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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모든 사람과 사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감지

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

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1,2].  
유기반도체를 이용한 기기는 가볍고 유연하여 

신체에 자유롭게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어 모바

일/웨어러블 가스센서의 활성 물질로 주목받고 있

다[3].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무기물 기반의 금속 

산화물 가스센서는 안정적이며 높은 민감성(sensi-
tivity)을 갖고 있으나 작동 시 고온을 필요로 한다

는 단점이 있다[4,5]. 반면, 유기반도체를 이용한 

가스센서는 화학반응에 민감하며, 비교적 낮은 온

도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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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특히, 유기박막트랜지스터 기반 가스센서의 

경우 게이트 전압이 인가됨에 따라 전하가 축적되

면서 전기적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어, 게이트 전

압 하에서 전기적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가스센서

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8].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는 센서의 민감성과 

선택성을 향상시키고 유연한 소자를 이용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기반도체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민감성을 갖는 유기반

도체 재료의 개발, 유기반도체의 표면적 증가, 유
기반도체의 확산 경로를 감소 등 유기반도체 층의 

몰포로지 및 구조를 제어하는 방법과 유기반도체/
절연체 계면의 표면처리 등 절연체나 유기반도체-
절연체 계면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8-13]. 또한 

특정 가스와 강하게 반응하는 유기반도체 물질을 

사용하여 가스센서의 선택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들이 보고되고 있다[10,14,15]. 본 고에서는 유기

반도체 기반 가스센서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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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민감성과 선택성,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의 원리

유기반도체 기반 트랜지스터는 일반적으로 게

이트 전압이 가해지는 하에서 절연체(gate-dielec-
tric)에 분극(polarization)이 일어나고, 절연체 층

에 인접한 유기반도체 층에 전하(전자 또는 정공)
가 축적되게 된다[16]. 이때 가스 분자가 유기반도

체 표면 또는 절연체 층이 인접한 유기반도체 층

에 침투하면 유기반도체와 가스 사이에서 일어나

는 화학적⋅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해 전기적 신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모니터링 하면 특정

가스를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유기반도체가 가스

에 노출되면 유기반도체의 표면에서 혹은 가스가 

유기반도체의 결함을 통해 내부로 확산되면서 유

기반도체의 벌크(bulk)나 유기반도체-절연체(gate- 
dielectric) 계면에서 가스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15,17-19]. 쌍극자 상호작용(dipole interaction), 
수소결합(hydrogen bond) 등 가스와 유기반도체 

간 상호작용에 의해 유기반도체 층에 축적된 전하

가 트랩(trapping)되거나 도핑(doping)되기도 하고 

유기반도체의 분자배열이 변화하여 전하가 주입/
추출(injection/extraction)되는 현상이 바뀌기도 하

면서 전류(on-current), 전하이동도(field-effect mo-
bility), 문턱전압(threshold voltage)과 같은 전기적 

신호가 변하게 된다[20]. 유기반도체 층의 몰포로지 

및 구조의 변화 뿐만이 아니라 절연체(gate-dielec-
tric) 층의 표면에너지 및 dipole moment 등이 특정

가스에 대한 전기적 신호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센싱 매커니즘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21].
가스센서의 주요 성능 지수로는 일정량의 가스

를 주입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전기적 특성변화를 

유도하는가에 대한 지수인 민감성(sensitivity)과 

센서가 특정 가스와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선택

성(selectivity)이 있다. 그 밖에도 특정 농도의 가

스를 반복적으로 주입하였을 때 출력값이 일정하

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재생가능성(recyclability)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센서가 안정적 반응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안정성(stability), 센서가 감지

할 수 있는 최소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검출

한계(limit of detection, LOD) 등이 있다. 일반적

으로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의 경우 전류나 저

항의 변화량으로 민감성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으로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의 원리 및 

성능지수에 관한 설명을 마치며,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동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3. 유기반도체 기반 고민감성 가스센서

본 절에서는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의 민감

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유기반도체 

분자 설계 및 구조를 제어하는 방법과 절연체 및 

유기반도체-절연체 계면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나

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Figure 1. 유기박막트랜지스터 기반 가스센서의 반응 메커

니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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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기반도체 분자 설계 및 구조 제어

유기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가스센서의 민감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에서 가스가 채널영역

이 존재하는 유기반도체-절연체 계면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포스텍연구

진은 Octadecyltrichlorosilane (OTS) 처리한 실리

콘 기판 위에 m-bis(triphenylsilyl)benzene (TSB3)
를 형성시킨 후 그 위에 저분자 유기반도체인 

pentacene을 증착하여 다공성 박막을 제작하고 이

를 이용한 유기박막트랜지스터 가스센서의 민감

성을 향상시킨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22].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갖는 OTS 박막에 의해 TSB3의 디

웨팅(dewetting) 현상이 발생하면서 TSB3는 다공

성 구조를 갖게 된다. 낮은 유리전이온도(Tg)를 갖

는 TSB3는 고무상태(rubbery state)로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증착된 pentacene 분자는 디웨팅

된 OTS 영역이 아닌 TSB3 표면에 흡착된다. 이를 

이용하여 메탄올 가스에 대한 출력전류를 측정하

였을 때, 다공성 구조가 가스가 채널 영역으로 도

달하는 직접적인 통로 역할을 하여 유기반도체 기

반 가스센서의 민감성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검증하였다(Figure 2 참고).
유기반도체의 두께는 가스가 유기반도체-절연

체 계면으로 확산할 때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기반도체를 박막의 두께를 제어하여 

가스센서의 민감성을 향상시키려는 방법도 연구되

어왔다. 이에 단분자박막 pentacene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여 가스센서의 민감성을 향상시킨 연구가 

보고되었다[23]. Thick layer (50 nm) 박막을 갖는 

pentacene 트랜지스터와 비교하였을 때, 단분자 박

막 pentacene 트랜지스터가 암모니아에 대해 2배 

이상의 민감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단

분자 박막 pentacene 센서에서 암모니아 분자가 

pentacene-절연체 계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

하를 더 많이 트랩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유

기반도체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스 확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Figure 3 참고).
유기반도체가 기판과 접하지 않고 떠 있는 free- 

standing구조를 활용하여, 가스와 반응하는 유기

반도체의 표면적을 넓혀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방

법도 개발되었다[24]. 단결정 Copper phthalocya-
nine (CuPc) 나노와이어를 이용하여 free-standing 
구조의 유기반도체와 기체 절연체(gas dielectric)
를 갖는 유기박막트랜지스터를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민감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결정 

CuPc 나노와이어는 physical vapor transport 방법

을 통해 합성되었고, 기체 절연체를 갖는 트랜지

스터가 PMMA 절연체를 갖는 트랜지스터 보다 

10 ppm의 이산화황에서 600% 향상된 민감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산화황에 대해 

free-standing CuPc 가스센서의 민감성이 선형성

을 가지며, 0.5 ppm의 이산화황까지 감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체 

절연체기반 가스센서와 비교하였을 때, 가스 절연

체기반 가스센서의 경우 전하가 이동하는 채널영

역으로 가스가 직접적으로 흡착되면서 민감성이 

향상된 것이다. 이를 통해 유기반도체 소자의 구

* 출처 : Nat. Commun., 5, 4752 (2014).

Figure 2. 고민감성을 갖는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를 위

한 다공성 pentacene 박막 형성 접근 방향. (a) TSB3를 이

용한 다공성 pentacene 트랜지스터의 모식도와 (b) 가스센

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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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제어하여 채널영역이 가스에 직접적으로 노

출되는 것이 센서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igure 4 참고). 

3.2. 절연체 및 유기반도체-절연체 계면 제어

절연체의 표면에너지 및 dipole moment는 유기

반도체의 모폴로지 및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는 가

스센서 특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기반도

체와 절연체 사이에 전하를 축적시키는 중간층을 

삽입하여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연구되었

다. 본 연구진은 PMMA 절연체 위에 PVA 절연체

를 스핀코팅하여 pentacene 트랜지스터를 제작하

고, 이에 따라 암모니아에 대한 가스센서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25]. 게이트 전압

이 (-)로 인가되면 PVA 절연체를 사용하지 않았

을 때보다 PVA 절연체를 삽입하였을 때 암모니아

에 대해 더 높은 민감성을 보여주었다. 게이트 전

압이 0 V일 때 PVA는 무분별하게 배열되어 있으

며, 영구 쌍극자를 갖는 암모니아가 채널영역으로 

도달하면서 pentacene 내의 dipole을 무질서하게 

만든다. 이것이 트랩 위치로 작용하면서 전류를 

감소시키고 Vth (문턱전압)를 이동시킨다. 반면, 

게이트 전압이 (-)로 인가된 경우에는 PVA의 수

산기(hydroxyl group)가 게이트 전압에 따라 유기

반도체-절연체 계면 방향으로 배열된다. 이에 따

라 채널영역에 도달한 암모니아 분자들이 PVA의 

수산기와 수소결합을 하게 되고, pentacene 내의 

정공 트랩 위치로 작용하면서 더 크게 전류를 감

소시키고 Vth를 이동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PVA 절연체가 암모

니아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증명하

였다(Figure 5 참고). 
절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유기반도체-절

연체 계면의 표면특성이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

서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26]. 절연체 물질로 PS (polystyrene), PMMA 
(poly(methyl methacrylate), PVA (poly(vinyl al-
chol), PVP (poly(4-vinylphenol)를 사용하여 절연

체의 표면 특성이 pentacene 트랜지스터의 가스센

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PS를 절

연체로 사용하였을 때 암모니아에 대한 가스센서

의 민감성, 회복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PS를 절연체로 사용한 경우 pentacene
의 결정립계(grain boundary) 크기가 작아지면서 

가스가 더 빠르게 채널영역으로 확산되어 민감성

* 출처 : ACS Appl. Mater. Interfaces, 6, 5679 (2014).

Figure 3. 고민감성을 갖는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를 

위한 pentacene 박막의 두께 제어 접근방향. (a) 단분자박

막(왼쪽)과 thick layer (오른쪽) 박막을 갖는 pentacene 기
반 트랜지스터의 가스센서 특성과 (b) 농도에 따른 민감

성. (c) 단분자박막 pentacene 트랜지스터의 모식도.

* 출처 : Adv. Mater., 6, 2269 (2013).

Figure 4. 고민감성을 갖는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를 위한 

단결정 CuPC 나노와이어 접근방향. (a) CuPc 나노와이어 기

반 트랜지스터의 모식도와 (b)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이미지, (c) 이산화황에 대한 가스센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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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PS는 적은 극성 작용기와 

낮은 트랩 밀도를 갖는데, 이것은 유기반도체-절
연체 계면까지 도달한 가스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낮은 트랩밀도를 가진 PS 
절연체를 사용하였을 때 유기박막트랜지스터의 

가스센서 특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Figure 6 참고).
게이트-절연체의 계면특성은 유기반도체의 모

폴로지에 영향을 미치며, 유기반도체의 모폴로지

에 따라 가스의 접촉 표면적, 확산 경로가 달라진

다. 이에 octyltricholorosilane (OTS) 처리한 실리

콘 기판 위에 고분자 반도체인 poly(2,5-bis(3-tetra-
decylthiophen-2-yl)thieno[3,2-b]thiophene)(PBTTT)
을 스핀코팅하여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였고, OTS 
처리한 실리콘 기판의 표면특성이 유기반도체의 

모폴로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가스센서의 민

감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27]. 소
수성을 갖는 OTS를 실리콘 기판 위에 처리하게 

되면 절연체 계면의 표면 응집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더 큰 표면적을 갖는 PBTTT 결정

이 형성되면서 소자의 가스에 대한 민감성이 향상

된다. 그러나 절연체 표면을 OTS보다 더 큰 소수

성을 갖는 Cytop으로 표면처리하게 되면, PBTTT
가 3차원의 모폴로지를 갖게 되면서 민감성 향상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

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에서 유기반도체의 표면

적뿐만 아니라 가스가 유기반도체로 이동할 수 있

는 통로 확보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Figure 
7 참고). 

4. 유기반도체 기반 선택성 가스센서

 
앞서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의 민감성 향상

을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본 절에서는 유기

반도체 기반 가스센서의 선택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기반도체의 분자 구조나 작용기에 의해 유기

반도체와 특정 가스가 강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

면, 선택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수용기(receptor)
로 tris(pentafluorophenyl)borane (TPFB)을 사용하

여 copper phthalocyanine (CuPc)와 coblat phthlo-
cyanine (CoPc)와 함께 공증착하여 유기박막트랜

지스터를 제작하고, TPFB에 의해 암모니아에 대

* 출처 : Sens. Actuators B, 243, 1248 (2017).

Figure 5. 고민감성을 갖는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를 위

한 PVA 홀축적 중간층 형성 접근방향. (a) 게이트 전압에 

따른 PVA 중간층을 이용한 가스센서의 메커니즘 모식도

와 (b) 가스센서 특성 및 (c)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민감성.

* 출처 : Org. Electron., 14, 3453 (2013).

Figure 6. 고민감성을 갖는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를 위

한 polystyrene 게이트-절연체 접근방향. (a) PS, PMMA, 
PVA, PVP의 분자구조와 유기박막트랜지스터 가스센서의 

모식도. (b) 게이트-절연체에 따른 가스센서 특성과 (b) PS 
게이트-절연체를 이용한 유기박막트랜지스터 가스센서의 

암모니아 흡착 및 분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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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감성과 선택성을 향상시킨 연구를 보고하였

다[28]. TPFB가 갖는 분자 구조와 작용기는 암모

니아와 강한 상호작용을 하며, 이에 따라 더 높은 

민감성을 가진다. TPFB의 붕소와 암모니아의 질

소는 강한 B-N 결합을 하며, 세 개의 불소와 수소

는 수소결합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TPFB를 이용

한 유기박막트랜지스터는 methanol, acetone, di-
chloromethane, ehtyl acetate, H2, H2S에 비교하여 

암모니아에 상당한 민감성을 보여주었으며, 아민

기를 가진 isobutylamine과 비교하였을 때도 2배 

이상의 민감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유기반도체 혹은 수용기의 분자 구조와 작용기

가 센서의 민감성과 선택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검증하였다(Figure 8 참고).
또한 유기반도체 구조를 이용한 선택성 향상 연

구로, perylene diimide 유도체의 imide 위치를 

histidine기로 치환한 PDI-HIS 유기반도체를 이용

하여 two terminal 센서를 제작하고, histidine기에 

의해 암모니아에 대해 높은 민감성과 선택성을 갖

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9]. PDI-HIS 기반 센서

는 PDI-HIS의 histidine기가 갖는 두 개의 카르복

실기와 암모니아가 만나 acid-base 상호작용을 일으

키면서 유기반도체의 이온전도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류가 증가하며 감지가 일어난다. PDI-HIS와 

암모니아의 수소결합과 PDI-HIS의 응집으로 인해 

민감성이 향상되고 PDI-HIS가 낮은 LUMO 에너

지 레벨을 갖게 되면서 암모니아와 효율적인 전하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기반도

체 분자의 조립(assembly), 산화환원 포텐셜, 이온

성 작용기가 가스센서의 선택성, 민감성에 중요하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igure 9 참고).
유기반도체에 가스를 흡착시켜 특정 가스와의 

반응성을 이용하여 선택성을 향상시킨 연구도 보

고되었다. N-type 반도체인 NDI(2OD)(4tBuPh)- 
DTYM2 기반의 트랜지스터를 제조하고, 암모니아

와 염산에 대해 선택적인 민감성을 갖는 소자에 관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30]. NDI(2OD)(4tBuPh)- 
DTYM2는 암모니아와 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선

택성을 갖는다. NDI(2OD)(4tBuPh)-DTYM2와 염

산은 작은 민감성을 보이지만, 유기반도체에 암모

니아를 흡착시키면 암모니아와 염산의 화학반응에 

의해 염산에 대한 선택적인 민감성을 갖는다. 
n-type 유기반도체가 암모니아에 노출되면 유기반

도체를 도핑시키면서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증가하

* 출처 : ACS Appl. Mater. Interfaces, 8, 6570 (2016).

Figure 7. (a) 고민감성을 갖는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

를 위한 buffer layer를 이용한 유기박막트랜지스터의 모식

도와 (b) 암모니아에 대한 가스센서 특성. (c) 각각 pristine 
(왼쪽), OTS (중간), Cytop (오른쪽)에 의한 PBTTT 박막의 

AFM 이미지. 

* 출처 : J. Am. Chem. Soc., 134, 14650 (2012).

Figure 8. 선택성을 갖는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를 위한 

TPFB 수용기 접근방향. (a) TPFB와 암모니아 간 B-N 상
호작용 모식도와 (b) 가스타입에 따른 유기박막트랜지스터

의 민감성, (c) 암모니아에 대한 CuPc와 CoPc 트랜지스터

의 가스센서 특성. 



기획특집: 웨어러블 전자 소재 및 소자

40  공업화학 전망, 제21권 제1호, 2018

게 된다. 암모니아를 흡착시킨 유기반도체에 염산

을 가하면 암모니아와 염산이 화학반응을 일으키

면서 전류가 감소하였다가 여분의 암모니아가 다

시 유기반도체 계면으로 흡착되면서 전류가 회복

되게 된다. 이에 따라 NDI(2OD)(4tBuPh)-DTYM2 
기반 가스센서가 암모니아와 염산에 높은 민감성

과 재생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0 참고).

5. 유기반도체 기반 유연 가스센서

유연한 유기박막트랜지스터 기반 가스센서를 

만들기 위해 고분자 기판 및 절연체를 이용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기박막트랜지스터 기반 

가스센서의 경우 유기반도체와 가스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유기반도체 아래 게이트-절
연체/게이트 전극이 존재하는 bottom gate 구조가 

선호된다. 그러나 고분자 절연체 위에 유기반도체

를 용액 공정할 경우 유기반도체 용매에 의해 절

연체 층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부러짐

에도 안정적인 전기적 특성과 가스센서 특성을 보

이는 유연 가스센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Arylate polester 기판 위에 zinc indium tin ox-

ide (ZITO)를 코팅하여 전극을 형성하고 그 위에 

PMMA 절연체를 올린 후 TIPS-pentacene을 스프

레이 코팅하여 유기박막트랜지스터 기반 유연 가

스센서를 제작하였다[31]. 구부러질 수 있는 유기

박막트랜지스터 소자를 만들기 위해 유연한 ar-
ylate polyester와 PMMA가 사용되었으나 유기반

도체 용매에 의해 절연체 층이 손상을 입을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매를 빠르게 증발시

킬 수 있는 스프레이 공정을 통해 절연층의 손상

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arylate polyester와 PMMA
를 이용한 TIPS-pentacene 트랜지스터가 안정적인 

전기적 특성을 보이며, 암모니아가 p-type 반도체인 

TIPS-pentacene 계면에 트랩위치를 만들면서 전류

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11 참고).
유연한 고분자 절연체를 이용한 유기박막트랜

지스터 기반 가스센서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Polyehylene naphythalate (PEN) 기판 위에 Al 
게이트 전극을 올리고 그 위에 photo acryl (PA) 
절연체를 스핀코팅한 후 p-type 유기반도체인 

poly[2,5-bis(7-decylnonadecyl)pyrrolo[3,4-c]pyrrole- 
1,4(2H,5H)-dione-(E)-1,2-bis(5(thiophen-2-yl) 
selenophen-2-yl)ethene](P-29-DPP-SVS)을 스핀코

팅하여 암모니아에 민감하며 유연한 유기박막트

* 출처 : J. Mater. Chem. C, 3, 10767 (2015).

Figure 9. 선택성을 갖는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를 위한 

PDI-HIS 유기반도체 박막 형성 접근방향. (a) PDI-HIS 분
자구조와 (b) 이단자 센서 소자의 구조 모식도, (c) 다양한 

가스에 대한 이단자 가스 센서의 민감성.

* 출처 : Adv. Mater., 26, 2862 (2014).

Figure 10. 선택성을 갖는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를 위

한 화학흡착 및 화학반응 조합의 접근방향. (a) 유기박막트

랜지스터의 구조와 가스센싱 메커니즘과 (b) 염화수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가스센서 특성 및 (c) 선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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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지스터를 보고한 바 있다[32]. PA는 낮은 온도

에서 가교(cross-linked)하여 PA 아래에 있는 PEN 
기판에 손상을 최소화 한다. 또한 PA를 사용한 트

랜지스터는 절연체 표면에 적은 수산기를 가지기 

때문에 가교된 PVP를 사용한 소자보다 더 높은 

전하이동도를 갖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PA 절연체와 PEN 기판을 사용한 유기박막트랜지

스터가 암모니아에 의해 디도핑되면서 전류를 감

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12 참고).

6. 결 론

지금까지 유기반도체 기반 가스센서의 민감성, 
선택성, 유연성 향상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에 대

해 살펴보았다. 모바일/웨어러블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연하고 가벼운 가스센서 개발

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유기반도체 기

반 가스센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무기물 기반

의 가스센서와 달리 가볍고 유연하며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작동이 가능하여 무기물 가스센서를 

대체하는 차세대 가스센서로서 적합하다. 그러나 

가스센서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센서의 민감성

과 선택성이 향상되어야 하며 유연한 소자를 사용

한 가스센서가 필요하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기반도체

나 절연체, 유기반도체-절연체 계면의 특성이나 

구조를 제어하여 유기반도체기반 가스센서가 갖

는 민감성, 선택성,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

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차세대 모바일/
웨어러블 가스센서 소자로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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