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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y-nanometer thick (100) and (101) VO2 films were synthesized on C-plane and R-plane Al2 O3
substrates using pulsed laser deposition. X-ray diffraction measurements suggested that the VO2
films with a root-mean-square roughness of 0.58 – 1.08 nm had good crystalline properties.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resistance for the VO2 films displayed a metal-insulator transition
behavior at TMI = 325 – 350 K. Co/Pt multilayers with perpendicular magnetic anisotropy were
deposited on (100) and (101) VO2 film by using DC sputtering, and their magnetic properties were
monitored by using magneto-optic Kerr effect measurements. Although the VO2 has a structural
transition from monoclinic to tetragonal at the TMI , the (100) VO2 plane seems to have opposite
changes in the two in-plane lattice constants, so no net strain is induced in the neighboring Co/Pt
film. On the other hand, the (101) VO2 with net changes in both in-plane lattice constants at
the TMI presumably provides interfacial stress to the neighboring Co/Pt film thus, it induces a net
magnetoelastic effect, which results in an increases in the coercive fields of

5 Oe along the easy

axis and 200 Oe along the hard axis.
PACS numbers: 73.90.+f, 75.50.Cc, 75.3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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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상전이를 갖는 VO2 와 결합된 Co/Pt 박막에서 온도에 따른 자기이방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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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nm 두께를 갖는 (100) VO2 와 (101) VO2 박막을 각각 C-plane 과 R-plane 사파이어 기판 위에
펄스레이저 증착법으로 제작하였다. X-선 회절실험으로 VO2 박막은 결정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고
표면형상 측정으로 표면 거칠기가 0.58 nm – 1.08 nm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VO2 박막은 약 325 – 350
K 사이에서 금속-부도체 상전이를 보였다. 그리고 스퍼터링 (DC 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VO2
박막 위에 수직 자기이방성을 갖는 Co/Pt 다층박막을 제작하고 자기-광 커 효과 측정을 통하여 Co/Pt
박막은 뚜렷한 수직 자기이방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구조적 상전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100) VO2 는
평면 내에서 두 격자상수의 변형 효과가 상쇄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100) VO2 와 결합된 Co/Pt 박막의
보자력은 VO2 와 결합되지 않은 Co/Pt 박막과 비슷한 형태의 온도 의존성을 보였다. 반면, (101) VO2
는 이웃한 Co/Pt 박막에 알짜 경계면 변형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탄성효과에 의해 보자력이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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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보자력은 자화용이축 방향으로 구조적 상전이 온도 근처에서 최대 약 5 Oe, 자화어려움축
방향으로 약 200 Oe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였다.
PACS numbers: 73.90.+f, 75.50.Cc, 75.30.Gw
Keywords: 바나듐 산화물, 자성체 박막, 수직 자기이방성

I. 서 론
고체 물질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도핑
이나 치환을 통한 물질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빛을 조사
하거나 전압, 압력 등을 가하는 외부적인 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 [1–4]. 벌크 물질에 대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온도를 바꾸거나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5,6]. 박막 물질
의 경우, 기판 물질과의 격자 불일치에 따른 경계면 변형력
효과를 이용하여 박막의 격자변형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7]. 박막 물질의 격자변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는 박막 물질이 단결정성의 에피탁시 또는 헤테로 에피탁시
박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바나듐 산화물 VO2 는 약 340
K 근처에서 금속-부도체 전이를 함과 동시에 구조적으로 단
사정계(Monoclinic, a = 5.753 Å, b = 4.526 Å, c = 5.383
Å, β = 122.6◦ ) 에서 정방정계 (Tetragonal, a = 4.554 Å,
c = 2.856 Å)로 상전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1].
이러한 VO2 의 전기적 특성 변화와 격자구조의 변화는 이
웃한 물질과의 접합 경계면에서 포텐셜 장벽의 변화를 유
발하거나, 접합된 물질에 경계면에서 변형력을 유발할 수
있다 [12–14].
자기변형(Magnetostriction)은 강자성 물질이 외부자기
장에 의해 자화됨에 따라 자성체의 형태와 길이가 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를 역으로 하면 물질의 구조를 변화시킴
으로 자기적 특성이 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Villari
효과’ 또는 ‘자기탄성효과’라고 한다 [15, 16]. 강자성체를
구조적 상전이를 하는 VO2 에 접합시키면, VO2 의 구조적
상전이에 따라 격자상수 변화가 생기며 경계면 변형력이
이웃한 자성체 물질에 전달되어 자기탄성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 최근, Y. Yang은 강자성 Ni과 VO2 를 접합시키고
온도에 따른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하고 VO2 의 구조적 상전
이에 따라 자기탄성효과에 의해 Ni의 보자력 (HC )이 일시
적으로 약 30 Oe 증가하였다가 상전이 온도 이상에서 약 48
Oe 감소하였고 자화 값의 크기가 미세하게 증가함을 보고
하였다 [14,17]. 어떠한 자성체가 특정한 방향의 외부자기
장에 대해 쉽게 자화되지 않을 때 그 방향을 자화어려움축
(hard axis) 이라고 하고 반대로 쉽게 자화되는 경우는 자
화용이축(easy axis) 이라고 한다. 물질 내부의 자기이방성
에너지가 낮은 쪽은 외부자기장에 쉽게 반응하여 자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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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기장 방향으로 쉽게 정렬하며 이러한 특성을 자기
이방성 (Magnetic Anisotropy) 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는 박막의 평면에 수직 방향으로 자화가 쉽게 되는 수직
자기이방성 (Perpendicular Magnetic Anisotropy: PMA)
물질 Co/Pt를 구조적 상전이를 하는 VO2 에 접합시키고
온도를 바꾸면서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하여 자기탄성효과에
따른 보자력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가 수평
자기이방성을 갖는 Ni을 사용하였다면, 이번 연구는 수직
자기이방성을 갖는 Co/Pt를 VO2 에 접합시킨 경우에 해당
하며, VO2 와 접합되지 않은 Co/Pt 자체가 갖는 보자력의
온도의존성을 측정하여 상대적인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II. 실험방법
루타일 상(정방정계 구조) VO2 박막을 펄스레이저 증착
법(Pulsed Laser Deposition)을 이용하여 육방구조 사파이
어 Al2 O3 기판 위에 제작하였다. 두께 30 nm의 VO2 박막
제작을 위해 다결정성 V2 O3 타겟이 사용되었고 355 nm의
파장을 갖는 Nd:YAG레이저가 사용되었다. 또한, 기판의
온도는 525 – 550 ◦ C, 산소분압은 13 – 18 mTorr였으며,
C-plane Al2 O3 와 R-plane Al2 O3 기판 위에서 각각 (100)
VO2 박막과 (101) VO2 박막이 제작되었다 [18]. 헤테로 에
피탁시 VO2 박막의 결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PaNalytical
X’pert Pro X-선 회절 (XRD) 장비를 이용하여 θ − 2θ 스
캔, 오메가 (ω) 스캔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VO2 박막
의 표면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Digital Instruments사의
Multimode 주사탐침현미경 (scanning probe microscope)
를 이용하였다. VO2 박막의 온도에 따른 저항 R(T )를 측정
하기 위하여 4-단자법을 이용하였으며, R(T )는 300 K에서
380 K까지 온도를 올렸다가 내리면서 측정하였다 [19].
스퍼터링 방법으로 VO2 박막 위에 수직 자기이방성을
갖는 [Co(0.6nm)/Pt(1.8nm)]2 (Co/Pt) 다층박막을 증착
하였다. Co/Pt다층박막은 비자성 중금속인 Pt에 의해 계
면에서 Co의 궤도 각운동량이 바뀌고 스핀-궤도 상호 작용
이 향상되어 수직 자기이방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Co/Pt 박막 제작을 위하여 진공증착장비를 약 3 ×
10−7 Torr까지 진공을 뽑고 Ar 가스를 주입하여 4 mTorr
압력을 맞추고 20 W의 DC 전력을 사용하여 스퍼터링을
실시하였다 [21]. Co/Pt 박막의 수직 자기이방성 특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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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하여 자기-광 커 효과(Magneto-optic Kerr Effect
: MOKE) 장치를 이용하여 온도를 바꾸면서 자기이력곡선
M (H)를 측정하였다. 최대 자기장 3 kOe를 공급할 수 있는
전자석을 사용하였고 650 nm의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하여
선평광된 빛을 만들었다. 박막시료를 자기장에 수직하게
놓고 극 자기-광 커 효과 (Polar MOKE) 측정과 평행하게
놓고 길이 방향 자기-광 커 효과 (Longitudinal MOKE) 측
성을 실시하였다 [22, 23]. MOKE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자기이력곡선M (H) 으로 부터 온도에 따른 보자력의 값을
찾았다.

III. 실험 결과 및 토의
구조적 상전이를 갖는 VO2 위에 증착될 수직 자기이방성
Co/Pt 박막의 두께가 약 5 nm 이하로 매우 얇기 때문에
VO2 박막은 결정성이 우수하고 표면형상이 매우 평탄하
게 만들어져야 한다. 먼저, 사파이어 기판 위에 결정성이
우수하고 제곱평균제곱근 (RMS) 표면거칠기가 1 nm이하
정도로 표면이 평탄한 VO2 박막을 만들기 위하여 박막증착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Figure 1은 C-plane 사파이어 기판
위에 최적조건에서 만들어진 (100) VO2 박막의 θ − 2θ 스
캔 및 ω-스캔 XRD 데이터, AFM 표면형상 이미지, 그리고
온도에 따른 R(T )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XRD 데이터는
C-plane 사파이어 기판 위에서 VO2 박막이 (100) 방향으로
헤테로 에피탁시하게 성장됨을 뒷받침하였으며, Fig. 1(a)
에 삽입된 ω-스캔 XRD 데이터에서 반치전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값이 약 0.062◦ 로 매우 작아서 VO2 박
막의 결정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Fig. 1(b)에
삽입된 AFM 이미지는 표면이 매우 평탄하고 RMS 표면
거칠기 값이 0.58 nm로 매우 작음을 보여준다. 또한 온도
에 따른 R(T ) 곡선은 VO2 박막이 약 330 K에서 350 K
사이에 금속-부도체 상전이를 하며, 측정된 온도 영역에서
저항값이 약 2000 배 변함을 보여준다. VO2 는 금속-부도체
상전이와 함께 정방정계에서 단사정계로 구조적 상전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금속-부도체
상전이 온도 구간에서 구조적 상전이가 있는 것으로 잠정
적으로 가정한다.
Figure 2은 R-plane 사파이어 기판 위에 최적조건에서
만들어진 (101) VO2 박막의 θ − 2θ 스캔 및 ω-스캔 XRD
데이터, AFM 표면형상 이미지, 그리고 온도에 따른 R(T )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R-plane 사파이어 기판 위에서 VO2
박막은 (101) 방향으로 헤테로 에피탁시 하게 성장하였으
며, Fig. 2(a)에 삽입된 ω-스캔 XRD 데이터에서 반치전폭
값이 약 0.76◦ 로 (100) VO2 박막에 비해 결정성이 상대적으

Fig. 1. (Color online) (a) θ − 2θ scan XRD pattern for
the (100) VO2 grown on C-plane Al2 O3 substrate. Inset
shows ω-scan XRD pattern for the (200) VO2 peak. (b)
Temperature dependence of resistance of (100) VO2 film
grown on C-plane Al2 O3 substrate. Inset shows an AFM
image for the (100) VO2 film.
로 나빴다. Figure 2(b) 에 삽입된 AFM 이미지에서 RMS
표면 거칠기 값은 1.08 nm 이었다. 또한 (101) VO2 박막의
R(T ) 곡선은 상전이 온도가 약 325 K – 340 K이고 저항
변화가 약 10,000 배임을 보여주었다. (100) VO2 박막과
비교하여 (101) VO2 박막의 상전이 온도는 5 – 10 K 정도
낮고 저항변화는 약 5배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은 (100) VO2 /C-plane Al2 O3 위에 증착된 수
직 자기이방성 Co/Pt 박막에 대해 온도를 300 K에서 380
K로 증가시키면서 측정한 자기장에 따른 MOKE 신호의
크기를 보여준다. Figure 3(a) 는 자기장을 박막 시료의
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걸고 측정한 Polar MOKE 측정
결과이며, Fig. 3(b) 는 자기장을 박막 시료의 평면에 평
행하게 걸고 측정한 Longitudinal MOKE 측정 결과이다.
MOKE 신호의 크기에 대한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으므로
규격화하여 나타내었다. 따라서 MOKE 방법으로 측정된
자기이력곡선은 자기이력곡선의 모양과 보자력, 그리고 상
대적인 잔류 자화의 크기에 대해서만 신뢰할 수 있다.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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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a) θ − 2θ scan XRD pattern for
the (101) VO2 grown on R-plane Al2 O3 substrate. Inset
shows ω-scan XRD pattern for the (101) VO2 peak. (b)
Temperature dependence of resistance of (101) VO2 film
grown on R-plane Al2 O3 substrate. Inset shows an AFM
image for the (101) VO2 film.
방향으로 측정된 자기이력곡선은 사각형 형태를 보였으며,
보자력이 상온에서 약 15 Oe 정도이고 포화현상이 약 20
Oe 이상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수평방향으로
측정된 자기이력곡선은 보자력이 약 700 Oe 정도로 크고
포화현상은 약 1000 Oe 이상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o/Pt 박막이 수직 자기이방성을 가짐을
뒷받침한다.
Figure 4는 (100) VO2 /C-plane Al2 O3 에 제작된 수직 자
기이방성 Co/Pt 박막의 온도에 따른 자기이력곡선으로부
터 얻은 보자력 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비교를 위하여
VO2 없이 Al2 O3 에 증착된 Co/Pt의 온도에 따른 보자력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Figure 4(a) 에서 자화용이축 (수직)
방향으로의 보자력과 Fig. 4(b) 에서 자화어려움축 (수평)
방향으로의 보자력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인 감소
현상을 보였다. (100) VO2 는 TMI = 340 – 350 K에서 금
속-부도체 전이와 함께 정방정계-단사정계 구조적 상전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Co/Pt 박막 아래에 V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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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Magnetic field versus MOKE
signals of Co/Pt film deposited on (100) VO2 /C-plane
Al2 O3 at various temperatures from 300 K to 380 K (a)
when the magnetic field H is perpendicular to the film
plane and (b) when H is parallel to the film plane.
가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비슷하게 온도에 따른 보자력
HC (T ) 은 선형적인 감소와 비교하여 아래로 약간 휘어진
곡선의 형태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5는 R-plane에서 제작된 (101) VO2 박막 위에
증착된 수직 자기이방성 Co/Pt의 온도에 따른 MOKE 데
이터로부터 얻어낸 보자력 값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5(a) 는 수직방향 보자력의 온도 의존성을 보여주며, Fig.
5(b) 는 수평방향 보자력의 온도 의존성을 보여준다. (101)
VO2 박막 위에서 Co/Pt 박막의 수직 방향 보자력 값은
상온에서 약 60 Oe 정도로서 (100) VO2 위에서 보다 약간
컸다. 이는 (101) VO2 박막이 (100) VO2 박막과 비교해서
표면형상이 약간 더 거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01) VO2
박막 위에서 Co/Pt의 보자력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지만, 특이하게도 (100) VO2 박막
위에서와 달리 (101) VO2 박막 위에서 Co/Pt 박막의 보
자력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인 감소와 비교하여
위쪽으로 약간 휘어진 곡선 형태를 띠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5(a) 와 (b) 에서 VO2 박막이 없는 경우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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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Temperature versus coercive fields
HC of Co/Pt film on (100) VO2 /C-plane Al2 O3 and
Co/Pt film on Al2 O3 without VO2 (a) when the magnetic
field H is perpendicular to the film plane and (b) when
H is parallel to the film plane. Insets show schematic
configurations for th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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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Temperature versus coercive fields
HC of Co/Pt film on (101) VO2 /R-plane Al2 O3 and
Co/Pt film on Al2 O3 without VO2 (a) when the magnetic
field H is perpendicular to the film plane and (b) when
H is parallel to the film plane. Insets show schematic
configurations for the measurement.
형태로 박막 성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Fig. 6(c)

교했을 때, 수평방향 보자력 변화 곡선이 수직 방향 보자력
변화 곡선에 비해 더 큰 차이를 보였다.
VO2 가 구조적 상전이를 함에 따라 평면내 격자상수 변
화는 이웃한 Co/Pt 박막에 미소한 격자변형을 제공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성체 박막의 변형은 자기탄성효
과(magnetoelastic effect)에 통해 Co/Pt 박막의 자기이방
성 에너지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Figure 4와 Fig. 5의
결과를 보면, (100) VO2 는 이웃한 Co/Pt 박막에 보자력
변화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101) VO2 는 Co/Pt
의 자화용이축 (수직) 방향 보자력을 TMI 근처에서 최대 ∼
5 Oe 증가시키고 자화어려움축 (수평) 방향 보자력을 최
대 ∼ 200 Oe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 6(a)
와 (b) 는 C-plane과 R-plane 사파이어 기판 위에 VO2 가
헤테로 에피탁시 박막으로 성장될 때 평면 내에서 원자 배
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평면 내에서 (100) VO2 는 3가지
동등한 방향이 존재하여 평면 내에서 격자 무질서가 존재
할 수 있으나, (101)VO2 는 평면 내에서 격자가 잘 정렬된

와 (d) 는 루타일 상 (Rutile phase) VO2 의 정방정계 격자
구조에서 (100) 결정면과 (101) 결정면을 나타낸 것이다.
TMI 온도 이상에서 VO2 는 정방정계 구조이지만 TMI 온도
이하에서 단사정계로 바뀐다. 상온에서도 VO2 는 에피탁
시 안정화에 의해 유사-정방정계 (tetragonal-like) 구조가
유도되기도 하며, 단사정계의 구조적 뒤틀림이 약하여 근
사적으로 정방정계로 가정될 수도 있다 [9,10,17].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TMI 온도에서 정방정계 격자상수 a 와 c
의 변화율 ∆l 을 각각 Fig. 6에 나타냈다. (100) VO2 의
경우, Co/Pt와 접합 경계면에서 평면에 수평한 방향으로
각각 + 0.62%, – 0.70%의 격자상수 변화를 갖는 것으로 추
정된다. 반면, (101) VO2 는 경계면에서 각각의 방향으로 +
0.62%, + 0.19%의 격자상수 변화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100) VO2 가 구조적 상전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평면 내에서 미시적인 격자상수 변화가
서로 반대 부호를 갖는다. 따라서 (100) VO2 는 상쇄되는
변형력이 다결정성 Co/Pt 경계면에 전달되어 거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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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The in-plane atomic structures
of the rutile VO2 on the hexagonal Al2 O3 with the Cplane (0001) and the R-plane (11̄02) orientations. The
(black) solid lines display the unit cells of each materials,
and the (red) dashed rectangles represent the tentative
areal unit of the in-plane atomic ordering for heteroepitaxial growth. Two in-plane length changes ∆l of (c)
(100) VO2 on C-plane Al2 O3 and (d) (101) VO2 on Rplane Al2 O3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transition at
TMI . The length change ∆l was estimated from changes
of lattice constants which were caused by a structural
transition from pseudo-tetragonal below TMI to tetragonal above TMI .
알짜 변형을 유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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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시 박막을 제작하였다. 표면 거칠기가 0.58 nm – 1.08
nm 정도로 매우 평탄한 VO2 박막을 만들고 온도에 따른
저항 측정을 통해 약 330 – 345 K 사이에서 금속-부도체
상전이가 있음 확인하였다. 그리고 VO2 박막 위에 수직
자기이방성을 갖는 Co/Pt 박막을 스퍼터링 방법으로 제
작하였다. 상온에서, 수직 방향으로 Co/Pt 박막의 보자력
HC 는 (100) VO2 위에서 약 15 Oe이고 (101) VO2 위에서
약 60 Oe 정도를 갖는 뚜렷한 수직 자기이방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자력은 단조롭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100) VO2 는 구조
적 상전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평면내에서 격자상수 변화
효과가 상쇄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Co/Pt 박막의 자기적
특성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지만, (101) VO2 는 경계면에서
알짜 팽창 변형력 효과가 이웃한 Co/Pt 박막에 전달되어
자기탄성효과를 유도하고 보자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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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알짜 변형력을 제공하는 (101) VO2 는 알짜 자기탄
성효과를 이웃한 Co/Pt 박막에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변형
자기이방성(strain magnetic anisotropy) 에너지가 증가하
여 보자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직 자기이방성
[Co/Pt]/(101)VO2 에서 온도에 따른 보자력의 증가 경향은
기존에 보고된 수평 자기이방성 Ni/VO2 에서 감소 경향과
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4]. 수평 자기이방성
박막과 비교해서 수평방향의 경계면 변형력은 이웃한 수직
자기이방성 박막에는 자기탄성효과를 효율적으로 유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기장을 수직 자기이방성
자성체의 박막 평면에 수직방향으로 걸 때와 비교하여 수평
으로 걸 때 자기탄성효과가 약간 더 뚜렷한 것처럼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50 nm 두께의 VO2 박막이 사용되었는데,
두께가 얇을수록 기판에 의해 구조적 상전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두꺼운 VO2 박막을 사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V. 결 론
펄스레이저 증착법을 이용하여 C-plane 과 R-plane 사
파이어 기판 위에 (100) VO2 와 (101) VO2 헤테로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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