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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사람, 
사물 및 공간이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물 인터넷은 사람과 각종 사물에 센

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모

든 정보를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주고받아, 
스스로 분석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

용자가 이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이다. 특히 인간과 전자기기간의 상호작용이 증가

함에 따라,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사람의 피

부나 몸에 자유롭게 부착이 가능한 인공 전자피부

(electronic skin, E-skin)에 관한 연구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1-5].
주로 인공 전자피부에 관한 연구는 촉각, 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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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물질 등 사람의 피부가 감지 가능한 자극과 관

련 있는 압력, 진동, 온도, 화학 센서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공 전자피부의 기능

을 보다 확장하여 피부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공 전자피부용 광센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심장의 수축 이완 주기에 따

라 혈액의 용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이용하

여, 혈관의 광 흡수도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심박수와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광

혈류 측정계(photoplethysmography, PPG) 센서는 

인공 전자피부에 활용이 가능한 광센서의 대표적

인 예이다[4,6-8]. 유기 저분자 및 고분자를 포함하

는 분자기반 전자소재는 우수한 유연성(flexibility) 
및 신축성(stretchability)을 지니는 큰 장점이 있으

며, 이를 활용한 유기 센서의 경우, 굴곡이 있는 

피부에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 전자피부

용 소자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9-13]. 또한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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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인공 전자피부에 활용 가능한 유연성 유기 광센서 기반의 광혈류 측정계 

(photoplethysmography, PPG) 센서 및 근육 수축 센서에 관한 연구, 그리고 유기 광센서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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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비용이 절감되며 대

량 생산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

공 전자피부용 유기 광센서로서 알려진 유기 PPG 
센서와 유기 근육 수축 센서의 최근 연구 동향 및 

향후 미래형 광센서의 핵심 요소로서의 응용 가능

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광센서를 활

용한 PPG 센서 및 근육 수축 센서에 대한 작동 원

리와 유기 광센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여러 방법

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광센서의 구조 및 성능 지수

일반적으로, 광센서는 입사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며, 이러한 기능을 하는 광센서의 구조는 크

게 2전극 시스템과 3전극 시스템 구조로 나누어진

다(Figure 1 참조). 2전극 시스템의 광센서 중 가장 

보편적인 구조는 수직형 구조인 다이오드 구조이

며 전극 간의 거리가 수백 나노미터 정도이고 전하

이동층을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전하 수집에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2전극 시스템 광센서의 

구조는 수평형 구조로서 빛이 광활성층에 직접 조

사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극 간의 거리가 수십 마

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전하 수집이 다이오드 형

태와 비교하여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3전극 시스템은 소스(source), 드레인(drain) 그

리고 게이트(gate) 전극으로 구성된 트랜지스터 형

태의 구조로서 광트랜지스터로 불려진다. 광트랜

지스터는 게이트 전극을 통해 신호 증폭(signal 
amplification)이 가능하기 때문에 2전극 시스템 구

조인 광센서보다 더 높은 광 감응도를 보일 수 있

어 미세 신호를 감지하는데 유용한 장점이 있다.
광센서의 성능 지수는, 일정량의 빛에 대해 얼

마나 많은 전류 변화가 유도되는지에 대한 지수들

인 외부 양자 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과 광감응성(photoresponsivity, R), 그리고 

입사광 검출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들인 광전류/
암전류 비율(photocurrent/dark current ratio, P), 
비검출률(specific detectivity, D*)이다. 외부 양자 

효율, 광감응성 그리고 비검출률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아래 식들과 같다. 

(1)

(2)

(3)

(4)

Iph는 광전류, Idark는 암전류, h는 플랑크 상수, c
는 빛의 속도, e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 Pint는 빛의 

세기, A는 빛을 받은 부분의 면적, λ는 빛의 파장, 
Pinc는 빛의 파워, B는 대역폭, NEP는 등가 잡음 

전력 그리고 



는 노이즈(noise) 전류이다. 

이상으로 광센서의 구조 및 성능 지수에 대한 

Figure 1. 광센서의 종류 및 도식적 구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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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마치며, 인공 전자피부에 활용 가능한 유

기 광센서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3. 인공 전자피부용 유기 광센서

3.1. PPG 센서

PPG 센서는 피부 혈관의 맥파형을 광학적으로 

얻는 비침습적 측정 장치로 이를 활용하여 심박수 

(heart rate, HR)[14], 심박수 변동성(heart rate var-
iability, HRV)[15], 혈압(blood pressure, BP)[16] 
등 심장 혈관 운동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러한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

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인공 전자피부용 

웨어러블 센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 

건강 모니터링용 웨어러블 PPG 센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인공 전자피부용 웨어러블 

광센서 구현을 위해서는 소자의 기계적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17],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물 반도체 기반의 유기 광센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파트에서는 PPG 센서의 원리

와 유기물 기반 PPG 센서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3.1.1. PPG 센서의 원리

PPG 센서는 조직 및 혈액으로부터 반사 또는 

투과된 빛을 광학적으로 검출하여 혈류량의 변화

를 관찰하고 심박수, 혈압, 호흡 및 혈액 산소 포

화도 등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PPG 센서는 일반적으로 두개의 광발광 소자(light 
emitting diode, LED)와 하나의 광센서로 구성된

다[18]. LED로부터 나오는 빛은 피부 안쪽으로 입

사되고 조직 내에서 부분적으로 흡수 및 산란이 

일어나며 투과 및 반사되는 빛은 광센서에 의해 

감지된다. 조직 내에서 흡수되는 빛의 양은 혈류

량에 의해 크게 변하기 때문에, 혈류량이 최대가 

되는 심장 수축기(systole)에서는 광센서의 낮은 

광 흡수가 유도되며 혈류량이 최소가 되는 심장 

이완기(diastole)에서는 광센서의 높은 광 흡수가 

유도된다. 이러한 동맥 혈류량의 지속적인 변화는 

PPG 센서를 통해 PPG 파형으로 변환이 된다

[19](Figure 2 참조). 
비맥동 동맥혈, 정맥, 모세혈관 및 기타 다른 조

직과 상호작용 후에 검출되는 광 신호는 심장주기

의 수축기와 이완기 사이에서도 변하지 않고 일정

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이는 PPG 파형에서 직류

(direct current, DC) 성분을 만들게 된다. DC 성분

은 그 파형이 호흡에 의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

에 직류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동맥 혈류

와 상호작용 후에 검출되는 광 신호는 심장주기의 

수축기와 이완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혈류량의 변

화에 따라 변하게 되며 이는 PPG 파형에서 교류

(alternating current, AC) 성분을 만들게 된다. 따
라서 PPG 파형의 AC 성분 기본 주파수는 심박수

에 의존하고 심장 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PPG 파형에서 AC 성분의 높이는 혈압

과 비례하며 최대 흡수 지점과 최소 흡수지점의 

차이를 통해 심박수 및 호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적혈구에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농

도가 심장주기(cardiac cycle)에 따라 변하게 되므

로, 산소화 헤모글로빈(oxy-haemoglobin, HbO2)
과 비산소화 헤모글로빈(deoxy-haemoglobin, Hb)
의 광 흡수도의 차이를 검출하여 혈액 내 산소 포

화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3.1.2. PPG 센서에 이용되는 빛의 파장

생물학적 조직과 빛의 상호 작용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흡수, 반사 그리고 산란을 포

* 출처 : Nat. Commun., 5, 5745 (2014).

Figure 2. PPG 파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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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20]. 빛이 피부 안으로 침투할 때, 가시광

선 영역 중 청색 영역의 빛은 표피 가까이 위치한 

적혈구에 의해 가장 강하게 흡수되고 녹색 및 노

란색 영역의 빛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흡수

된다. 자외선(ultraviolet, UV) 영역의 빛은 피부의 

멜라민 색소에 의하여 강하게 흡수되고 원적외선 

영역의 빛은 물에 의해 흡수된다. 따라서, 적색 및 

근적외선 파장 영역의 빛만이 비교적 긴(0.8~1.5 
mm) 침투 깊이(penetration depth)를 가지고 생체

조직 안으로 침투가 가능하다[21]. 결과적으로, 이
와 같은 파장 영역의 빛은 피부 안쪽에 깊게 위치

한 동맥에 흐르는 혈액에 의하여 흡수될 수 있다. 
또한 PPG 센서는 산소화 헤모글로빈과 비산소화 

헤모글로빈이 서로 다른 광흡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들에 대해 큰 흡광도 차이를 보이는 파장의 빛인 

적색과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Figure 3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3.1.4 
산소 포화도 계산 부분에 서술되어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유기 반도체는 근적외선 영역에서 낮은 

흡광도를 보이기 때문에, 유기 PPG 센서에서는 

근적외선의 빛 대신 녹색 빛이 광원으로서 사용되

기도 한다[22]. 녹색 영역의 빛의 경우 근적외선 

영역과 마찬가지로 산소화 헤모글로빈과 비산소

화 헤모글로빈이 서로 다른 광흡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PPG 센서의 광원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침투 깊이가 얕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유기반

도체의 근적외선 영역 흡광도를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3.1.3. PPG 센서의 구동모드

PPG 센서의 구동모드는 투과 모드 및 반사 모

드가 있다[18]. 투과 모드에서는 조직을 통해 투과

된 빛을 검출하기 위하여 LED와 광센서가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하고, 반사 모드에서는 조직으로

부터 반사된 빛을 검출하기 위하여 LED와 광센서

를 나란히 배치한다(Figure 4 참조). 투과 모드는 

반사 모드에 비해 손실되는 빛이 적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호를 얻을 수 있지만, 빛이 두꺼운 신체

조직을 쉽게 투과하지 못함에 따라 측정 지점의 

제한을 가지고 있어 투과광이 쉽게 감지될 수 있

는 곳(손가락 끝, 귓볼, 코 비중격, 볼, 혀 등)에 위

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위에서의 혈액 관류량은 

일상 활동에서의 활동 및 주변의 환경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과 모드 PPG 센서는 일

상생활에서 사용이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반면, 반사 모드 PPG 센서는 반사된 빛을 감지하

는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다양한 지점(손목, 이마, 
팔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반사 모드도 투과 모드

와 마찬가지로 신체 활동 및 주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실시간 자가 건강 모

니터링용 PPG 센서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1.4. 산소 포화도(Oxygen saturation) 계산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한 분자당 최대 4
개의 산소 분자를 운반할 수 있다. 따라서 헤모글

로빈 분자가 4개의 산소 분자와 결합되어 산소를 

운반하면 100% 포화(saturation)되었다고 말한다. 
산소 포화도는, 피가 최대로 운반할 수 있는 산소의 

양에 비해 얼마나 많은 양의 산소를 운반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igure 3. 산소화 및 비산소화 헤모글로빈의 흡광도.

* 출처 : Electronics, 3, 282 (2014).

Figure 4. 투과형 및 반사형 PPG 센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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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bO2]는 산소화 헤모글로빈의 농도 그리고 

[Hb]는 비산소화 헤모글로빈의 농도이다. PPG 센
서와 같이 비침습적 광학적 방법으로 산소 포화도가 

측정되었을 경우, 총 흡광도는 산소화 및 비산소화 

헤모글로빈 각각의 흡광도의 합과 같으므로 Beer- 
Lambert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6)

(7)

A는 흡광도, ε는 몰 흡광계수, L은 샘플을 통과

한 빛의 경로 길이(path length)이다. 
그리고 식 (5), (6), (7)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8)

정상적인 폐를 가진 건강한 사람은 95%~100%
의 동맥 산소 포화도를 갖는다. 이 수치가 90% 미
만이면 저혈당을 초래하고 80% 미만일 경우 뇌와 

심장과 같은 장기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심

하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PPG 센서

를 통해 동맥 산소 포화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3.1.5. 유기물 기반 PPG 센서 동향

기존의 무기물 기반 PPG 센서의 경우, 낮은 유

연성 및 소자 면적 조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손가

락 끝[23] 또는 귓볼[24-26] 등의 위치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기 반도체 기반의 유연성 광센서 

및 LED를 활용한 PPG 센서가 2014년에 처음으

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인 무기물 기반의 PPG 센
서의 경우, 적색 영역 및 근적외선 영역의 무기물 

기반 LED를 활용하는데 반해, 보고된 논문에서는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유기 광발광 소자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의 안정성 및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 때문에[6], 녹색광(532 nm) 
및 적색광(626 nm)을 방출하는 OLED를 활용하

였다. 광센서의 활성층으로는 녹색 영역(532 nm) 
및 적색 영역(626 nm) 광역대에서 높은 외부양자

효율을 가지는 poly[[4,8-bis[(2-ethylhexyl)oxy]ben- 
zo[1,2-b:4,5-b’]dithiophene-2,6-2,6-diyl][3-fluoro- 
2-[(2-ethylhexy-l)carbonyl]thieno[3,4-b]thiophenediyl]] 
(PTB7) : (6,6)-phenyl C71 butyric acid methyl ester 
(PC70BM)를 활용하였다. 또한 스핀 코팅 및 블레

(a)

(b)

* 출처 : Nat. Commun., 5, 5745 (2014).

Figure 5. (a) all-organic PPG 센서 실제 사진, (b) 제작된 

PPG 센서의 신호 감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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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코팅 방식과 같은 저비용 용액 공정을 활용

하여 PPG 센서의 정확한 면적 조정 및 대면적화

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하였다(Figure 5 참조).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유기물 기반 PPG 센서

의 경우 근적외선 영역에서의 민감도가 낮다는 단

점이 있어 조직 내 침투 깊이가 얕은 가시광선 영

역의 광원을 이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부의 깊

은 곳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었다[6,8].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적외선 영역에서 높은 광 감응도를 가지고 있는 

PPG 센서가 최근 보고되었다[7]. Poly(N-alkyl di-
ketopyrrolo-pyrroe dithienylthieno[3,2-b]thiophene) 
(DPP-DTT) : [6-,6]-phenyl-C61-butyric acid methy-
lester (PCBM)를 광활성층으로 활용한 광트랜지

스터를 광센서로 사용하였고, 근적외선 영역(810 
nm)에서 3.5 × 105 A W-1의 R 및 5.7 × 1013 Jones
의 D*를 보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상업화된 실리

콘 기반의 광센서(다이오드)의 성능보다 높은 수

치이다. 이를 통해 제작된 PPG 센서는 심전도 

(electrocardiogram, ECG) 측정으로 얻어진 심박

수 변동성과 비교하였을 때, 0.88의 correlation co-
efficient를 보였고 0.3%의 심박 수 오차를 보였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PPG 센서(20 mW)에 

비해 낮은 전력(4 mW)에서의 구동이 가능하였다

(Figure 6 참고). 유기물 기반의 PPG 센서의 또 다

른 문제점은 낮은 공기 안정성으로 인해 얇은 두

께로 제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기물

(SiON) 층과 유기물(perylene) 층이 반복적으로 

적층된 봉지막(하루당 5.0 × 10-4 g m-2의 낮은 수

증기 투과율과 0.1 cc m-2의 산소 전달 속도를 유

지)을 활용하여 매우 얇은 소자 두께(3 µm)의 안

정적인 PPG 센서를 제조하는 기술이 최근 보고되

었다[4]. 이러한 얇은 두께 덕분에, LED와 광센서

는 100 µm의 굽힘 반지름 및 60% stretching 조건

에서도 안정적인 구동을 보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제작한 PPG 센서는 공기 중에서 5일 동안 안정적으

로 작동하였다. 또한, PPG 센서와 피부 부착형 디스

플레이를 연결하여, PPG 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시가 가능하며 

구동 전압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밝기와 색상이 변하

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PPG 
센서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인공 전자피부 시스

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Figure 7 참고).

* 출처 : Adv. Mater., 29, 1700975 (2017).

Figure 6. (a) 유기 고분자를 활용한 근적외선 감지 PPG 센
서 모식도 및 실제 사진, (b) 판매되는 PPG 센서(cPPG)와 

제작된 PPG 센서(hPPG)의 실제 사진, (c) 감지된 신호 비

교 그래프.
* 출처 : Sci. Adv., 2, e1501856 (2016).

Figure 7. (a) 다중 encapsulation층이 적용된 유기 광발광 

소자의 구조 모식도, (b) 유기 광전자 소자 기반 PPG 센서 

구조 모식도, (c, d) 시간에 따른 신호 감지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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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육 수축 센서

유기 광전자 소자를 활용한 PPG 센서와 더불

어, 근육의 등장성 수축(isotonic contraction)과 등

척성 수축(isometric contraction)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근육 수축 센서가 보고된 바 있다[27]. 이 연

구에서는 근육의 수축을 구별하기 위해 OLED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그 주변에 4개의 광센서를 배

치하는 구조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근육 

수축 센서는 근육의 수축 종류에 따라 근섬유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이용해, 근육섬유로부터 

산란된 빛을 감지하고 구분하여 수축 종류를 구별 

할 수 있다(Figure 8 참고).

4. 광센서의 성능 향상

본 절에서는 유기(저분자[28,29] 및 고분자 기

반[30]) 광센서의 성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이오드 기반 유기 광센서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와 유기 광트랜지스터의 성능 향상을 위한 분

자 설계에 관한 연구 내용들은 다른 리뷰 논문

[31-33]에 자세히 소개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여기

서는 유기 광트랜지스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분자 설계 방법을 제외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광활성층의 결정성 조절

유기 단결정(single crystal)은 전하의 수송 과정

에서 에너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결정립계

(grain boundary)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34,35], 이를 광활성층으로 활용하여 유기 광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많이 보

고되어왔다[36-41]. 유기 단결정은 보편적으로 물

리적 증기 수송(physical vapor transport, PVT) 방
법 또는 용액 성장 방법에 의해 합성된다. 먼저 

PVT를 활용한 단결정 합성 연구에 대해 서술해보

자면, Bjornholm 교수 연구진은 copper hexadeca-
fluorophthalocyan-ine (F16CuPc) 리본을 PVT 방

법으로 만들어 유기 광트랜지스터에 적용하였고 

F16CuPc 리본 기반의 유기 광트랜지스터가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Iph/Idark = 4.5 × 
104)[37]. 용액 공정을 이용한 연구의 예로, Liu 교
수 연구진은 액상 자기조립을 이용하여 나노 및 마

이크로미터 크기의 6-methylanhra[2,3-b]benzo-[d-] 
thio-phene (Me-ABT)을 제작하였다[38]. Me-AB-T 
리본 기반의 유기 광트랜지스터는 낮은 입사광 세

기(30 µW cm-2)에서 µ = 1.66 cm2 V-1 s-1, R = 1.2 
× 104 A W-1, Iph/Idark = 6 × 103의 고성능을 보였다

(Figure 9 참고). 또한 최동훈 교수 연구진은 an-
thracene에 두개의 2-ethynyl-5-hexyldithieno[3,2-b-: 

(a)
  

(b)

* 출처 : Adv. Mater., 27, 7638-7644 (2015).

Figure 8. (a) 하나의 OLED 및 4개의 광센서를 활용한 근

육 수축 센서 모식도, (b) 실제 소자 사진.

(a)

(b)

* 출처 : Adv. Funct. Mater., 20, 1019 (2010).

Figure 9. 고성능 유기 광트랜지스터를 위한 Me-ABT 단결

정 접근방향. (a) Me-ABT 마이크로 구조의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이미지(왼쪽), 마이크로 리본의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이미지(오른쪽). 
(b) Me-ABT 마이크로 리본 광트랜지스터의 트랜스퍼 특

성(왼쪽), R과 P 특성(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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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d] thiophene (DTT) (A-EHDTT)기가 있는 

단결정 화합물을 보고하였다[39]. 이를 활용한 유

기 광트랜지스터는 아주 낮은 입사광 세기(1.4 
µW cm-2)에서 R = 1 × 104 A W-1의 높은 소자 특

성을 보였다. 본 연구진은 용액공정 기반의 단결

정 N,N’- bis(2-p-henylethyl)-perylene-3,4:9,10-te-
tracarboxylic diimide (BPE-PTCDI) 나노와이어를 

제조하고 이를 활용한 유기 광트랜지스터를 보고

한 바 있다[40]. 이를 활용한 유기 광트랜지스터는 

µ = 1.13 cm2 V-1 s-1를 보였고, 적/녹색광 조사 시, 
R = 1.4 × 103 A W-1, Iph/Idark = 4.96 × 103의 특성

을 보였다(Figure 10 참고). 또한 다색광 조사 시

에는 박막 기반의 트랜지스터에 비해 7,900배 높

은 EQE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본 연

구진에서는 최근에 분자 구조에 카이랄성을 가지

고 있는 PTCDI 유도체를 자기조립을 이용해 나노

와이어로 만들 경우, 초분자 카이랄 특성에 의해 

더욱 증폭된 카이랄성을 지니게 되며, 원편광의 

빛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41]. 또한 유기 광트랜지스터의 R 특
성은 박막 구조에 비해 21배 높은 334 A W-1를 보

였다(Figure 11 참조).

4.2. 주개/받개(Donor/Acceptor, D/A) 시스템 

활용

이중 층, 벌크 헤테로 층 등의 다양한 D/A 시스

템[42-46]은 전하를 donor에서 acceptor로 보다 안

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높은 R 특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유기 

광트랜지스터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진은 BPE-PTCDI 나노

와이어 표면에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rGO)를 

붙여 이중 층 구조의 코어/쉘 나노와이어를 개발

하고 이를 광트랜지스터에 응용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47]. 코어/쉘 나노와이어 기반 유기 광트랜

지스터의 R 특성은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를 활용

하지 않은 BPE-PTCDI 나노와이어 기반의 유기 광

트랜지스터에 비해 1.5배 더 증가되었다(Figure 12 
참고). 또한 P3HT : poly[{2,5-bis-(2-ethylhexyl)-3,6- 
bis-(thien-2-yl)-pyrrolo[3,4-c]pyrrole-1,4-diyl}-co- 
{2,2’-(2,1,3-benzothiadiazole)]-5,5’-diyl}] (PEHTPPD- 
BT) 벌크 헤테로 층을 활용한 광트랜지스터가 보

고 되었다[48]. 이 광트랜지스터의 R 특성은 가시

광에서는 약 450 mA W-1, 그리고 적외선 영역에

서는 약 250 mA W-1을 보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분자 기판을 활용하여 30°의 굽힘각에서도 안정

적으로 소자가 작동되었다(Figure 13 참고).

(a)

 

(b)

* 출처 : Adv. Funct. Mater., 23, 629 (2013).

Figure 10. 고성능 유기 광트랜지스터를 위한 BPE-PTCDI 
단결정 접근방향. (a) BPE-PTCDI 나노와이어의 광학 현미

경 이미지(inset : 어두운 환경에서의 광학 현미경 이미지) 
(위), TEM 이미지(inset :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패턴)(아래). (b) BPE-PTCDI 나노와이어 광트랜지

스터의 적색, 녹색, 다색광 하에서의 EQE 특성.

(a)
 

(b)

* 출처 : Adv. Mater., 29, 1605828 (2017).

Figure 11. (a) (S) 카이랄성 PTCDI 와이어와 (b) (R) 카이

랄성 PTCDI 와이어 기반 광트랜지스터의 좌, 우 편광된 

빛 및 암상태에 대한 트랜스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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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하 이동(Charge Transfer, CT) 시스템 

활용

빛에 반응하여 전하를 생성하고 생성된 전하를 

광활성층에 전달할 수 있는 전하이동 복합체[49]
를 활용하여, 유기 광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향상시

키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본 연구진은 루세늄(Ru) 
복합체를 활용하여 유기 광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50](Figure 14 
참고). BPE-PTCDI 필름 위에 Ru 복합체를 간단

하게 드랍 코팅하는 방법으로 Ru 복합체가 기능

화된 광활성층을 제작하였으며, 기능화된 BPE- 
PTCDI 유기 광트랜지스터는, 기능화 되지 않은 

BPE-PTCDI 유기 광트랜지스터에 비해 5,000배가 

높은 R 특성을 보였다. 또한 기능화된 유기 광트

랜지스터를 활용하여 제작한 10 × 10 어레이 형태

의 소자는 10 mm 굽힘 반지름에서 6,000번 굽힌 

후와 40° 비튼 후에도 이동도가 유지되는 높은 기

계적 안정성을 보였다.

4.4. 광 제어 기술 활용

광 제어 기술은 소자에 입사된 빛을 제어하는 

기술로서, 입사된 빛 에너지를 증폭시켜 주는 플

라즈몬 효과를 활용한 기술과 더 많은 빛을 소자

에 입사하게 해주는 반사방지 효과를 활용하는 기

술로 나누어질 수 있다. 플라즈몬 효과는 금속 내

의 자유전자가 특정 빛의 전기장에 반응하여 집단

적으로 진동하는 공명 현상을 말한다. 플라즈몬 

효과를 보이는 금속 나노 구조체는 플라즈몬 효과

를 보이지 않는 같은 크기의 입자들보다 우수한 

광흡수 및 광산란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플라즈

몬 효과를 보이는 금속나노입자 또는 금속 나노패

턴을 활용하여 광센서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연구 

또한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진은 최근에 나노기둥과 나노격자패턴

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중 나노패턴을 설계하고 

이를 광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에 적용하여, 소
자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연구를 보고한 바 있

다[51](Figure 15 참조). 다중 나노패턴을 적용한 

광트랜지스터는, 패턴을 적용시키지 않은 소자와 

비교하여 R 값이 0.85 A W-1에서 8.11 A W-1로 

(a)

 
(b)

* 출처 : Adv. Opt. Mater., 3, 241 (2015).

Figure 12. 고성능 유기 광트랜지스터를 위한 BPE-PTCDI/ 
rGO D/A 계면 형성 접근방향. (a) Pristine BPE-PTCDI 나
노와이어와 (b) BPE-PTCDI/rGO core/shell 나노와이어 기

반 광트랜지스터의 R과 P 특성.

* 출처 : Sci. Rep., 5, 16457 (2015).

Figure 13. 고성능 유기 광트랜지스터를 위한 P3HT : 
PEHTPPD-BT 벌크 헤테로 층 D/A 계면 형성 접근방향. 
가시광선(550 nm) 및 근적외선(900, 1,000 nm) 빛에 따른 

P3HT : PEHTPPD-BT 광트랜지스터의 트랜스퍼 특성.

(a)
 

(b)

* 출처 : ACS Appl. Mater. Interfaces, 8, 7291 (2016).

Figure 14. 고성능 유기 광트랜지스터를 위한 리간드 시스

템 접근방향. (a) 유연하고 투명한 PI에 제작된 Ru-복합체/ 
BPE-PTCDI 광트랜지스터의 실제 사진. (b) Ru-복합체/ 
BPE-PTCDI 광트랜지스터의 R 특성(450 nm, 1.5 W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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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가 향상되었다. 또한 근적외선 영역의 빛에 

대한 광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적외선 

영역의 빛에서 플라즈몬 효과를 보이는 금 나노막

대를 유기 나노와이어에 붙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광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크게 향상

시킨 연구도 보고한 바 있다[52]. 금 나노막대를 

활용함으로써 광트랜지스터가 근적외선 빛을 감

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 

나노막대를 적용하지 않은 광트랜지스터와 비교

하여 가시광선 영역의 빛에서도 R 값이 10배 이상 

향상된다는 것을 보였다. 
반사방지 효과는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이다. 빛이 광센서에 입사할 때, 공기와 처음 

입사되는 매질의 굴절률 차이로 인해, 빛의 일부는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되게 된다. 이러한 반사는 굴

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서로 조

금씩 다른 굴절률을 갖는 얇은 막을 여러 겹 쌓아 

굴절율을 연속적으로 서서히 증가시켜 반사율을 

줄이는 방법이 제시되었다[53,54].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여러 층의 반사방지막을 사용해야 되

기 때문에 소자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층의 

반사방지막을 쌓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작은 

패턴으로 이루어진 한 층의 반사방지막을 활용하

여, 두꺼운 두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유기 

광전자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많이 보

고되고 있다[53,54]. 하지만 유기 태양전지에 활용

하는 연구만이 보고되었고 아직 유기 광센서에 대

한 연구는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55,56].

5. 결 론

인공 전자피부용 유기 광센서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유기 PPG 센서, 유기 근육 수축 센서, 그
리고 유기 광센서(광트랜지스터)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대

부분의 광센서에 대한 연구들은 무기물 기반의 연

구에 중점을 두었지만, 무기물 기반의 광센서는 

고비용, 물질의 독성, 낮은 유연성 그리고 고온의 

공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

한 대안으로 저온의 용액공정을 통해 낮은 가격으

로 소자 제작이 가능하며 특히 인공 전자피부 응

용을 위한 필수 요소인 우수한 기계적 유연성을 

가지는 유기 광센서에 대한 관심이 차세대 핵심 

소자로서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인공 전자

피부에 응용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유기 광센서를 활용한 인공 전자피부

는 미래형 전자소자의 핵심부품으로 적합하지만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소자의 성능향상, 센
서 결과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그리고 소자의 

신축성 기술 확보가 중요하며 최근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도전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10-13,57-59].
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

어 인공 전자피부용 광센서가 상용화된다면 스마

트 의료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웨어러블 스마트 

(a)

(b)

* 출처 : Adv. Mater., 28, 4976 (2016).

Figure 15. 고성능 유기 광트랜지스터를 위한 광 제어 접근 

방향(플라즈몬 효과). (a) 다중 나노패턴을 활용한 광트랜

지스터 구조 모식도, (b) 다중 나노패턴 게이트 전극에 관

한 SEM 이미지(scale bar : 5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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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기기 또는 환경 모니터링 기기 등과 같

은 사물인터넷의 핵심 구성 요소로 활용되어 우리

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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