공기 중 고온 600 ◦ C
에서 소결 (sintering) 하여 완공된 3 mm 두께의 타겟을 rf
스퍼터링하여 반강자성체인 NiO 박막을 제조하였다 [3,4].
Ta, NiFe, Cu 타겟들을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증
착되는 스핀밸브 구조의 NiFe/Cu/NiFe 다층박막은 판형
영구자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 안에 350 Oe의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어 자성박막의 폭 방향으로 일축이방성을 유
도하였다 [9].
NiO계 GMR-SV 다층박막에서 NiO 박막을 하부층으
로 한 glass/NiO(90 nm)/NiFe(3 nm)/Cu(2.5 nm)/NiFe(6
nm)/Ta 의 구조를 갖도록 제작한 GMR-SV 다층박막 시
료는 고유저항 효과를 고려하여 동일한 시료 크기로 절단
하였다. 이의 박막 시료는 Fig. 1에서 왼쪽 그림의 평면
도와 같이 길이방향에서 중앙으로 폭 (width, w) 간격을
구별하기 위해 유리칼 선으로 분리히였다. 폭 간격은 각각
4 mm, 2 mm, 1 mm, 0.5 mm 로 조건을 다르게 형성하였
다. Figure 1에서 오른쪽 그림의 측면도와 같이 4개 단자 전
극의 크기와 전극 간의 거리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간격으로
균일하게 인듐을 부착하였다. 4-단자법인 ①과 ④의 위치에
센싱 전류를 인가하고 ②와 ③의 위치에 전압을 인가하여
저항값을 측정함에 따라 자화 용이축 (easy axis) 은 박막
시료의 폭 방향을, 자화 곤란축 (hard axis) 은 박막 시료의
길이방향으로 설정하였다. 4가지 조건이 다른 폭 간격에
따라 상온과 77 K에서 각각 측정한 major 및 minor 자기저
항곡선으로부터 강자성체의 고정층과 자유층의 교환결합력
(Hex )과 보자력(Hc ), 자기저항비(MR)를 각각 나타내었다
[10].

Fig. 2. The Resistivity-temperature(R-T) curves of four
samples with a different widths (w = 4 mm, 2 mm, 1 mm,
and 0.5 mm) for the glass/Ta(5 nm)/NiO(90 nm)/NiFe(3
nm)/Cu(2.5 nm)/NiFe(6 nm)/Ta(5 nm). All samples
show the metal phases and a linear decreasing rate of
13.25 mΩ/K.

III. 실험결과 및 토의
코 닝 유 리 위 에 NiO(90 nm)/NiFe(3 nm)/Cu(2.5
nm)/NiFe(6 nm)/Ta(5 nm) 의 구조를 갖는 다층박막을
rf-와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증착법으로 제작하였다. 반
강자성체인 NiO를 기반으로 하여 GMR-SV 구조를 갖는 다
층박막의 상부 표면층에 Fig. 1와 같이 등간격으로 인듐을
부착하여 4-단자법으로 자기저항곡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전극을 연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폭 간격이 다른 4가지 조건의 시료를 4단자법으로 상온에서부터 액체질소 상 온도 (77 K) 까지의
저항 변화를 관찰하였다. 반강자성체인 NiO를 기반으로
하여 GMR-SV 구조를 갖는 다층박막의 4가지 조건이 다
른 폭 간격별 시료마다 각각 측정한 저항-온도 (resistancetemperature) 곡선은 Fig. 2와 같이 전형적인 금속 상
(metal phase) 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77 K까지
온도에 따라 저항값은 선형적으로 약 8% 감소하였다. NiO
두께 90 nm의 시료를 각각 4 mm, 2 mm, 1 mm, 0.5 mm
로 폭 간격의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여 저항값을 측정했을
때 상온에서는 각각 94.29 Ω, 183.86 Ω, 319.53 Ω, 576.37 Ω
이었다. 77 K에서는 7.59 Ω, 14.70 Ω, 25.57 Ω, 46.10 Ω
으로 저항값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하강하는 온도에
따라 모든 시료의 저항값은 13.25 mΩ/K의 선형적인 비율
로 감소하였다.
Figure 3(a) 와 같이 NiO 두께 90 nm의 시료를 폭 간격
4 mm로 설정하여 상온에서 측정한 자기저항곡선으로부터
얻은 고정층 NiFe의 교환결합력(Hex )과 보자력(Hc ),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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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four different minor MR loops measured
at (a) room temperature and (b) 77 K for the free
layer NiFe of the glass/NiO(90 nm)/NiFe(3 nm)/Cu(2.5
nm)/NiFe(6 nm)/Ta(5 nm) according to w = 0.5 nm,
1 mm, 2 mm, and 4 mm, respectively. Here arrows are
defined coercivity and MR(%)s of the free NiFe(6 nm)
layer.

Fig. 3. Major and minor loops of MR curves for
the sample having the middle NiO based on GMR-SV
of glass/NiO(90 nm)/NiFe(3 nm)/Cu(2.5 nm)/NiFe(6
nm)/Ta(5 nm) in the measuring magnetic fields of (a)
and (c) ± 120 Oe at room temperature, (b) and (d) ±
1200 Oe at 77 K, respectively.
저항비(MR)는 각각 30 Oe, 35 Oe, 3.3%이었다. Fig. 3(b)
와 같이 액체질소 상 온도 (77 K) 에서 측정한 자기저항곡
선으로부터 얻은 Hex 과 Hc , MR는 각각 190 Oe, 200 Oe,
7.3%이었다. Figure 3(a)와 Fig. 3(b)를 비교해 보면 상온

Fig. 5. The 4-probe resistance and coercivity, and
MR(%) at (a) room temperature and (b) 77 K according to width variation (w = 0.5 mm, 1.0 mm,
2.0 mm, 4.0 mm) for the free layer NiFe of GMR-SV
muitilayer having glass/NiO(90 nm)/NiFe(3 nm)/Cu(2.5
nm)/NiFe(6 nm)/Ta(5 nm).

보다 액체질소 상 온도에서의 교환결합력과 보자력, 자기
저항비가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3(c) 와 같이 상온에서 측정한 minor loop 자
기저항곡선으로부터 얻은 자유층 NiFe의 Hc 과 상호교환
결합력 (Hint ), MR는 각각 11.44 Oe, 1.44 Oe, 3.3%이었
다. Figure 3(d)와 같이 77 K에서는 각각 33.4 Oe, 5.0 Oe,
7.3%이었다. Figure 3(c)와 Fig. 3(d)를 비교한 결과, 온도
가 크게 낮은 액체질소 상에서의 자기저항 특성은 2배에서
6배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다.
Figure 4는 glass/NiO(90 nm)/NiFe(3 nm)/Cu(2.5 nm)
/NiFe(6 nm)/Ta(5 nm) 의 구조를 갖는 GMR-SV 다층박
막 시료를 각각 4 mm, 2 mm, 1 mm, 0.5 mm로 폭 간격을
다르게 설정하여 상온과 77 K에서 각각 측정한 minor loop
자기저항곡선들이다. Figure 4(a)와 같이 상온에서 측정한
자기저항곡선으로부터 4가지 다른 폭 간격별 변화에 따라
얻은 자유층 NiFe의 Hc 는 11 Oe이었으며, MR는 폭 간격
이 좁아짐에 따라 3.3%에서 2.9%로 감소하였다. Figure
4(b)와 같이 77 K에서의 Hc 은 33.4 Oe이었으며 MR는 폭
간격이 좁아짐에 7.3%에서 6.4%로 감소하였다. 이의 결
과로 액체질소 상 온도에서 일어나는 스핀의존산란효과의
증가함에 따라 Hc 는 3배로, MR는 2배로 향상되었다.

Figure 5는 glass/NiO(90 nm)/NiFe(3 nm)/Cu(2.5 nm)
/NiFe(6 nm)/Ta(5 nm) 의 구조를 갖는 GMR-SV 다층박
막 시료를 각각 4 mm, 2 mm, 1 mm, 0.5 mm로 폭 간격의
4가지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여 상온과 77 K에서 각각 측
정한 저항값과 Hc , MR의 변화에 따라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폭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시료의 비저항(ρ)과 길이
(L) 은 동일하며 면적 (=일정한 두께× 폭 간격별 크기) 이
변형됨에 따라 저항값은 반비례하였다. 상온과 77 K에서
측정한 자기저항곡선으로부터 얻은 고정층 NiFe의 Hex 과
Hc 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유층 NiFe의 Hc 는 일정한 값을
보였다. 반면에 MR는 폭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NiO계 GMR-SV 다층박막을 광 리소그래피
공정하여 제조한 바이오센서의 소자로 활용되려면 2 µm ×
18 µm 크기의 패턴이 되어 길이 방향이 자화 곤란축으로
형상 자기이방성 효과를 적용해야 한다. 패턴된 GMR-SV
센싱 소자의 자기저항 특성은 1.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자장감응도 (magnetic sensitivity) 도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그대로 전형적인 자기저항 특성과 자장감응도를
갖게 된다 [11].
본 연구팀의 선행 연구에서는 고온초전도체 YBCO 박막
과 반강자성체인 NiO 혹은 IrMn을 기반으로 한 GMR-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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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자속센서에서 링형 루프(ring-type loop) 안으로 인가될
때, 전류전달효과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형 고감도 자성
센싱소자 개발이 가능하다. 즉, 초전도양자간섭소자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SQUID)
센서의 조셉슨 소자 대신 YBCO/NiO-GMR-SV 하이브리
드형 고감도 자성 센싱소자로 응용할 수 있다. 앞으로 뇌자
Fig. 6. (Color online) Schematic of the self-driving spindevice(2SD) consisted of micro width of the hybrid type
YBCO/NiO-GMR-SV multilayer. (b) Schematic of the
suggesting bio-magnetic flux sensing device and as the
2SD response instead of SQUID sensor.

도 (magnetoencephalography, MEG) 및 심자도 (Magnetocardiography, MCG)에 사용되는 무전력/무소모용 자체
전류 구동형 스핀전달 소자인 2SD의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막이 구성된 하이브리드형 다층박막을 제안하였다 [7].
또한 고온초전도체 YBCO 박막을 임계온도 이하의 액체질

IV. 결 론

소 온도 (77 K) 에서 자기저항 특성이 반전되는 것은 면상
전류전달효과에 기인됨을 밝혔다 [3]. 특히, 음의 자기저항

반 강 자 성 체 인 NiO 를 기 반 으 로 한 glass/NiO(90

비 값은 고온초전도체 박막과 반강자셍체를 기반으로 한

nm)/NiFe(3 nm)/Cu(2.5 nm)/NiFe(6 nm)/Ta(5 nm) 의

GMR-SV 박막 사이에서 존재하는 부도체 틈층(gap layer,

다층박막을 스퍼터링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4-단자에서

GL) 의 두께에 의존함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센싱 전류가 흘러가는 박막의 폭 간격을 각각 4.0 mm,

여기서 반강자성체를 기반으로 한 GMR-SV 박막에서 일어

2.0 mm, 1.0 mm, 0.5 mm로 다르게 하여 시료를 형성

나는 저항값과 GL층에서 일어나는 저항값에 따라 전류흐

하였다. 4가지 다른 폭 간격별로 형성한 시료들을 상온과

름이 결정되어지는 등가회로의 이론적 전류-전압 수치값을

77 K에서 각각 측정한 major 및 minor 자기저항곡선으

시뮬레이션한 결과, ±수십%에서 수백% 이상의 최대 MR

로 자기저항 특성을 조사하였다. 폭 간격 4 mm의 NiO계

비와 4%/Oe 이상의 자장감응도 (MS) 을 갖는 틈층 (GL)

GMR-SV 다층박막을 상온에서 측정한 자기저항곡선으로

과 반강자성체를 기반으로 한 GMR-SV 박막으로 저항의

부터 얻은 고정층 NiFe의 교환결합력(Hex )과 보자력(Hc ),

최적화 조건에 따라 제조 시 적용된다. 반강자성체이자 부

자기저항비(MR)는 각각 30 Oe, 35 Oe, 3.3%이었다. 77 K

도체인 NiO 박막이 틈층으로 역할을 하는 고온초전도체-

에서는 각각 190 Oe, 200 Oe, 7.3%로 크게 향상되었다. 폭

거대자기저항체 박막이 구성된 하이브리드형 다층박막에

간격 0.5 mm의 NiO계 GMR-SV 다층박막을 상온에서 측

대한 본 연구를 통해 얻는 NiO계 GMR-SV 다층박막의 폭

정한 자기저항곡선으로부터 얻은 고정층 NiFe의 Hex 과 Hc ,

간격별 변화에 따른 자기저항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MR는 각각 30 Oe, 35 Oe, 2.9%이었다. 77 K에서는 각각

Figure 6(a) 와 같이 자성체의 스핀배열 변화에 따라 외

190 Oe, 200 Oe, 6.4%이었다. 시료의 폭 간격이 4.0 mm

부에서 인가된 자기장이 없이 고온초전도체에서 흐르는 전

에서 0.5 mm까지 좁아집에 따라 상온과 77 K에서 측정한

류량으로 하여금 형성된 자체 자기장에 의해 구동되는 스핀

자기저항곡선으로부터 얻은 고정층과 자유층 NiFe의 Hex

생성 소자인 자체구동 스핀소자 (self-driving spin-device,

와 Hc 는 각각 변동이 없었고 MR에서만 선형적으로 상온

2SD) 를 제안한다. 자체구동 스핀소자가 갖는 2가지 상태

에서 2.9%, 77 K에서 6.4%로 감소하였다. 폭 간격이 µm

에서 가장 민감하고 선형적인 자기저항비의 변화를 갖는

수준으로 미소하게 패턴할 수 있는 고온초전체 박막과 NiO

범위 내 외부자기장이 없어도 조절이 가능하다 [12]. 이것은

계 GMR-SV 다층박막의 구조를 갖는 하이브리드형 자체

예측되는 새로운 초거대자기저항 특성으로 자기정보저장

구동 스핀소자 (2SD)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및 초고감도를 감지하는 바이오 융합소자 개발의 근거를
제시함에 따라 연구결과로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최적화된 금속 상의 초전도체와 자성체가 구성된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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