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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보다 더 용량이 크고, 속도

도 빠르고, 안정적인 저장 매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집적

도를 늘림으로써 데이터 밀도를 늘리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곧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으로 인해 기존의 메모리 소자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

하는 차세대 메모리 소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메모리 소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후보들 중 가운데, 자구벽 기반의 메모

리 소자가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학계 및 산업계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

행 중이다. 

자구벽을 기반으로 한 메모리 소자들 중에서도 버블케이드 메모리는 

오직 자기장만으로 자구벽을 이동시킬 수 있어 전류로 인한 열 효과를 비롯

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회피할 수 있어 집적도 및 안정성에 큰 장점을 보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자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휘발성 메모리일 뿐 아니라, 전류를 필요로 하는 자구벽 기반 메모

리 소자들과 달리 복잡한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차세대 메모리 소자로서

의 가능성을 기대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버블케이드 메모리를 더 발전시킬만한 방법 중에 

하나로, 버블케이드의 이동 방향을 더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했

다. 시료 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단 하나의 자기장 축만 존재하던 계에서 추

가적인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축을 따라서

만 움직일 수 있었던 기존의 버블케이드가 2차원 공간을 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Pt/Co/Pt 박막 구조보다 Dzyaloshins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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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ya 상호작용(DMI)이 큰 시료 구조인 Pt/Co/Ta 박막구조에서도 버블케이드 

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버블케이드 메모리, 자구벽 기반 메모리, 자구벽 비대칭 운동, 수직 

자기 이방성, 자성 초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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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최근 빅 데이터, 머신 러닝,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등 정보 기술

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기반이 되는 기술 중 하나인 메모리 매체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좋은 메모리 매체에 기대되는 특

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데이터 당 비용이 값싸고, 면적 당 데이터 밀도

(데이터 집적도)가 높고, 읽고 쓰는 속도 역시 빨라야 하며, 전력 소모도 

심하지 않고, 안정성도 갖춰야 하는 등 다양하고 뛰어난 성능을 요구한

다. 지금까지 메모리 매체의 성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정된 면적에 

메모리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 노력을 진행해왔다. 무어의 

법칙이나 황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이 방법은 공정의 정밀도를 늘림으로

써 하나의 칩 안에 더 많은 소자를 집약시키는 것으로, 메모리 매체뿐만 

아니라 연산 등 다른 기능의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 방법으로 지난 수 십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어 왔던 이 방법은 점점 물리적 한

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1][2] 공정의 정밀도를 늘리는 것도 그 한계

가 명확하고, 또 회로가 정밀해질수록 전류로 인한 발열에 취약해지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 때문에 기존의 메모리 매체와는 다른 구동방식의 

차세대 메모리 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자구벽을 기반으로 

한 메모리 소자들이 그 후보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자구

벽 기반 메모리 소자들이 제시된 바 있다. [3][4][5] 

 

 



 

Racetrack 메모리는 그 유망성을 인정받은 자구벽 기반 메모리 

소자들 중 하나로 [그림 １]과 같이 U자 형태의 자성 전선과 그 전선에 

담긴 정보를 읽고 쓰기 위한 헤드로 이루어져 있다. [3] 기존의 대표적인 

자기 메모리인 하드 디스크의 경우, 정보를 읽고 쓰기 위한 헤드가 직접 

움직여서 디스크에 정보를 읽거나 쓴다. 반면 racetrack 메모리에서는 헤

드와 정보가 담긴 전선 모두 기계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

신 전선을 따라 전류를 흘려주면 전자들이 자구벽에 가하는 스핀궤도토

크, 스핀전달토크로 인해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인 자구가 전선을 따라

서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하드 디스크의 기계적인 움직

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집적도 있는 저장 매체를 만들 수 있

고 더 빠른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가공이 필요하기 때

문에 공정이 까다롭고, 전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류로 인해 발생하

는 줄 열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１] racetrack 메모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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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또다른 대안으로 bubblecade 메모리가 제안된 바 있다. 

[6] 자기장에 의한 자구의 확장이 깊게 연구되면서, 자기장만을 이용해 

자구벽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새로운 자구벽 기반 메모

리 소자인 bubblecade 메모리가 제안되었다. 이 메모리 소자는 수직 자성 

박막 시료에서 걸어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자라는 현상

을 이용한 것으로, 이 방법을 통해 전류를 흘려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자구벽의 움직임을 일시에 제어할 수 있다. 전류 대신 자기장을 동

력원으로 사용하므로 전류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취약점을 

피할 수 있고 공정 역시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의 bubblecade 메모리는 자구의 확장 또는 수축을 

위한 축, 자구의 진행을 위한 축, 이렇게 단 2개의 축으로만 자기장을 걸 

수 있기 때문에 1차원 상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구의 

진행을 위한 축을 하나 더 추가해, 2차원 평면을 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

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또한 기존의 Pt/Co/Pt의 시료 구조에서 벗

어나 새로운 물질 구조인 Pt/Co/Ta 구조에서도 bubblecade 메모리를 위한 

움직임 제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 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이어지는 제 2장에서는 자기장으로 자

구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배경 이론을 간단하

게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bubblecade를 구현하기 위해 시료를 만드는 

과정, 자구의 형태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자구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설정을 살펴보고, 제 4장에서 설계한 대로 움직이는 자구벽의 

모습과 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확장된 가능성에 대한 토의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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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배경 이론 

 

2.1 수직 자기 이방성 (Perpendicular Magnetic Anisotropy) 

 

실제 강자성체에서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자화가 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자기 이방성(magnetic anistotropy)이라고 

한다.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 자화가 선호하는 축이 결정되는데, 이 축

을 용이 축(easy axis)이라고 부른다. 용이 축을 따라서 자화가 정렬할 

경우가 에너지가 낮은 안정된 상태이며, 이 축을 벗어나도록 자화를 회

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어야 한다. 

이 자기 이방성은 강자성이 생기는 요인과는 다른 이유에서 생

긴다. 강자성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은 전자 간의 교환 상호작용

(exchange interaction)에 의한 자발적 자화(simulataneous 

magnetization) 때문인데, 이 자발적 자화는 등방적으로 작용한다. 자

기 이방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아주 다양한데, 가장 큰 요인은 강자성

체의 결정구조와 시료의 모양이다. 결정 구조로 인한 자기 이방성은 결

정 구조의 반복되는 대칭성에서 온다. 가장 간단한 경우는 1축 자기 이

방성(uniaxial magnetic anitsotropy)으로, 용이 축이 단 하나 존재하

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6방 밀집(hexagonal close packed) 구조

를 가진 Co의 경우, 가장 긴 축인 c축이 용이 축이 된다. 이 경우 자화

가 용이 축에 대해 𝜃𝜃만큼 틀어졌을 때 생기는 이방성 에너지 𝐸𝐸𝑎𝑎를 다

 



 

음과 같이 sin2 𝜃𝜃에 대한 다항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7] 

𝐸𝐸𝑎𝑎 = 𝐾𝐾𝑢𝑢,1 sin2 𝜃𝜃 + 𝐾𝐾𝑢𝑢,2 sin4 𝜃𝜃 + ⋯ 

여기서 𝐾𝐾𝑢𝑢는 이방성 상수이다. 이 모델은 자화가 용이 축에 대해 0°

혹은 180°틀어진 경우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다. 

시료의 모양 역시 자기 이방성을 만들어내는 큰 요인 중 하나

이다.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병진 대칭, 회전 대칭, 반전 대칭 등 여

러 가지 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는 덩어리(bulk) 시료와는 달리, 박막의 

경우 그 대칭성이 상당히 깨져 덩어리 시료와는 매우 다른 경향의 이

방성을 보여준다. 박막의 두께가 얇을수록 표면의 불연속성에 영향을 

크게 받아, 덩어리 형태의 대칭성이 점점 더 깨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층 박막의 경우, 계면의 물질과 상태에 따라 용이 축의 

방향이 달라진다. 박막 시료의 자기 이방성은 시료 표면과 용이 축의 

방향이 평행한가 수직한가에 따라 수평 자기 이방성(in-plane 

magnetic anisotropy, IMA)과 수직 자기 이방성(perpendicular 

magnetic anisotropy, PMA)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평 자기 

이방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자성층과 자성층이 겹쳐

진 이층 박막 구조에서 PMA가 발견된 이후로[8][9], 여러 다층 박막 

구조에서 PMA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계면에서 발생하는 특이

한 스핀-궤도 결합(spin-orbit coupling)으로 인해 그런 현상이 나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11] 특히 자성 메모리 소자의 측면에

서 보면, PMA를 가진 물질이 자구벽의 두께가 더 얇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 집적도가 더 좋고 열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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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의 기원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자성 박막의 두께에 대한 자기 이방성 경향은 Néel에 의해 제

안된 바 있다.[12] 박막의 자기 이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을 부피에 의한 효과와 계면에 의한 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법

이다. 두께가 𝑡𝑡인 자성 박막에 대한 결과적인 자기 이방성 계수 𝐾𝐾eff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3] 

𝐾𝐾eff = 𝐾𝐾𝑉𝑉 +
𝐾𝐾𝑆𝑆
𝑡𝑡

 

𝐾𝐾𝑉𝑉는 결정 구조 등 부피 당 자기 이방성을 나타내고, 𝐾𝐾𝑆𝑆는 계면에 의

한 자기 이방성을 나타낸다. 부피와 계면, 그리고 두께에 의한 효과를 

모두 계산하여 𝐾𝐾eff가 양수이면 PMA, 음수이면 IMA를 가진다. 이 식

을 변형하여 양변을 𝑡𝑡에 대해 곱해주면 𝐾𝐾eff ⋅ 𝑡𝑡와 𝑡𝑡가 1차 선형 관계를 

갖게 되는데, 금속의 경우 𝐾𝐾𝑉𝑉는 음수, 𝐾𝐾𝑆𝑆는 양수이기 때문에 음의 기울

기와 양의 y절편을 가진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해, 

두께가 얇을수록 PMA를 갖게 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13][14] 

하지만 너무 얇아져 1 nm 미만의 두께를 가진 초박막에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연속적인 막이 아니라 섬 형태로 자라는 경우

가 있거나 다른 물질 간의 상호 확산(interdiffusion)이 일어나 계면의 

선명도(sharpness)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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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구벽의 회전 방향(chirality)과 Dzyaloshinskii-Moriya 

상호작용(DMI) 

 

수직 자성 박막의 자구벽은 자화의 회전 방향에 따라 크게 

Bloch 유형과 Néel 유형,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２]처럼 자화

의 회전축이 자구벽과 평행한 경우를 Bloch 벽, 수직한 경우를 Néel 

벽이라고 한다. 자구벽의 회전 방향을 아는 것은 자구의 확장을 제어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구벽이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 전류나 자기

장을 걸었을 때, 자구벽의 이동 방향 및 속력, 전류나 자기장의 효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 ２] Bloch/Néel 유형 자구벽의 대표 자화 방향 

Bloch 벽인지 Néel 벽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자구벽 에

너지(domain wall energy)이다. 자구벽 에너지는 자구벽 내의 자화들

의 분포로 인해 생기는 내부 에너지를 말한다. [그림 ２]에서는 간단하

게 자화 방향 하나로만 표시했지만 원래 자구벽은 자화의 연속적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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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구벽 내 자화 간의 교환 상호작용 

에너지(exchange interaction energy), 자기 이방성 에너지

(anisotropy energy), 표면 자극(magnetic pole)으로 인한 정자기 에

너지 등이 존재하는데, 자구벽 에너지는 이 에너지들을 포함해 자구벽 

내 자화 분포에 대한 에너지를 모두 합한 값이다. 이 값을 계산해보면 

Bloch 벽이 에너지가 좀더 낮은 상태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는 Bloch 벽으로 정렬되게 된다. 하지만 박막의 두께가 얇아질수

록 정자기 에너지(magnetostatic energy)가 줄어들면서 Bloch 벽과 

Néel 벽 사이의 에너지 차이 또한 줄어든다.[16] 

벽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드잘로신스키-모

리야 상호작용(Dzyaloshinskii-Moriya Interaction, DMI)이다 DMI는 

박막처럼 낮은 대칭성(low-symmetry)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

대칭 교환 상호작용(antisymmetric exchange interaction)의 일종이

다.[17][18] 지금까지 주로 고려했던 대칭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에너

지 변화 𝐸𝐸𝑒𝑒𝑒𝑒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𝐸𝐸exc = �  𝐽𝐽𝑖𝑖𝑖𝑖(𝑆𝑆𝚤𝚤���⃗ ⋅ 𝑆𝑆𝚥𝚥���⃗ ) 

 𝐽𝐽𝑖𝑖𝑖𝑖는 𝑖𝑖와 𝑗𝑗 위치에 있는 두 스핀 사이의 교환 상호작용에 대한 상수이

다. 식을 보면 𝑆𝑆𝚤𝚤���⃗ 와 𝑆𝑆𝚥𝚥���⃗  두 스핀 사이 각도 차이가 에너지 차이를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해서 반대칭 교환 상호작용, DMI에 대한 식

은 다음과 같다. 

EDMI = �𝐷𝐷𝚤𝚤𝚥𝚥�����⃗ ⋅ (𝑆𝑆𝚤𝚤���⃗ × 𝑆𝑆𝚥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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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𝐷𝐷𝚤𝚤𝚥𝚥�����⃗  벡터는 Dzyaloshinskii 벡터라고 불리며, 물질의 종류, 결

정 구조 등에 따른 대칭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에너지 값은 두 스핀 사이의 각도 차이뿐만 아니라 스핀이 

배열된 순서에도 관련이 있다. 즉, 회전 방향에 대한 에너지 차이가 생

기게 된다. 결국 이 효과로 인해 DMI가 크게 작용하는 시료에서는 

Bloch 벽보다는 Néel 벽이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16]  

 

2.3 자구의 비대칭적 확장과 수축 

 

자구벽의 이동 속력 역시 자구벽 에너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자구벽의 속력 𝑉𝑉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𝑉𝑉 = 𝑉𝑉0 exp(−𝛼𝛼∗𝐻𝐻𝑧𝑧
−𝜇𝜇) 

이 식에서 𝑉𝑉0, 𝜇𝜇는 모두 상수이고, 𝜇𝜇는 creep 영역에서 1
4� 의 값을 가

진다. 𝛼𝛼∗가 자구벽 에너지 𝜎𝜎𝐷𝐷𝐷𝐷에 대한 계수이다. 𝜎𝜎𝐷𝐷𝐷𝐷를 제외하고는 모

두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평행 자기장 𝐻𝐻𝑒𝑒가 추가

되었을 때 𝐻𝐻𝑧𝑧와 𝐻𝐻𝑒𝑒의 항을 분리할 수 있고, 𝛼𝛼∗와 𝜎𝜎𝐷𝐷𝐷𝐷가 𝐻𝐻𝑒𝑒에 대한 함

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19] 

𝛼𝛼∗ = 𝛼𝛼0 �
𝜎𝜎𝐷𝐷𝐷𝐷(𝐻𝐻𝑒𝑒)
𝜎𝜎𝐷𝐷𝐷𝐷(0) �

𝜇𝜇

 

즉, 자구벽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자구벽의 속력은 느리고, 자구벽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자구벽의 속력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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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과 함께, 외부 자기장과 시료의 자화 상태에 따른 에너

지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시료가 자화 𝑀𝑀��⃗ 을 띠고, 이 시료에 외부 자기

장 𝐻𝐻��⃗ ext이 가해졌을 때 𝑀𝑀��⃗ ⋅ 𝐻𝐻��⃗ ext에 비례하는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Zeeman 효과라고 한다. 자화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

는 상태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이다. 원 형태의 자구에서 평행 자기

장 𝐻𝐻𝑒𝑒이 가해졌을 때, 자구벽의 위치에 따라 자화의 방향이 다르기 때

문에 Zeeman 효과로 인해 자구벽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림 ３] 평행 자기장 𝑯𝑯𝑯𝑯의 존재 여부에 따른 원형 자구의 확장.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하면, 원 형태의 자구에 𝐻𝐻𝑒𝑒와 𝐻𝐻𝑧𝑧가 동

시에 가해졌을 때 자구벽의 위치에 따라 확장 또는 수축하는 속력이 

달라 원형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３ (a)]

은 𝐻𝐻𝑒𝑒를 가하지 않고 수직 자기장 𝐻𝐻𝑧𝑧만을 가했을 때 원형 자구가 방향

에 상관없이 대칭적으로 자라면서 원형을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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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여기서 𝐻𝐻𝑒𝑒를 가하게 되면 𝑥𝑥방향의 자화를 가지는 위치의 

자구벽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𝑥𝑥방향일 경우엔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림 ３ (b)]은 Néel 유형의 자구벽에 𝐻𝐻𝑧𝑧와 

𝐻𝐻𝑒𝑒를 동시에 걸어줬을 때 비대칭적으로 확장한 모습을 나타낸다. 왼쪽 

끝의 자구벽은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이므로 가장 느리게 확장하는 구

역이고, 반대로 오른쪽 끝의 자구벽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이자 가장 

빠르게 확장하는 구역이다. 결국 이 속도의 차이 때문에 원형이던 자구

는 타원 형태로 자라게 된다.  

이 비대칭적인 자구벽의 속력 분포는 확장할 때뿐만 아니라, 반

대로 수직하게 −𝐻𝐻𝑧𝑧를 걸어주어서 수축할 때도 같은 경향으로 일어난다. 

[그림 ３ (b)]와는 정반대로 −𝐻𝐻𝑧𝑧와 −𝐻𝐻𝑒𝑒를 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번에는 왼쪽 끝 자구벽이 가장 빠른 속력, 오른쪽 끝 자구벽이 가장 느

린 속력으로 수축하여 𝑥𝑥축으로 길게 자란 타원 형태였던 자구가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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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실험 및 측정 

 

3.1 스퍼터링을 통한 시료 제작 

 

 시료는 100 nm 두께로 표면이 산화된 Si 기판 위에 증착이 된다. 수 

𝜇𝜇m 정도 크기의 작은 입자들도 보자력(coercivity field) 등 시료의 자기장에 

대한 반응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아세톤, 메탄올, 초순수 증류수 등의 용액과 

초음파를 이용하여 각종 오염물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처리 과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 

시료 제작은 스퍼터링(sputtering)이라고 하는 물리적 증착법을 이용

한다. 10-6 Torr 미만의 고진공을 필요로 하는 이 방법은, Ar 등 화학적으로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기체의 플라즈마를 이용해 기판에 원하는 물질을 원자 

두께 단위 정도로 세밀하게 쌓을 수 있다. 스퍼터링을 이용한 시료의 증착은 

성막 속도가 일정하고 균일한 성막이 가능한 점, 박막의 접착력이 좋다는 점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산화도에 민감한 자성 물질의 경우 표

면의 산화막을 제거하는 전처리가 가능해 스퍼터링이 많이 선호된다. 

스퍼터링으로 시료가 증착되는 과정은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

이지만, 중요한 과정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i) 고진공으로 유지한 진공 

챔버 내에 Ar 등의 불활성기체를 주입한다. (ii) 전압을 걸어주어 글로우 방

전이 일어나 Ar 플라즈마가 발생한다. (iii) 타겟(증착할 물질)에 음극을 연결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타겟과 충돌한다. (iv) 양이온의 운동량이 전달

되어 타겟 물질이 기판을 향해 날아간다. (v) 기판을 향해 날아간 타겟 물질

 



 

이 가장 안정된 지역에서 기판에 접착된다.  

스퍼터링에도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그 

중에서도 DC magnetron 스퍼터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타겟 

주위에 자석을 설치하여 타겟 주위에 전자들을 가두기 위한 자기장을 생성하

면서 스퍼터링을 진행한다. 자기장에 갇힌 전자들은 Ar 원자와 만나서 Ar+ 

이온과 추가적인(secondary) 전자를 방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

에, 전자가 기판에 부딪혀 시료에 손상을 주는 문제를 없앴을 뿐 아니라, Ar+ 

이온의 생성을 늘리고 그 위치를 타겟 근처에 한정시킴으로써 증착 속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다만, 자기장으로 인해 타겟이 고리 모양으로 소진되어, 

타겟이 빨리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스퍼터링을 위한 전체 시스템은 [그림 ４]에서 보듯이 크게 3부분으

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 증착 챔버, 산화물 증착 챔버, 로드락 챔버이다. 다만 

이번 실험에서는 산화물 증착 챔버를 사용하지 않았고, 금속 증착 챔버에서 

이번 실험을 위한 시료가 증착되었다. 금속 증착 챔버에는 총 7개의 스퍼터

링 건이 장착되어 있어 최대 7종의 금속 원소를 한 시료에 쌓을 수 있다. 로

드락 챔버는 초고진공 환경에서 시료를 옮기기 위한 챔버이며, 총 8개의 척

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증착 전 유지되는 base 압력은 3부분 모두 

5×10-8 Torr 미만이며, 증착 동안 증착 챔버의 Ar 압력은 3 mTorr를 유지

했다. 증착하는 내내 버퍼로 사용하는 Ta의 스퍼터링 파워는 50 W, 다른 금

속들은 20 W로 유지해, 증착률이 1 Å/s 미만의 느린 속력으로 쌓이도록 했

다. 느린 증착률이 시료의 미세 구조에 생기는 결함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증착률은 미리 만들어 놓은 증착률 측정용 시료의 두께를 재서 구한

다. 증착률 측정용 시료의 제작은 [그림 ５]과 같다. 우선 깨끗하게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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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 기판 위에 포토레지스트 등 아세톤 등으로 녹일 수 있는 물질로 패터닝

(patterning)을 하고 그 위에 정해진 시간 동안 증착률을 구하고 싶은 물질로 

15분 이상 증착을 한다. 그리고 증착된 시료를 아세톤 용액에 넣고 초음파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패터닝 된 부분을 떼어낸다. 이 과정을 리프트-오프(lift-off)

라고 부른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료를 AFM을 통해 표면 분석을 하면 증착된 

물질의 두께를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단위 시간당 증착되는 두께, 즉 증착

률을 알 수 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시간에 대해서 증착률 시료를 

만들어 시간에 대한 증착 두께의 관계가 선형임을 확인한다. 

 

[그림 ４] 스퍼터링(Sputtering) 증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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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 증착률 측정용 시료를 만들기 위한 과정 

이번 실험에서는 Si/SiO2 기판 위에 버퍼 층으로 Ta 5 nm를 쌓은 후 

시료를 증착했다. 버퍼 층은 기판과 금속 시료 사이의 접착력을 향상시켜 더 

강한 PMA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층으로, Ta이 금속이면서

도 SiO2 기판과의 접착력이 좋아 버퍼로서의 역할에 알맞다.  

시료는 [그림 ６]과 같이 Pt 2.5 nm/Co 0.6 nm/Ta 3 nm 의 구조로 

증착했다. 기존에 bubblecade 운동을 관찰했던 시료는 위아래가 같은 

Pt/Co/Pt의 샌드위치 구조이다. 이 구조는 강한 PMA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

지만, 자성층인 Co층을 중심으로 한 반전 대칭성이 깨지지 않아 DMI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bubblecade 운동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실험에서는 DMI가 크다고 알려진 Pt/Co/X (X=중금속) 중에서 Ta을 선택, 

bubblecade에 더 유리한 시료 구조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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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 증착된 시료의 스택(stack) 구조 

 

3.2 광자기적 Kerr 효과(MOKE)를 이용한 자구벽 관찰 

 

자구의 자화 방향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은 광학적 측정, 전기적 측정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광학적인 측정은 시료의 자화 상태에 따라 

빛의 성질이 달라지는 자기광학적 현상들을 활용한다. 공간적인 분해능은 떨

어지는 편이지만 간단한 설비로도 자화 방향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광학적 현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빛이 자화된 시료를 투과하여 편광이 바뀌는 현상을 패러데이 효과, 자화된 

시료에 반사되어 편광이 바뀌는 현상은 자기광학적 Kerr 효과(Magneto-

Optical Kerr Effect, MOKE)라고 부른다. 그 효과의 크기는 자화의 크기에 

비례한다. 특히 MOKE를 통해 박막 시료에 빛을 반사시킴으로서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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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 수 있다. 이 실험 또한 MOKE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를 얻어냈다. 선편

광된 빛이 자화된 시료에 반사되어 MOKE의 영향을 받으면 [그림 ７]처럼 

타원 편광으로 변하게 된다. MOKE는 빛이 반사되는 면과 빛의 입사평면, 그

리고 자화의 방향에 따라 [그림 ８]처럼 3가지 측정이 가능하다. 빛이 반사

되는 면과 자화의 방향이 수직하면 polar MOKE, 자화 방향이 반사면과는 평

행하지만 입사평면과는 수직하면 transverse MOKE, 그리고 자화 방향이 반

사면과 입사평면 둘 다 평행하면 longitudinal MOKE라고 부른다. 이번 실험

에서 측정하는 시료는 PMA를 가진 시료이므로 polar MOKE라고 할 수 있다. 

 

[그림 ７] MOKE로 인해 선편광에서 타원 편광으로 회전하는 개념도 

 [그림 ９]과 같이 편광판과 빔 스플리터를 이용해 MOKE 현미경 시

스템을 설치했다. 편광판을 통과해 선편광이 된 빛이 자화된 시료에 반사된 

뒤, 또다른 편광판을 통과해 CCD 카메라로 들어가는 구조이다. 업, 다운 자

구에 반사될 때의 편광 회전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CCD 카메라로 들어갈 

때의 세기가 서로 차이 나게 된다. 두 편광판의 편광 방향을 잘 조절하여 업 

자구와 다운 자구 사이의 대비가 제일 잘 보이는 상태로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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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８] 자화 방향에 따른 MOKE의 3가지 유형.  

(a) polar MOKE (b) transverse MOKE (c) longitudinal MOKE 

 

[그림 ９] MOKE set-up 모식도 

이런 구조의 MOKE 현미경에서 찍은 자구의 원 이미지 데이터는 [그

림 １０ (a)]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구벽의 위치가 보이기는 하지만 자구 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 이 데이터들을 분석 상의 편리함을 위하여, 각 이미지 

내부에서 세기 데이터를 규격화(normalization)함으로써 자구 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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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두드러지게 하여 [그림 １０ (b)]과 같은 결과 이미지 데이터를 얻었

다. 규격화는 이미지 전체에서 최소, 최대일 때의 세기를 읽은 뒤, 그 사이의 

세기 값 중에서 눈으로 보기에 자구벽이 제일 두드러지면서 자구의 데이터를 

잃지 않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보다 낮은 세기인 지점은 0, 높은 세기

일 때는 1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했다. 

 

[그림 １０] 이미지 데이터의 처리 전 후.  

(a) MOKE로 측정한 원 이미지 데이터 (b) 규격화(normalization) 후 데이터 

 

3.3 방향성 확장을 위한 3축 전자석 

 

전자석의 위치를 [그림 １１ (a)]과 같은 형태에서 [그림 １１ (b)]

의 형태로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그림 １１ (a)]과 같이 전자석이 시료 표면

과 평행한 𝑥𝑥축, 시표 표면과 수직한 𝑧𝑧축, 단 2축으로만 존재하는 시스템이었

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자구가 오직 𝑥𝑥축을 따른 이동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시료 표면과 평행한 자기장 축이 𝑥𝑥축 뿐 아니라 𝑦𝑦축도 있어 자구

가 움직일 수 있는 축이 한 차원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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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3축 구조로 바꿨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다. 먼

저, 자기장의 균일함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기장은 한 극에서 

넓게 퍼지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양 극을 맞닿도록 놓아야 훨씬 균일한 자

기장을 만들 수 있다. 3축 구조로 바꿈으로써 자기장의 균일함을 다소 포기하 

는 대신, 가우스 미터로 실제 자기장을 측정하고 그 측정 위치에 시료를 고정

된 상태로 실험함으로써 자기장 값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였다. 또한 최대로  

 

[그림 １１] 2축에서 3축으로의 전자석 위치 변화에 대한 모식도. 

걸어주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시료 차원에서, 

𝑥𝑥, 𝑦𝑦축 방향으로 매우 작은 자기장을 걸어도 실험이 가능한 시료를 제작함으

로써 해결할 수 있다. 

기존 구조에서도 있던 계통 오차(systematic error) 역시도 3축 구

조에서 똑같이 존재하고, 게다가 그 양상이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가장 큰 

오차로는 바이어스 장(bias field)과 크로스톡(crosstalk),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바이어스 장이란 [그림 １２]처럼 전자석의 미세한 기울어짐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생기는 자기장을 말한다. 전자석을 아무리 기하학적

으로 세밀하게 조정한다고 해도 실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오차이다. 𝑥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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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𝑦𝑦축 전자석이 3°만 틀어진다고 해도 𝑧𝑧축 방향으로 약 5 % 정도의 자

기장이 생기고, 자구벽의 속력은 𝑧𝑧축 방향으로의 자기장의 세기, 𝐻𝐻𝑧𝑧에 대해 

지수함수로 변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구벽이 의도치 않은 속

력으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이 영향을 고려해서 상쇄시키지 않고는 실험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그림 １２] 바이어스 장(bias field)에 대한 개념 모식도 

또 하나의 요인인 크로스톡은 각각 다른 축의 전자석이 서로의 자기

장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의도한 것과 다른 크기로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말한

다. 서로 다른 축의 철심에 서로 자기장을 가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

다. 이런 현상은 전자석에 전류를 흘리지 않아도 남아있는 잔여 자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 2가지 오차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가우스 미터로 직접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𝑥𝑥 , 또는 𝑦𝑦축으로 자기장이 걸려있을 때와 아닐 

때 𝑧𝑧축 방향으로의 자기장 세기를 비교하기 위해 𝑥𝑥축 전자석에 걸리는 전압 

𝑉𝑉𝑒𝑒, 𝑧𝑧축 전자석에 걸리는 전압 𝑉𝑉𝑧𝑧, 2가지 변수에 대한 𝑧𝑧축의 자기장 𝐻𝐻𝑧𝑧(𝑉𝑉𝑒𝑒 ,𝑉𝑉𝑧𝑧)

의 크기를 측정하여 2D 지도를 그렸다. 이 작업을 𝑥𝑥축 뿐만 아니라 𝑦𝑦축으로, 

그리고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도 진행함으로써 오차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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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ubblecade 운동을 위한 자기장 인가 

 

앞서 2.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장을 2개 축으로 인가하여 원형 

자구를 비대칭적으로 생기는 확장과 수축이 bubblecade 운동의 기본적인 원

리이다. (𝐻𝐻𝑧𝑧,𝐻𝐻𝑒𝑒)와 (−𝐻𝐻𝑧𝑧,−𝐻𝐻𝑒𝑒)를 반복적으로 교차해서 걸어주면 시료 내의 모

든 자구가 비대칭적인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한 몸

처럼 진행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준다.[6] Bubblecade라는 이름은 이런 식

으로 여러 자구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motorcade(자동차 행렬)

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졌다. 레이저의 열 효과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보자

력이 낮은 구역을 만들어 자구가 생성되는 위치(핵 형성 지점)도 정할 수 있

어, 정보를 저장하고, 읽고 쓰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대신 시료 증착 중 자연스럽게 생성된 핵 형성(nucleation) 지점에

서 자구를 생성시켜 bubblecade 운동을 구현해 보았다. 또한 종 방향 자기장 

±𝐻𝐻𝑒𝑒는 물론, 횡 방향 자기장 ±𝐻𝐻𝑦𝑦를 대신 걸었을 때도 bubblecade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𝑥𝑥방향 또는 ±𝑦𝑦방향, 총 4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

어 자유도가 확장된 bubblecade를 구현했다. 

자구의 핵 형성을 위한 조건은 0.95 mT, 100 ms의 펄스로 일정하게

자기유지하였다. 자구의 진행을 위한 자기장은 사각 펄스 형태로 가했고, 펄

스의 크기는 200 ms로 고정하였다. 한 번 자기장 펄스를 가할 때마다 

MOKE 이미지를 저장하여 확장과 수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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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구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bubblecade 운동을 진행하

는 데에는 고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앞의 3.3장에서 언급한 바이어스 장과 크

로스톡, 전류를 걸지 않아도 전자석 철심에 남은 잔여 자화 등이 꾸준히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구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자구벽이 앞뒤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구벽이 가지고 있는 표면장력이 달라져 원형을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동안 알맞은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하거나 인위적으로 바이어스 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불균형하게 ± 펄스

를 가했다. 알맞은 자기장의 세기나 바이어스 상쇄 장의 크기는 정밀한 캘리

브레이션과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얻어냈다. 

또한 자구 진행을 위한 자기장의 세기가 너무 강하거나 약한 것 역시 

진행에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자기장이 너무 클 경우, 자구의 이동 속력이 빠

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구가 확장하는 동안 인접한 핵 형성 지점에

서 진행하는 다른 자구와 만날 수도 있고, 자구가 수축해야 하는데 자구 안에 

반대 자화의 자구가 다시 생성되어 도넛, 초승달 같은 모양으로 변형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기장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느려

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구벽 이동 횟수가 너무 많이 축적되어 감소한 

표면장력으로 인해 자구가 쭈글쭈글하게 변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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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과 및 토의 

 

 

4.1 시료 특성 분석 

 

가장 먼저 시료의 기본적인 자성 특성으로, 자기 이력 곡선부터 

살펴보았다. [그림 １３]은 MOKE를 이용해 시료의 자기 이력 곡선을 

그린 것이다. 지금의 환경으로는 시료면과 수직한 방향의 자화 성분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１３]처럼 사각형의 루프가 제대로 나온 

것을 보면 PMA를 가진 시료라고 말할 수 있다. 단 직사각형이 아닌 평

행 사변형꼴의 루프가 나온 것은 자기장에 의해 생긴 패러데이 효과 때

문이다. 자기장이 렌즈 등 광학 소자에 가해지면서 편광이 조금 틀어지

고 이로 인해 자기장 크기와 비례하는 성분이 자기 이력 곡선의 모양에 

영향을 끼친다. 자기 이력 곡선을 통해 확인해 본 보자력은 약 20.7 mT 

였다. 

 



 

 

[그림 １３] 증착된 시료의 자기 이력 곡선(hysteresis loop) 

 

그리고 또다른 기본적인 자성 특성으로, 자구의 형태를 살펴보았

다. 자구벽의 표면장력이 낮아 자구의 형태가 똑바른 원의 형태를 띠지 

못할 경우, 자구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동안 자구의 크기와 관련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원형의 자구 또한 bubblecade 운동을 하는

데 중요한 필요조건 중 하나이다. 또한 nucleation 중심이 많아서 카메

라로 관찰하는 각도 안에 수 개 이상의 자구가 형성될 경우 역시 서로 

다른 자구끼리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해서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없게 

된다. [그림 １４]을 보면 깔끔한 원형의 자구를 확인할 수 있고 주변에 

다른 자구가 많이 형성되지 않아 bubblecade 실험에 적합한 시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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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４] 원형으로 형성된 자구벽. 

 

4.2 다방향 1차원 bubblecade 운동 

 

우선 2차원 상의 자유로운 운동을 구현하기 위한 선행 실험으로, 

여러 방향으로 1차원 bubblecade 운동을 구현해 보았다.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는 시야를 기준으로 좌우를 𝑥𝑥축, 위아래를 𝑦𝑦축이라고 했을 때, 

±𝑥𝑥 , ±𝑦𝑦, 이렇게 총 4방향으로 자구가 일직선으로 움직이도록 자기장을 

가했다. 

[그림 １５]을 보면 자구의 초기 위치에 비해 각각 ±𝑥𝑥 , ±𝑦𝑦 방

향으로 움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총 

8초이다. 화살표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며, 10번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

여 ±방향으로 2초씩, 총 4초로 펄스 길이를 줬을 때의 진행 모습을 찍

은 모습이다. 각 이미지마다 검은색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축척은 

200 𝜇𝜇 m를 나타낸다. ±𝑥𝑥 , ±𝑦𝑦 방향으로 움직인 자구의 속력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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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48.75, 36.3, 23.03 𝜇𝜇m/s로, 수십 𝜇𝜇m/s 수준이었다. 

 

[그림 １５] 1차원 bubblecade 4방향 운동의 구현 

 

4.3 유사 2차원 bubblecade 운동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조합해서 2차원 상에서 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bubblecade 운동을 구현했다. 2차원 운동을 확인하

기 위해 S자 형태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도록 자기장 펄스를 가했다. [그

림 １６]은 S자로 이동하고 있는 자구 이미지 여러 장을 겹쳐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든 사진이다. 의도한 대로 자구가 가상의 S자 경로

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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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６] S자 커브를 따라 2차원 평면을 움직이는 자구의 경로 

 

이로써 2차원 상의 공간을 좀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bubblecade

가 구현되었다. 이렇게 더 자유로워진 자구의 이동은 bubblecade 메모

리에 공간 활용도를 넓힘으로써, 차세대 메모리 소자로서의 활용에 더 

큰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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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directional Magnetic Bubblecade  
Controlled by 3-axis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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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has been the skyrocketing demand for larger, faster and 

more stable memory devices arising from rapid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ies. Although the memory devices have been developed, so far, in order 

to cram more and more circuits into confined space through more sophisticated 

chip fabrication, there is a fundamental limitation on integrating circuits because of 

the unavoidable Joule heats from electric current. In this respect, a next-generation 

memory device is expected to replace the existing memory devices. The domain-

wall(DW)-based memory devices are one of these candidates. The replacement of 

the existing devices to the DW memory holds enormous possibilities that there is 

much ongoing research both in the academic and industrial fields. 

Among the many DW-based memory devices, the “bubblecade” memory, 

which transfers bubble-shaped DWs by applying only the magnetic fields to it, is 

drawing the attention of many people due to its strong performance as a memory 

device. The bubblecade memory is anticipated to be more stable and dense in a 

way that it can cram the circuits into a very limited room since it is free from the 

 



 

critical issues such as heat effects that electric current has. Additionally, data in the 

bubblecade memory are nonvolatile because it uses magnetic domains for 

information delivery media and it doesn’t require the sophisticated modulation 

compared to the current-driven DW devices. 

 This thesis suggests a way to expand the degree of freedom in the DW 

motion one more dimension as an enhancement of the bubblecade memory. In the 

basic bubblecade system, there is only 1 axis for the in-plane magnetic field, so the 

DW motion is confined along a straight line. By setting the additional axis to the 

system, in total of 3-axis magnetic field system, DWs can move more freely in 2-

dimensional space. 

 Furthermore, it is examined that the bubblecade memory can be 

demonstrated in Pt/Co/Ta films which have bigger Dzyaloshinskii-Moriya 

Interaction(DMI) than the previous Pt/Co/P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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