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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easure the dependence of the change in the magnetization reversal phenomenon on the
magnetic-field direction in a Pt/Co/Pt thin film by using the magneto-optical Kerr measurement
that can measure both the magnetic hysteresis curve and the magnetic viscous curve by controlling
the direction of the magnetic field. Interestingly, the magnetic viscous curves with respect to
the magnetic field showed that the magnetization reversals of the Pt/Co/Pt films could be well
explained by using the thermal activation model. Also, we found that the thermal activation
volumes at all samples increased as the direction of the external magnetic field deviated from
the easy axis of magnetization. This implies that the propagation of the magnetic domain walls
is influenced not only by the easy-axis component of the external magnetic field but also by its
hard-axis component during magnetization re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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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o/Pt 박막에서 외부 자기장 방향에 따른 자화역전 현상 변화 연구
김학수 · 류광수∗
한국교원대학교 물리교육과, 청주 28173, 대한민국
(2020년 7월 17일 받음, 2020년 12월 4일 수정본 받음, 2020년 12월 5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자기장 방향을 조절하며 자기이력곡선과 자기점성곡선을 측정할 수 있는 광자기 Kerr
자력계를 이용하여 Pt/Co/Pt 박막에서 와부자기장의 방향에 따른 자화역전현상 변화를 측정하였다.
흥미롭게도, 자기장의 크기에 따른 자기점성곡선을 측정한 결과 Pt/Co/Pt 박막의 자화역전 현상이
열적활성화모델로 잘 설명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부자기장의 방향이 자화용이축에서 벗어날수록
자화역전의 기본단위인 열적 활성화 부피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구벽 이동 성향이 자화역전과
정에서 외부자기장의 자화용이축 방향 성분 뿐 아니라, 자화곤란축 방향 성분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
Keywords: 자화역전, 자구벽운동, 열적활성화모델, 활성화부피, Pt/Co/Pt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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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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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Pt/Co/Pt 박막의 자화역전현상이 열적활성화모델로
잘 설명이 됨을 알 수 있었고, 외부자기장 방향이 자화용이

최근, 더 나은 집적도와 향상된 처리 속도를 내는 차세
대 스핀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나노자성체를 이용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이러한 나노스핀소자의 메커
니즘을 연구 및 개발하기 위해는 나노자성체에서의 자화역
전현상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자화역전현상이 다양한 자기적
성질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스핀의 근본
적인 상호작용이나 스핀동역학적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노자성체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수
직자기이방성을 가지는 나노자성박막이다. 수직자기이방
성은 시료 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스핀이 용이하게 형성
되려고 하는 성질로써, 시료 평면에 나란하게 자화방향을
형성하려고 하는 수평자기이방성 자성체보다 작은 면적의
자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초고집적화 메모리에 활용하기
좋은 소재이다.
대부분의 수직자성박막에서의 자화역전형상에 대한 연
구는 Co/Cr, Co/Pt, Co/Pd, Co/Au [2–5] 등에서 이루어
졌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수직자성박막에서의 자화역
전현상은 열적에너지의 도움으로 자화의 에너지 장벽을 뛰
어넘는 열적활성화운동 (thermal activation motion) 메커
니즘이 관여한다 [6,7]. 열적활성화에 의해 자화가 역전할
때, 자화는 최소 부피단위로 역전하게 되는 데 이 부피를
열적 활성화 부피 (thermal activation volume) 라고 한다.
즉, 열적 활성화 부피가 작으면 데이터 정보를 담고 있는
최소한의 자구가 줄어들어 정보의 고집적화가 가능하고,
자화의 역전 속도가 빨라져 고속의 데이터 처리에 유리하
지만 단점으로는 신호 대 잡음비 (Signal noise ratio, S/N)
가 나빠지고 열적 요동 (thermally fluctuation) 에 의해 자
화가 쉽게 요동하게 되어 데이터의 안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자화역전현상들은 나노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측정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자기이방성 성질을 갖는 Pt/Co/Pt
강자성 나노자성체 박막에서의 외부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변하는 자화역전현상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
방위각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며 자기적 성질을 측정할
수 있는 광자기 Kerr 자력계를 이용하여 외부자기장의 방
향과 세기에 따른 자기이력곡선(magnetic hysteresis loop)
과 자기점성곡선(magnetic viscosity curve)을 측정하였다.
자기이력곡선 측정을 통해 외부자기장 방향에 따른 보자력
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자기점성곡선 측정을 통해 자기장
의 세기에 따른 절반 자화역전시간 (half reversal time) 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활성화 부피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축에서 벗어날수록 활성화 부피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구벽 이동 성향이 자화역전과정에서 외부자기장의
자화용이축 방향 성분 뿐 아니라, 자화곤란축 방향 성분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

II.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나노자성체는 수직자기이방성을 가진
강자성 Pt/Co/Pt 박막으로써 직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DC magnetron sputtering)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세부
적인 시료 구조는 SiO2 기판 위에 시료의 증착을 돕는 Ta
버퍼층을 쌓은 다음 Pt(2.5 nm)/Co(t nm)/Pt(1.5 nm) 의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여기서 Co 두께 t 는 각각 0.3, 0.6,
0.9 nm로 변화시켰다. Pt/Co/Pt 박막은 Pt과 Co사이의
강한 스핀궤도상호작용으로 인해 강한 수직자기이방성을
가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3,8].
나노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광자기
Kerr 자력계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나노자성체에서 입
사된 빛이 반사 될 때, 나노자성체의 자화방향에 따라 빛의
편광이 변하는 효과인 광자기 Kerr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광자기 Kerr 자력계는 광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자기적인
성질을 측정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에 영향을 잘 받지 않
아 자기이력곡선과 같은 측정을 하는데 매우 용이하고 최근
나노자성체의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9,10].
Figure 1은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광자기 Kerr 자력계
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장비의 특징은 제작된 시
료 홀더에 따라 기본적으로 Polar와 Longitudinal 광자기
Kerr 측정을 할 수 있고, 시료 홀더에 영향을 주기 않고 전
자석을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인가 방향에 따른
자기이력곡선과 자기점성곡선을 측정할 수 있다. 광원으
로는 He-Ne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레이저 광원의 S/N을
증가시키기 위해 PEM (Power electric modulator)장비를
사용하였다. PEM 장비는 광원을 변조기 (Modulator) 에
서 50 kHz 주파수 성분으로 변조를 시켜주고 후에 광검
출기 (Photodetector) 에서 감지된 광자기 신호를 Lock-in
Amplifier에서 증폭시켜준다. 변조기의 광학 헤드(Optical
head) 부분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광원의 파장에 해당하
는 450 – 650 nm파장범위의 광원에 대해 반사 방지 코팅
(Anti-reflective coating)이 입혀져 있으며, 170 nm – 1 µm
에서는 1/2 파장판, 170 nm – 2 µm에서 1/4 파장판으로
쓸 수 있는 Fused silica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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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magnetooptical Kerr effect system.

Fig. 2. (Color online) Magnetic hysteresis loop of the
sample with Co thickness of 0.3 nm.

기본적으로 Polar 광자기 Kerr 신호를 측정할 때는 광
이 시료에 수직으로 입사하고, Longitudinal과 Transverse
광자기 Kerr 신호의 경우 시료에 광이 비스듬하게 입사시
키기 위해 Fig. 1의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빔 분리기
(Beamspliter) 를 통해 나온 별도의 경로를 통해 광원이 진
행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계하였다 [11]. 본 연구에 사용
된 Pt/Co/Pt 시료는 수직자기이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Polar 광자기 Kerr 신호를 측정하였으며, 인가된 자기장은
–500 – 500 Oe의 범위에 있고, 132 ms 시간단위와 9 dB
증폭된 Kerr 신호를 측정하여 자기이력곡선과 자기점성곡
선을 얻었다.

은 자구벽의 퍼텐셜 에너지 장벽을 자기장에 의한 Zeeman
에너지를 이용하여 넘어가는 형식으로써 이때 자화방향으
로의 자기장 성분만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구벽
운동에서 보자력은 1/ cos θ 의 함수형태를 따라 각도 θ 에
대해 증가하게 된다. 즉, 자기장의 인가방향이 시료의 자화
용이축에 대해 벗어날수록 보자력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보다 정량적인 해석을 위해서 모든 시료에서 인가 자기
장의 각도에 따른 보자력 HC 의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3). 여기서 HC0 는 각 시료의 자화 용이축 방향으로
자기장을 인가했을 때의 보자력이고, 이 값으로 보자력을
정규화 하였다. 재미있게도, 모든 시료에서의 보자력은 자
기장의 각도 에 대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모든 시
료의 보자력의 각도 θ 에 대한 경향성이 1/ cos θ 함수형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나노자성체의 자화역전현상이 주로 자구벽 운동을 통해 일
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자화역전현상이 자화 회전
에 의해 일어난 다면, Stoner-Wohlfarth 모델에서와 같이
외부 자기장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화의 회전이 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보자력은 감소하게 되어 HC ∝ cos θ 의
형태를 따른다. 그러므로, Co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 각도에
대한 보자력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1/ cos θ 함수형태에서 멀
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시료에서의 자화역전현상은
주로 자구벽 이동이 일어나지만 자화 회전에 의한 경향도
어느 정도 섞여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로, Co 두께가
두꺼울수록 자구벽 이동성향이 더욱더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시료의 자화역전현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일정한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의 자화변화를 나타내는
자기점성곡선을 측정하였다. Figure 4는 Co 두께가 0.3
nm인 Pt/Co/Pt 시료에서 측정된 자화용이축 방향의 여러
자기장에서의 자기점성곡선들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점성

III. 실험 결과
Figure 2는 광자기 Kerr자력계를 이용하여 나노자성체
Pt/Co/Pt시료의 자기이력곡선을 자기장의 인가 방향에
따라 각각 측정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의
각도 θ 는 시료에 수직인 방향을 θ = 0◦ 로 정하였고, 수직
에서 벗어날수록 증가한다. 자기이력곡선을 측정 할 때,
자기장의 시간적 변화율은 10 Oe/s이었다. 측정에 사용된
시료는 Co 두께가 0.3 nm인 Pt/Co/Pt 이고, 외부 자기장
각도는 0◦ 부터 60◦ 까지 15◦ 단위로 변화시켜 측정하였다.
0.6 nm와 0.9 nm의 Co 두께를 가진 나머지 시료들에 대
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흥미롭게도, 자기장의
각도 θ 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이력곡선이 점차 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기장의 방향이 자화용이축 (θ = 0◦ )
으로부터 벗어날수록 보자력 HC 이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모든 시료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료들의 자화역전현상의 주된 메커니즘이 자구벽 운
동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구벽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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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The values of the coercivity according to the angle of the applied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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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Half reversal times according to
the applied field H in the sample with Co thickness of
0.3 nm.
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절반 자화역전에 소요
되는 시간 τ 는 Arrhenius-Neel의 법칙에 의해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1 −∆E
= e kB T
τ
τ0
여기서, kB 는 볼츠만 상수(1.38×10−16 erg/K)이고 T 는
상온, 1/τ0 는 상수이다. 자화가 역전할 때의 에너지는 ∆E
이고 이를 절반 자화역전시간으로 나타내면 ∆E = kB T ln τ
와 같다. 즉, Fig. 5에서와 같이 τ 에 자연로그를 취한 ln τ

Fig. 4. (Color online) Magnetic viscosity curves at several magnetic field along the easy axis in the sample with
Co thickness of 0.3 nm.

값이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선형이라는 것은 τ 가 자기장에
대한 지수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열적활성화모델
로 잘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장벽의 자기장에

곡선은 일정한 자기장 하에서 시간에 따른 정규화된 Kerr
신호로 나타내었고, Kerr 신호는 시료의 포화된 Kerr 신호
로 정규화 하였다. 측정은 10 ms 단위로 총 5 – 100 s 시간
동안 측정 하였고, 여러 자기장에 대해 수행하였다. Figure
4에서와 같이 자기장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점성곡선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특히, 높은 자기장에서 자화역전시간
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자화역전시간의 정략적인 분석을
위해서 Fig. 4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정규화된 Kerr 신호가
0이 되는 시간을 절반 자화역전시간(half reversal time, τ )
으로 정의하였다.
Figure 5는 여러 자기장의 각도에서 자기장의 세기에
따른 절반 자화역전시간 τ 의 자연 로그값 ln τ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재미있게도, 모든 자기장 방향에서 ln τ 는
자기장의 세기 H 이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화역전현상의 열적활성화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열적활성화된 자화역전현상은 자기장으로 자화를 역전시
키기 위해 장벽을 넘을 때 부족한 에너지를 열에너지(kB T )

대한 선형 의존성을 바탕으로 자화역전하는데 기본 단위인
역적활성화 부피를 구할 수 있다. Gaunt의 정의에 의하면
열적활성화 부피Vτ 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12].
Vτ (H) = −
그러므로 부피Vτ 는 기울기

kB T d ln τ
Ms dH

d ln τ
dH

와 비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Figure 6은 모든 시료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따른
기울기

d ln τ
dH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흥미롭게도, 모든

시료에서 기울기

d ln τ
dH

는 각도 θ 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자기장 인가 방향이 자화용이축에서 벗어날수록
활성화부피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료의 수평방향
으로의 자기장 성분이 열적활성화부피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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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화역전과정에서 외부자기장의 자화용이축 방향 성분
뿐 아니라, 자화곤란축 방향 성분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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