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GIST 이탁희 교수팀,‘3차원 적층형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변화 메모리 소자’개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표지논문 선정,“비휘발성 유기 메모리 분야 고집적화 응용 가능성 열어”
‘3차원 적층형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변화 메모리 소자’
가 국내 연
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탁희 교수와 송
성훈 박사과정생(제1저자)이 주도하
고 황현상 교수 연구팀이 참여한 이
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직무
대행 김병국)이 추진하는 중견연구

이탁희 교수

송성훈 박사과정생

에 게재되었고, 이탁희 교수팀은 최

아래층으로 혼합되어 층간을 구분

근 2년간 하이브리드 유기 메모리

할 수 없어져 고집적 적층 유기 메

소자와 휘어지는 유기 메모리 소자

모리 소자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

연구로, 이 학술지에 네 차례나 표지

가 있었다.

자지원사업 (도약연구), 국가핵심연
구센터지원사업(NCRC), 세계수준
의연구중심대학 (WCU) 육성사업과
광주과학기술원의 분자레벨 집적화
시스템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다.
연구결과는 재료공학분야에서 권
위 있는 학술지인‘어드밴스드 머티
리얼즈(Advanced Materials)’표
지논문(Front Cover Picture
Article, 제22권 제44호, 11월 24일)

논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수

이탁희 교수 연구팀은 기존의 무

팀은 경화(curing) 공정이 가능한

기물을 활용한 방법보다 공정이 간

유기물 소재(폴리이미드와 버키볼

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차세대 고집

풀러린 유도체 분자)를 혼합한 유기

적 반도체 메모리 소자인‘3차원 적

물을 사용하여, 데이터 지우기와 쓰

층형 유기물 저항 변화 메모리 소

기가 가능한 3차원 적층 형태를 갖

자’개발에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춘 유기물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연구자들은 실리콘 등 무기물을 활

구현하였다.

용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집적

이탁희 교수는“이번 연구는 기존

화를 극대화하고자 3차원 적층구조

의 무기물 기반이 아닌, 유기물을 통

를 연구해왔다. 그런데 유기물을 사

해 간단한 제작 공정으로 메모리 소

용하면 제작 과정이 간단하고 비용

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3차원 적층

도 저렴하면서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메모리 소자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메모리 소자를 구현할 수 있어, 세계

다양한 종류의 휘어지는 유기 전자

적인 연구팀들은 유기물을 이용한 3

소자에 응용될 경우 훨씬 저렴한 비

차원 적층형 메모리 소자 연구에 집

용으로 고집적 메모리 소자를 생산

중해 왔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그러나 유기물을 소재로 한 비휘

연구 의의를 밝혔다.

발성 메모리 소자를 3차원 적층으
3차원 적층형 유기 메모리 소자 모식도 － 저널 표
지그림

로 공정하면, 위층 유기물 용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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