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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국소적 교환 상호작용 구조를 이용하여 자벽의 위치와 두께를 인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좁은 자벽을 형성할 수

있는 좁은 자벽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자기저항소자 및 자기장 발생장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두께가 서로 상이한 제1, 제2 강자성층이 국소적 교환 상호 작용에 의해 결합되는 부분을 갖도록 배치하

되, 상기 제1, 제2 강자성층의 두께와 층간 결합 에너지의 조절에 의해, 상기 제1 강자성층과 교환 상호 작용에 의해 결합

된 제2 강자성층의 부분인 영역1과 제1 강자성층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인 영역2가 서로 반대 방향의 자화 방향을 가지는

경계면에서 형성되는 자벽의 두께를 보통의 경우 보다 좁게 형성가능토록 하고, 이에 의해 생성되는 좁은 자벽을 자기 저

항으로 이용하며, 좁은 자벽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을 나노 스케일에 국한된 자기장 발생수단으로 이용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자벽, 위치, 두께, 조절, 자기저항, 누설 자기장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구현을 위한 국소적 교환상호작용 구조의 개략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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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 및 도 1c는 본 발명의 정의에 따른 Type I의 서로 다른 구조를 나타낸 도이고,

도 1b 및 도 1d는 본 발명의 정의에 따른 Type II의 서로 다른 구조를 나타낸 도.

도 2a 및 도 2b는 전형적인 인공적 준강자성과 교환 스프링 강자성의 자기 이력 곡선.

도 3a 및 도 3b는 Type I과 Type II의 마이크로마그네틱스 전산모사에 의해 계산된 자기 이력 곡선.

도 4는 Type I의 영역1과 영역2 사이의 경계면 근처에서의 자화 방향의 외부 자기장에 따른 변화 상태 그래프.

도 5는 Type I에 대한 외부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자벽 두께의 변화를 나타낸 도.

도 6은 Neel 자벽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 Hx, Hz의 공간 분포도.

도 7은 기존의 기록 헤드 구조에서 요크의 갭 사이에 본 발명에 따른 좁은 자벽 구조를 삽입한 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기록 헤드 11 : 요크

12 : 코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강자성체에서 자구(Magnetic Domain) 사이에 존재하는 자벽(Magnetic Domain Wall)의 위치와 두께를 인위적

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좁은 자벽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자기저항소자와 자기장 발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1930년대의 Bloch 등의 강자성체의 자기구역 즉, 자구(Magnetic Domain)와 자벽(Magnetic Domain Wall)에 관한 연구

에 의해 자벽의 두께는 exchange stiffness 상수 A 와 자기이방성 에너지 Ku등의 물질의 주어진 특성에 의존한다고 알려

져 왔다(S. Chikazumi, "Physics of Ferromagnetism" 2nd Ed. Clarendon Press Oxford (1997)., F. Bloch, Z. Phys.

74, 295 (1932)).

정자기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자벽의 에너지 와 자벽의 두께 는 이웃한 스핀을 같

은 방향으로 정렬하려는 교환 상호 작용 에너지와 스핀들을 자화 용이축 방향으로 정렬하려는 자기 이방성 에너지의 경쟁

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정자기 에너지를 고려할 경우, 매우 얇은 박막에서는 소위 Neel 자벽이 형성됨이 알려져 있고(L. Neel, C. R. Acad.

Sci. (Paris) 241, 533 (1955)), 이때의 자벽의 에너지와 두께는 매우 얇은 박막의 경우 Bloch 자벽과 같다는 사실이 알려

져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벽의 에너지와 두께는 주어진 물질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리량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Bruno는 인위적으로 제작한 나노 크기의 좁은 구조에 속박된 자벽의 경우, 기존의 자벽과는 다른 매우 급격

한 자벽(Abrupt Domain Wall)이 생성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였다(P. Bruno, Phys. Rev. Lett. 83, 242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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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o의 이론에 의하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гw×s, s : 단면적)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벽이 나노 미터 두께로 속박된

구조에서 생성된다.

만약, 단면적 s가 나노 구조로 속박된 위치 x0 에서 충분히 작다면, 급격한 자화 방향의 변화가 x0 근처에서 나타나게 되

고, 결국 자벽은 x0 근처에서 속박되어서 생성된다.

자벽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자벽 자체의 에너지 гw는 스핀간의 교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급격히 증가하지만, 면적 s가 이

부근에서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급격한 자벽의 형성이 더 안정적이 된다.

급격한 자벽이 나노 접촉점에서 형성되는 것은 이미 실험적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 경우 매우 큰 탄성적 자기 저항 효과가

관측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 Garca, M. Munoz, and Y.-W. Zhao, Phys. Rev. Lett. 82, 2923 (1999)).

이때 매우 큰 탄성적 자기 저항 효과는 급격한 자벽 내부에서 스핀 방향의 변화에 의한 탄성적 충돌이 그 주된 원인으로 알

려져 있다(G. Tatara, Y.-W. Zhao, M. Munoz, and N. Garca, Phys. Rev. Lett. 83, 2030 (1999), G. Tatara, Int. J. of

Mod. Phys. 15, 321 (2001)).

비록 나노 접촉점의 형성과 관측된 매우 큰 자기 저항 효과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Symposium on

the controversy over ballistic magnetoresistance" in the proceeding of 9th Joint MMM/Intermag Conference,

Anaheim, CA, USA Jan. 5-9, (2004)), 탄성 자기 저항이 급격한 자벽과 같이 자화 방향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에 관측되

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에 의해서 믿어지고 있다( J. B. A. N. van Hoof, K. M. Schep, A. Brataas, G. E. W. Bauer,

P. J. Kelly, Phys. Rev. B 59, 138 (1999)).

이런 급격한 자벽을 형성하기 위한 나노 접촉점은 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나노 구조의 조절과 재현성에 매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성된 나노 접촉점의 견고성과 과연 자벽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도 항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Symposium on

the controversy over ballistic magnetoresistance" in the proceeding of 9th Joint MMM/Intermag Conference,

Anaheim, CA, USA Jan. 5-9, (2004)).

이러한 관점에서 Bloch이나 Neel 자벽보다 더 좁은 자벽의 두께를 가지는 견고한 자벽의 생성은 기초 학문적으로뿐만 아

니라 고밀도 하드 디스크의 헤드 등에서 사용되는 자기저항 소자로서의 응용 가능성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최근까지는 자벽에서 생성되는 누설 자기장(Stray Field)의 효과는 무시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자기저항메모리(MRAM: Magnetoresistance Random Access Memory)와 관련된 연구에서 누설 자기장의

중요성이 연구되었다(M. R. McCartney, R. E. Dunin-Borkowski, M. R. Scheinfein, D. J. Smith, S. Gider, and S. S. P.

Parkin, Science 286, 1337 (1999)., C.-Y. You and S. D. Bader, J. Appl. Phys. 92, 3886 (2002)).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누설 자기장의 크기가 결코 무시할 크기가 아니란 사실이 강조 되었고, 특히 나노 스케일의 소자에

있어서 자벽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국소적 교환 상호작용 구조를 이용하여 자벽의 위치와 두께를 인

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좁은 자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좁은 자벽 생성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좁은 자벽에서의 자기 저항 효과를 이용한 새로운 구조의 자기 저항 소자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좁은 자벽에서 생성된 누설 자기장을 이용한 나노 스케일의 국소적 자기장 발생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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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좁은 자벽 생성 방법은, 두께가 서로 상이한 제1, 제2 강자성층이 국소적 교환

상호 작용에 의해 결합되는 부분을 갖도록 배치하되, 상기 제1, 제2 강자성층의 두께와 층간 결합 에너지의 조절에 의해,

상기 제1 강자성층과 교환 상호 작용에 의해 결합된 제2 강자성층의 부분인 영역1과 제1 강자성층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

인 영역2가 서로 반대 방향의 자화 방향을 가지는 경계면에서 형성되는 자벽의 두께를 보다 좁게 형성가능토록 한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 제1, 제2 자성층은 각각 Fe, Co, Ni 등의 3d 전이 원소들이거나 또는 이들의 합금, 또는 희토류 원소인 Nd, Sm, Tb,

Dy이거나 또는 희토류 천이 금속 합금(SmCo, CoFe, NiFe, NdFeB)으로 되고, 상기 제1 강자성층의 두께(d1)와 제2 강자

성층의 두께(d2)는 2:1 내지 20:1의 관계로, 상기 제1 강자성층의 두께(d1)는 5~50 nm이고, 제2 강자성층 두께(d2)는 1

~ 5 nm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좁은 자벽 생성 방법에 의해 생성되는 좁은 자벽을 자기 저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좁은 자벽

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을 나노 스케일에 국한된 자기장 발생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단,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는 것일 뿐 본 발

명의 내용이 하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 연구에 의하면 좁은 자벽은 국소적 교환 상호작용(Exchange Coupling)이 존재하는 구조에서 생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소적 교환 상호작용이란 둘 이상의 자성박막으로 이루어진 다층 박막 구조에 있어서 하나의 자성층(F2)이

박막의 전체 면적 중 국소적으로만 존재하면서 다른 자성층(F1)과 강한 반강자성(Antiferromagnetic) 혹은 강자성

(Ferromagnetic) 교환 상호작용으로 결합된 구조를 의미한다.

자성층(F1) 중 일부 구역만이 자성층(F2)과 강한 상호교환 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자성층(F1)의 결합된 구역은 자유로운

구역에 비해서 외부 자기장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자기적 특성을 지닌 두 구역의 경계 면에는 적절한 외부 자기장의 조건하에서 자벽이 생성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자벽의 두께는 적절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일반적인 자구 사이에 생성되는 자벽의 두께에 비해서 매우 얇다.

자벽의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벽에 비해서 좁은 자벽에서는 더 좁은 영역에 더 강한 자기장이 국소적으로

생성되게 된다.

또한, 시료의 기하학적인 구조에 의해서 자벽의 위치가 정확히 결정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닌 좁은 자벽

은 나노 스케일 범위의 국소적 자기장의 생성 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

자벽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저항 현상은 좀 더 탄성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자벽에 의한 자기 저항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국소적 교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좁은 자벽을 자기저항소자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소적으로 교환 상호 결합 작용이 존재하는 구조를 도 1과 함께 살펴본다.

도 1에서 F1과 F2은 각각 강자성층이고, S는 두 자성층(F1),(F2) 사이에 존재하는 층인데, S층은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S층이 존재할 경우 S층의 두께에 따라서 두 자성층(F1),(F2)이 서로 평행, 혹은 반평행하도

록 할 수 있다.

이때 자성층(F1),(F2)은 각각, Fe, Co, Ni 등의 3d 전이 원소들이거나 이들의 합금이며, 혹은 희토류 원소인 Nd, Sm, Tb,

Dy이거나 혹은 희토류 천이 금속 합금(SmCo, CoFe, NiFe, NdFeB 등)을 의미하고, S는 Cr, Cu, Au, Ru 등의 금속이거나

그 합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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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자성층(F1),(F2)의 두께와 길이를 d1,d2와 L1,L2라고 하고, 이때 자성층(F1)과 교환 상호 작용에 의해 결합된 자

성층(F2)의 부분을 영역1(region 1)이라고 하고, 자성층(F1)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영역2(region 2)라고 한다.

자성층(F1)과 자성층(F2)은 중간의 S층이 있을 경우 소위 층간 상호 교환 작용이라는 잘 알려진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강

하게 상호 결합을 이루는데, 이때 결합의 크기와 부호 등은 자성층(F1),(F2)과 S층의 종류와 두께, 혹은 S층의 합금화 등에

의해서 적절히 조절 될 수 있다(P. Bruno, Phys. Rev. B 52, 411 (1995)., M. D. Stiles, J. Magn. Magn. Mater. 200, 322

(1999)., C.-Y. You, C. H. Sowers, A. Inomata, J. S. Jiang, S. D. Bader, and D. D. Koelling, J. Appl. Phys. 85, 5889

(1999)).

특히 본 발명에서는 자성층(F1)의 두께(d1) >> 자성층(F2)의 두께(d2)인 경우에 대해서 주로 고찰하며(자성층(F1)의 두께

(d1)와 자성층(F2)의 두께(d2)는 2:1 내지 20: 1의 관계로, 자성층(F1)의 두께(d1)는 5~50 nm이고, 자성층(F2)의 두께(d2)

는 1 ~ 5 nm임), 이런 경우를 인위적 준강자성체(Artificial or Synthetic Ferrimagnet)라고 한다(C.-Y. You and S. D.

Bader, J. Appl. Phys. 92, 3886(2002)).

본 발명에서는 이런 층간 교환 상호 작용을 이용하는 경우를 type I이라고 정의한다.

또 다른 경우로 S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성층(F1)과 자성층(F2)은 자성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계면의 스핀들의 교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두 층은 같은 자화 방향을 가지는 결합을 하거나 혹은 서로 반대 방향을 가지는 결합을 형성한다. 이때

결합의 크기와 부호 등은 계면의 상태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Fullerton 등의 연구에 의하면 보자력이 큰 강자성체인 Sm-Co 등과 Ni, Fe 등의 연자성체를 이층박막으로 증

착하여 상호 교환 결합시켰을 경우에 연자성체 층의 보자력이 비약적으로 증대함을 보고하였고, 이것을 소위 교환 스프링

(Exchange Spring) 효과라고 한다(E. E. Fullerton, J. S. Jiang, M. Grimsditch, C. H. Sowers, and S. D. Bader, Phys.

Rev. B 58, 12193 (1998)). 교환 스프링 효과를 사용하는 경우를 Type II 라고 정의한다. 본 발명에서의 이러한 정의에 따

라 도 1a 및 도 1c는 각각 Type I의 서로 다른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도 1b 및 도 1d는 Type II에 대한 서로 다른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도 1에서 검은 실선은 전극으로, 누설 자기장을 이용할 때에는 전극은 필요없게 된다.

도 1a 및 도 1b는 각각 자성층(F2) 상부의 가운데 부분에 자성층(F1)이 위치하는 경우이고, 도 1c 및 도 1d는 자성층(F2)

상부의 양측 부분에 자성층(F1)이 각각 위치하는 경우로, 도 1a, 도 1b와 도 1c, 도 1d는 영역1(region 1)과 영역2(region

2)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다.

상기 두 가지 Type I과 Type II의 외부 자기장에 대한 전체 자화값의 변화인 전형적인 자기 이력 곡선을 도 2에 나타내었

으며, 도 2a 및 도 2b는 영역1(region 1)에서의 자기 이력 곡선이다.

Type I의 경우 층간 상호 교환 결합 작용이 반강자성인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하도록 한다. 이때 각 경우에 대해서 영역2

(region 2)는 단순한 연자성체이므로 작은 보자력을 가지는 자기 이력 곡선을 보이며, 영역1(region 1)과 영역2(region 2)

는 특정한 자기장 영역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자화 방향을 가지게 되고 그 경계면에서 자벽이 생성되게 된다.

이때 각 경우에 대해서 영역1(region 1)에 대한 자화 방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Type I의 경우는 도 2a에서와 같이 강한 외

부 자기장 하에서는 자성층(F1)과 자성층(F2)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다.

이 경우는 강한 외부 자기장 Hext = Ha에 의한 Zeeman 에너지가 층간 교환 상호 결합 작용을 충분히 능가할 정도로 클

때에 해당한다.

외부 자기장을 점차 줄여서 Hext Hb 정도의 값이 되면 이때는 Zeeman 에너지와 층간 교환 상호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서로 비슷해진다.

이 경우는 자성층(F2)의 자화 방향이 자성층(F1)과의 강한 반 강자성 교환 상호 결합 작용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

향인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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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기장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자성층(F2)의 자화 방향은 자성층(F1) 자화 방향의 반대로 정렬되게 된다. 점차로 자기

장을 줄여서 Hext 0 인 경우에는 자성층(F1)과 자성층(F2)의 자화방향이 계속 반 평행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 자기장이 Hext Hb인 영역에서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는 영역1(region 1)과 외부 자기장

의 방향으로 정렬되는 영역2(region 2)의 자화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그 경계면 근처에는 자벽이 생성되게 된다.

이때 생성되는 자벽의 에너지와 두께는 기존의 자벽의 경우와는 달린 층간 상호 결합 작용의 에너지는 물론이고, 각 층의

두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아닌 외부적 조건으로 조절이 가능해 진다.

상기와 같이 국소적 교환 상호 작용 구조에서 적절한 외부 자기장의 조건하에서 영역1(region 1)과 영역2(region 2) 사이

에 자벽이 생성되는데, 이때 일반적인 자벽의 생성에 기여하는 exchange stiffness와 자기 이방성 에너지 이외에도

Zeeman 에너지와 Type I의 경우 층간 교환 상호 작용 에너지, Type II의 경우 자성층(F1)과 자성층(F2)층의 직접적인 교

환 상호 작용(Direct Exchange Coupling Energy) 에너지가 개입하게 된다.

또한, 자벽이 생성되는 자기장의 범위와 자벽의 두께는 결국 유효 외부 자기장 (Effective External Magnetic Field)에 영

향을 받게 되는데, 이 교환 상호작용에 의한 유효자기장은 각 층의 두께의 함수로 주어진다.

따라서 생성되는 자벽의 두께는 단순한 물질의 특성에 의존하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층들의 두께를 조절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절 가능한 물리량이 된다. 층의 두께나 층간의 결합 에너지는 비교적 조절이 용이한 양들이므로 다양한 범위 내

에서의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좁은 자벽 구조의 형성을 보이기 위해서 3차원 마이크로마그네틱스(Micromagnetics) 전산모사를 행하였다. 이때의 Type

I과 Type II의 자기 이력 곡선을 각각 도 3a 및 도 3b에 각각 나타내었다.

먼저 자화 방향을 θ라고 할 때, 영역1(region 1)과 영역2(region 2) 사이의 경계 면에서 Type I의 결과를 몇 가지 대표적

인 외부 자기장 하에서 도 4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때 전산모사에서 사용한 값들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음의 표 I에 나

타내었다.

표 I은 Type I에 대한 경우로, Dx, Dy, Dz은 단위셀(단위셀은 마이크로 마그네틱스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자성층을 여

러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어서 계산을 수행하는데, 이때의 작은 직육면체를 의미함)의 크기이고, W와 d1, d2는 각각

시료의 너비와 F1과 F2층의 두께이며, L1,L2는 F1,F2층의 길이 이고, A1, Ku1, J는 각각 F1층과 계면의 exchange

stiffness 상수와 각층의 자기 이방성 에너지, 그리고 층간 교환상호작용 에너지이다.

[표 I]

Dx(nm) Dy (nm) Dz (nm) d1 (nm) d2 (nm) L1 (nm) L2 (nm) W (nm) A1 (J/m) J (J/m2) Ku1 (J/m
3)

1 1000 2 20 2 100 300 3000 2.1x 10-11 -1.0x 10-3 4.8x104

도 4에서 Type I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교를 위해서 나타낸 Neel 자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범위 내

에서 θ가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관측 할 수 있다.

또한 자벽의 구조가 Neel 자벽의 경우 대칭적인데 비해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좁은 자벽의 경우 그 구조가 매우 비대칭

적임을 알 수 있고, 또한 Neel의 경우 무시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지는 θ값이 자벽의 중심에서 매우 먼 부분까지 존재를 하는

데 비해서, 좁은 자벽의 경우 비대칭적이면서도 한쪽 방향으로는 θ값이 비교적 빠르게 0으로 수렴함을 볼 수 있다.

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화 방향 θ의 변화가 예측한 것처럼 Neel 자벽에 비해서 매우 급격하다. 특히 적절한 범위의

외부 자기장 하에서는 자화 방향 θ의 기울기가 매우 좁은 영역에서 큰 값을 가지는데, 탄성 전자의 전도에 관한 이론적 연

구에 의하면, 자벽에 의한 자기저항 값은 자벽 내부에서 자화방향의 변화의 기울기가 커지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좁은 자벽 구조가 새로운 자기 저항 소자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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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벽의 두께를 정의할 때 일반적인 방법은 균일한 자화 방향의 변화를 가정하고 δw = π(∂χ/∂θ)x=center와 같은 방

법으로 정의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본 발명에서의 좁은 자벽의 경우는 그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적용이 곤란하므로, 굳이 자벽의 두께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편의상 다음과 같은 정의에 의해서 자벽의 두께를 정의하면(A. Huber, R.

Schafer, "Magnetic Domains," Springer, Berlin, p. 219 (2000)),

와 같으며, 도 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 5에서 알 수 있듯이 자벽의 두께는 외부 자기장에 따라서 변하며, 상술한 마이크로마그네틱스 전산모사에 의한 결과를

상기 식(1)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자벽의 두께가 최소 30nm 정도로 일반적인 Neel 자벽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줄어들게 됨

을 발견할 수 있다.

자벽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자벽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계산하였다. 물리적으로 이해하

기 쉽게 누설 자기장에 대한 해석적인 해를 구하기 위해서 두께가 2b이고 x방향의 자화 성분이 다음과 같이 Lorentzian,

mx(x) = q2/(q2 + x2)으로 변하는 Neel 자벽에 대해 살펴본다.

Aharoni의 해석적 방법(A. Aharoni,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ferromagnetism," 2nd Ed. Oxford Univ. Press,

Ch. 8 (2000))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x, z)는 도 6에서 보이는 좌표계이고, q는 자화 방향의 분포에서 정의되는 자벽의 두께라고 고려할 수 있다. 도 6

에 q = 30, 65nm인 Neel 자벽의 경우에 대해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을 나타내었다.

이때 계산된 자기장은 바로 자벽의 아래 부분인 z = -b 에서 계산되었다.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자벽의 두께가 감소하

면 누설 자기장의 크기는 더 커지는 반면, 공간적으로는 더 좁은 영역에 국한되어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좁은 자벽의 생성은 상술한 바와 같이,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공간적으로 잘 정의된 강한 자기장을 생성 시킬 수 있

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서 도 7과 같이 하드 디스크의 기록 헤드에 응용이 가능하며, 도 7에서 도면부호(10)은 기록 헤드,

(11)은 요크, (12)는 코일이다.

즉, 기존의 하드 디스크의 기록 헤드(10)의 갭 부분에 본 발명에서와 같은 좁은 자벽 생성 구조를 장착할 경우, 도 7과 같이

좁은 자벽에 의한 자기장이 수십 나노 미터의 좁은 공간에 국한되어서 생성된다.

이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기록 헤드(10)의 요크(11) 부분에서 발생하는 자기장과는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록 매질의 자화 용이축과의 방향을 적절히 조절하면 매우 높은 밀도의 기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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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계산에서 보여진 자기장은 대칭적인 Neel 자벽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좁은 자벽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크기는 정자기 에너지의 최소화 때문에 더 작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벽의 양쪽 끝 꼬리 부분이 Neel

에 비해서 더 짧기 때문에 공간적인 분포는 더 좁은 영역에 국한될 것이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국소적 교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구조에서 좁은 자벽이 생성 가능함을 보였고, 생성된

좁은 자벽은 공간적으로 잘 정의된 부분에서 발생하며, 자벽의 두께는 보통의 자벽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

다. 생성된 자벽의 두께가 충분히 얇을 경우, 자벽에서의 자기저항 효과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충분히 얇은 자벽의 경우 자

기 저항 소자로서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좁은 자벽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은 그 크기가 일반 자벽에 비해서 2배 가량 클 수 있으며, 시료의 구조에 의해서

정의된 위치에서 발생하며, 공간적으로 수십 나노미터 정도의 나노 스케일 영역에서 국소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좁은 자벽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을 나노 스케일에 국한된 자기장의 발생 기구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좁은 자벽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은 첫째, 나노 스케일의 좁은 구역에 국소적으로 존재하고, 둘째

자기장의 크기가 일반적인 자벽에서보다 매우 크며, 셋째 자벽의 생성 위치가 잘 정의되어 있는 등의 장점을 이용해서 좁

은 자벽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자성 소자에서 자기장의 발생 기구로 사용하면 하드 디스크의 기록 헤드나 MRAM의 기록

방법, 기타 누설 자기장을 이용하는 홀 효과 소자, 강자성체/초전도체 구조 등의 여러 스핀트로닉스 소자에서의 활용이 가

능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또는 변경하여 실

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국소적 교환 상호 작용 구조를 이용하여 자벽의 위치와 두께를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나노 스케일의 좁은 자벽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좁은 자벽에서의 자기 저항 효과를 이용한 자

기저항소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좁은 자벽에서 생성된 나노 스케일의 국소적으로 잘 정의된 누설 자기장을 얻을 수 있음에 따라 홀효과 소자, 스핀

초격자, 자성반도체, 초전도체 등의 스핀트로닉스 소자에 자기장 발생장치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두께가 서로 상이한 제1, 제2 강자성층이 국소적 교환 상호 작용에 의해 결합되는 부분을 갖도록 배치하되, 상기 제1, 제2

강자성층의 두께와 층간 결합 에너지의 조절에 의해, 상기 제1 강자성층과 교환 상호 작용에 의해 결합된 제2 강자성층의

부분인 영역1과 제1 강자성층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인 영역2가 서로 반대 방향의 자화 방향을 가지는 경계면에서 형성되

는 자벽의 두께를 보다 좁게 형성가능토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좁은 자벽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자성층은

각각 Fe, Co, Ni 등의 3d 전이 원소들이거나 또는 이들의 합금, 또는 희토류 원소인 Nd, Sm, Tb, Dy이거나 또는 희토류

천이 금속 합금(SmCo, CoFe, NiFe, NdFeB)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좁은 자벽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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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강자성층의 두께(d1)와 제2 강자성층의 두께(d2)는 2:1 내지 20:1의 관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좁은 자벽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강자성층의 두께(d1)는 5~50 nm이고, 제2 강자성층 두께(d2)는 1 ~ 5 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좁은 자벽 생성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강자성층 사이에 제3의 층이 존재할 경우 상기 제1, 제2 강자성층은 층간 교환 상호 작용

에 의해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좁은 자벽 생성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3의 층은 Cr, Cu, Au, Ru 등의 금속이거나 또는 그 합금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좁은 자벽

생성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강자성층이 국소적 교환 상호 작용에 의해 결합되는 부분의 위치 변경을 통해 자벽의 위치 변경이 가능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좁은 자벽 생성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따른 방법에 의해 생성되는 좁은 자벽을 자기 저항으로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저항소자.

청구항 9.

제 1 항에 따른 방법에 의해 생성되는 좁은 자벽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을 자성 소자에서 자기장 발생수단으로 이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장 발생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좁은 자벽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을 나노 스케일에 국한된 자기장 발생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장 발생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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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따른 방법에 의해 생성되는 좁은 자벽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을 고밀도 기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기록 헤드.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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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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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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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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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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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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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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