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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체 리튬전지를 응용한 정보 메모리 소자를 개발
- 초 저전력 에너지 화 및 다치 기록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 -

  도쿄공업대학 물질공학원 응용 화학계의 一杉太郎 교수, 清水亮太 조교수, 渡邊佑紀 대학원생(석사 2년

차) 등은 동경대학대학원 공학계연구과 재료공학전공의 渡邉聡 교수팀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하여, 전고체 

리튬전지와 유사한 박막 적층 구조를 가지며, 초저전력 에너지와 대용량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소자의 개

발에 성공했다.

  컴퓨터의 이용 확대와 함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추세이며, 반도체 소자의 소비에너지 절감은 매우 중

요한 과제이다. 연구그룹은 전고체 리튬전지의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에 주목하고 정보를 전압으로 기억하

는 저소비에너지의 전압기록형 메모리 소자의 개발에 착수했다.

  본 연구에서는 니켈을 전극으로 이용한 전고체 리튬전지와 같은 구조의 메모리 소자를 제작했다. 그 결

과 에너지소비 절감 뿐 아니라, 3개의 다른 전압을 기억하는 3 value record 메모리로 동작을 실현했다. 이

러한 특징은 계면에 자발적으로 생성된 얇은 니켈산화물 막과 리튬이온의 다단계 반응에 의한 것이다. 이 

성과는 초저전력 에너지 메모리 소자의 실용화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뿐 아니라 고체 내에서 리튬이온 

이동에 대한 이론구축에 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소자 제작기술로 일반적인 스퍼터링법 등의 박막제작 기술을 활용했다. 또한, 낮은 

배터리용량을 실현하기 위한 양극재료로서 리튬과 합금을 형성하지 않는 니켈을 선택했다. 니켈 하부 전극

(Ni)에 고체전해질 박막(Li3PO4)을 형성하고, 그 위에 리튬 박막(Li)을 형성하여 적층구조의 메모리 소자를 

제작하였다(Figure 1). 그 결과, 니켈 하부 전극 상에 얇은 산화니켈(NiO)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용량이 

매우 적은 전고체 리튬전지로 작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메모리 소자로 동작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다.

  메모리 동작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한 결과, 8.8 × 10-11 J/μm2가되고, 이것은 현재 PC에 사

용되는 DRAM (> 4 × 10-9 J/μm2)의 1/50 정도의 값에 해당된다. 또한 이 메모리가 3개의 서로 다른 전

압상태를 기록할 수 있고, 3값을 기록메모리로서 동작을 실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이것

은 기록의 고밀도화에 연결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성과는 11월 20일(미국시간)에 미국화학회지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Figure 1. 본 연구에서 제작 한 전압 기록 형 메모리 소자의 개략도 (a)와 사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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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3값을 기록 메모리로 작동하는 상황; 검은선: 인가전압 곡선이 개방 회로 전압을 나타내며, 1.1 V 미만의 

공간을 저전압 상태, 1.1~1.8 V를 중간 전압 상태, 1.8 V 초과를 고압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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