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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센터 소개 

 

본 연구단은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사업인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과제로 2006년에 선정되어 구성되었으며 연구 과제는 기능성 분

자 메모리 소재 및 소자 개발을 통한 테라비트급 분자메모리칩 구현을 위해 신규 분자메모리 소재 설계 및 합성과 분자메모리 소자 제

작 및 특성 연구에 있다. 최적의 분자메모리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단 구성은 두개 서브그룹인 유기분자 소재그룹과 소자 공정그룹

을 두어 운영하며 소재 합성 결과와 소자 특성을 feedback 개념으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2. 연구과제 
 

총3단계 연구목표 하에서 각 단계별 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할 계획에 있다. 

1단계：분자 메모리 소재, 단위 소자 제작 및 특성 연구 

ᆞ기초원천 연구 단계로서 신규 분자 메모리 소재 설계 및 합성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전극 위에 다양한 방법에 의해 단분자막 고정화 

기술을 연구하고 설계한 분자 메모리 소자에 응용하여 이들에 대한 I-V 소자 특성 연구한다. 

2단계：분자 메모리 어레이 소자 

ᆞ심화연구 단계로서 1단계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분자 메모리 어레이 소자 제작을 위한 나노패터닝 연구를 하여 1단계에서 개

발된 소재들을 이용하여 분자 메모리 어레이 소자를 구현하고자 한다.  

3단계：분자 메모리 어레이 소자의 시뮬레이션과 컴퓨팅 아키텍쳐(응용연구) 

ᆞ응용연구 단계로서 1,2 단계에서 확보된 선행 연구 결과 및 기술을 토대로 분자 메모리 IC 칩 소자 제작 및 시뮬레이션에 의해 분자 

메모리 소자를 이용한 컴퓨팅 아키텍쳐 구현할 계획이다. 

 

3. 연구기반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의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나노기반 소자 제작을 위해 Class. 100의 크린룸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수행을 위한 장비들로는 E-beam 저온 증착기, SPM, SEM, Parameter analyzer, XPS, Ellipsometer, FT-IR 분광기, E-beam 

lithography, QCM, EC analyzer, 글로브박스, 기초소자 제작용 장비 등의 연구에 필요한 기기들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다. 

 

4. 연구실 구성 
 

본 기능성 분자메모리 창의연구단의 총괄 책임자인 이효영 박사를 비롯하여 유기분자 소재 개발에 유무기 합성을 전공한 이정현 박사

와 신규 분자를 전극에 고정 및 표면 분석을 위하여 서경자 박사, 방경숙 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자메모리 현상 규명을 위하여 물리

학을 전공한 정민경 박사, 알렉산더 콘첸코 박사, 전자 소자 제작 및 공정을 전공한 구자룡 박사, 정미희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

기 연구원 구성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화학, 물리, 전자공학 등 학제간 상호 정보 공유 및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본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 보조원 도현정씨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도 우수 연구인력을 충원 중에 있다. 

 

5. 연구 기대 효과 
 

차세대 실리콘 무기반도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 나노 선폭을 갖고 테라급 집적”이 가능한 차세대 메모리 기술 문제의 돌파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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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므로 과학기술적 면에서 대단한 연구 성과가 될 것이며 분자메모리 소자 기술 개발을 통한 초소형화, 초 고집적화, 저 소비전력이 

가능한 정보저장/처리용 나노 칩 원천 기술 확보를 가능케 하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대신할 메모리 소자로서 전자부품뿐 아니라 미래 

컴퓨팅 시스템 연구 분야의 기본 구조 개척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세계 정보통신 시장은 연간 수 천억불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문 수출은 170 억불에 달하며 전체 수출량의 13%를 차

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시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반도체 대체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능성 분자 메모리 기술 성공여부가 그 핵심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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