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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AlOx유전체 표면에 유기 자립조립 단분자막 (self-assembled monolayer, SAM) 중간

층을 도입함으로써 유전체의 표면특성을 제어하고, 최종적으로 유기전하변조트랜지스터 (Organic 

charge modulated field-effect transistor, OCMFET)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킨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기 

중간층을 적용함으로써, OCMFET의 컨트롤 게이트(CG, Control gate)와 플로팅 게이트 (FG, Floating 

gate) 사이 커패시터 플레이트로 작용하는 산화알루미늄 게이트 유전체의 표면 에너지를 제어하였으

며, FET의 가장 중요한 성능변수인 전계효과 이동도(field-effect transistor, μFET)를 향상시켰다. 사용된 

SAMs은 네가지의 PA (Octadecylphosphonic acid, Butylphosphonic acid, (3-Bromopropyl)phosphonic acid, 

(3-Aminopropyl) phosphonic acid)를 사용하여 형성하였으며, 각각 0.73, 0.41, 0.34, 0.15 cm2V-1s-1의 

μOCMFET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유기 SAM 중간층의 알킬 체인(Alkyl chain)의 길이 및 말단기

의 특성이 소자의 전기적 성능을 제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향후 최

적의 센서 플랫폼으로서의 OCMFET 소자성능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Here, the surface characteristics of the dielectric were controlled by introducing the self-assembled 
monolayers (SAMs) as the intermediate layers on the surface of the AlOx dielectric, and the electrical 
performances of the organic charge modulated transistor (OCMFET) were significantly improved. The organic 
intermediate layer was applied to control the surface energy of the AlOx gate dielectric acting as a capacitor 
plate between the control gate (CG) and the floating gate (FG). By applying the intermediate layers on the 
gate dielectric surface, and the field-effect mobility (μOCMFET) of the OCMFET devices could be efficiently 
controlled. We used the four kinds of SAM materials, octadecylphosphonic acid (ODPA), butylphosphonic acid 
(BPA), (3-bromopropyl)phosphonic acid (BPPA), and (3-aminopropyl)phosphonic acid (APPA), and each μ
OCMFET was measured at 0.73, 0.41, 0.34, and 0.15 cm2V-1s-1, respectively. The results could be sugges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rganic SAM intermediate layer, such as the length of the alkyl chain and the type 
of functionalized end-group, can control the electrical performances of OCMFET devices and be supported to 
find the optimized fabrication conditions, as an efficient sensing platform device.

Keywords: Organic charge modulated transistor, Self-assembled monolayer, Interfacial control, electrical 

performance, Surfac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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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기전자소자(Organic electronics)는 전도성 공액 고

분자의 발견 이후 유기 재료의 기계적 유연성, 용액공

정 가능성으로 인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1,2]. 그중 

유기 트랜지스터(OFET, Organic field-effect transistor)

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3-5],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6], 센서[7] 등을 구성하는 기초 소

자이기 때문에, 응용 가능성이 높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OFET는 유기 반도체 층, 게이트 유전

체, 3개의 전극(소스, 드레인, 게이트)으로 구성된다[8]. 

소스/드레인 전극은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유기 반도

체 층에서 전하 캐리어 수송을 유도하고 게이트 전극

은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게이트 유전체에 전기장을 

형성시킨다. 게이트 유전체에 형성된 전기장은 반도체

와 게이트 유전체 계면에 전하를 축적하거나 분산시키

면서 반도체 층의 채널 전류를 큰 폭으로 변조할 수 

있다[9,10]. 최근에는 이러한 게이트 전극의 전계 효과 

도핑 효과를 이용하여 OFET를 화학 센서로 응용한 연

구들이 보고되고 있다[11]. 대표적인 OFET 기반 화학 

센서의 작동 원리는 반도체/유전체 계면을 표적 물질

에 노출시켜 계면에 도핑을 유도하는 것이다[12-14]. 

하지만 반도체 층을 직접 표적물질에 노출시키는 방법

은 표적물질의 반영구적인 트래핑 또는 물리적인 반도

체 층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15-17]. 이

러한 단점은 OFET 기반 센서의 전기적 성능 및 안정성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i et al.은 최초

로 유기전하변조트랜지스터(OCMFET, Organic charge 

modulated field-effect transistor)를 제안하였다[18]. 

OCMFET는 컨트롤 게이트(CG, Control gate)와 플로팅 

게이트(FG, Floating gate)로 두 개의 게이트 전극을 사

용하며, CG와 FG는 유전체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

는 구조이다[19]. CG 전극과 FG 전극 사이의 유전체는 

커패시터 플레이트(Capacitor plate)로 작용하여, CG에 

가해진 전압에 의해 축적된 전하가 FG를 동작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OCMFET는 FG 전극

에 유도된 전하에 의해서 기존 OFET 소자와 같이 채널 

전류를 변조할 수 있으며, 절연체 외부로 연장된 FG 전

극 표면에 가해지는 자극은 축적된 전하에 변화를 주

어 센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FG를 감지영역(Sensing 

area)로 사용함으로써, 유기 반도체 층을 표적 물질에 

노출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 화학센서의 소자 플랫폼

으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20-22]. 하지만 

OCMFET의 단일센서 소자로서의 높은 가능성에도 불

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소자의 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한 기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Dinaphtho[2,3-b:2′,3′-f ]thieno[3,2-b]- 

thiophene (DNTT) 유기반도체와 AlOx 유전체를 사용하

여 제작한 OCMFET의 유전체 표면 처리 차이에 따른 

OCMFET의 성능 변화에 대해서 보고한다. 유전체의 표

면 및 계면제어를 위해 자기조립박막(self-assembled 

monolayers, SAMs) 물질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SAM 물질, 즉 Octadecylphosphonic acid (ODPA), 

Butylphosphonic acid (BPA), 3-Aminopropylphosphonic 

acid (APPA), (3-Bromopropyl)phosphonic acid (BPP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OCMFET에서 유전체의 표

면에너지와 표면 말단의 작용기의 성질이 OCMFET의 

전계 효과 전하이동도(μOCMFET) 및 트랜지스터의 성능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

과는 OCMFET에서 유기 반도체와 유전체 계면의 최적

화 연구 접근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OCMFET를 제작하기 위해 p-타입 유기

반도체로써 DNTT (99%, sublimed grade, Aldrich)를 사

용하였으며, 절연체인 AlOx를 표면처리하기 위해 네 가

지 자기조립물질(Octadecylphosphonic acid (ODPA, 97%, 

Aldrich), Butylphosphonic acid (BPA, Aldrich), 

3-Aminopropylphosphonic acid (APPA, 99%, Aldrich), 

(3-Bromopropyl)phosphonic acid (BPPA, 98.0%, Aldrich))

을 사용하였으며, 용매로는 2-Propanol (99.5%, anhydrous, 

Aldrich)를 사용하였다. 절연체 형성을 위한 Anodizing의 

Electrolyte는 Citric acid monohydrate (≥99.0%, ACS 

reagent, Aldrich)를 사용하였다. 유리기판 세척을 위해

Toluene (99.5%, Extra pure, SAMCHUN), Acetone (99.5%, 

Extra pure, SAMCHUN), Ethanol (99.5% SAMCHUN), 

Diiodomethane (99%, ReagentPlus®, Aldrich)을 사용하였

다.

OCMFET소자는 유리 기판 위에 제작되었으며, 유리 

기판은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Toluene, 

Acetone, Ethanol 순으로 10분간 초음파 세척 과정을 거

친 뒤 N2 가스로 건조하였다. 그 뒤, 100 nm 두께의 Al 

게이트 전극을 섀도우 마스크(Shadow mask)를 사용해 

약 10-7 Torr에서 열 증착기를 사용해 10 Å⋅s-1로 증착

하여 패터닝 하였다. 게이트 유전체 층인 15 nm AlOx

는 Citric acid monohydrate 0.01M 수용액에서 아노다이

징 공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형성된 AlOx의 표

면은 30분간 UV-Ozone (257 nm) 처리를 통해 세척을 

함과 동시에 표면의 하이드록시기(hydroxy group)를 활

성화하였다. AlOx 표면 개질은 4 종의 Phosphonic acid 

(ODPA, BPA, APPA, BPPA)의 자가조립단분자막

(SAMs, Self-assembled monolayers)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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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모두 2-Propanol에 5 mM로 녹여 용액을 제조하였

으며, 제조한 용액을 AlOx 표면 위에 5000 rpm에서 120초 

동안 스핀코팅하였다. 그 후 120 °C에서 20분간 컨벡션 

오븐에서 열처리해 AlOx 표면 위 SAMs 형성을 하였

다. 표면 처리된 유전체 층 위에 40 nm DNTT 층을 

OMBD (Organic molecular beam deposition) 시스템을 

통해 0.2 Å⋅s-1로 증착하였다. 그 후 DNTT 층 위에 70 

nm Au 소스/드레인 전극을 섀도우 마스크를 사용해 약 

10-7 Torr에서 열 증착기를 사용해 7 Å⋅s-1로 증착하여 

패터닝 해 OCMFET를 완성하였다. 모든 섀도우 마스

크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측하여 정렬되었으며, 모든 

소스/드레인 전극의 채널 길이(L)는 200 μm, 채널 폭

(W)은 26000 μm로 고정하였다. 

네 가지 SAMs으로 개질된 AlOx 표면의 표면에너지

(γs)는 접촉각 분석기(Phoenix 300A, SEO Co., Inc.)를 

통해 관측한 두 프로브 액체(증류수, Diiodomethane)의 

접촉각(θ)을 통해 아래 Owens-Wendt 방정식으로 계산

되었다.

여기서 여기서 γlv는 각 프로브 액체의 표면에너지이

며 위 첨자 d는 분산항, p는 극성항을 나타낸다. 각 표

면에 증착된 DNTT의 표면 모폴로지는 원자력 현미경

(AFM, Atomic force microscopy, Digital Instruments 

MultiMode)의 탭핑 모드를 사용해 시각화하였다. 사용

한 Si 팁의 SiNx 캔틸레버는 42 N⋅m-1 및 320 kHz의 

공칭 상수와 주파수 값을 가지고 팁 반경은 10 nm이다. 

OCMFET의 소자 특성은 상온, 어두운 환경 및 공기 중

에서 Hewlett Packard HP4156A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DNTT는 p형 반도체이므로 드레인 전극과 CG 전

극에 음의 전압을 가해서 소자를 작동시켰으며 μOCMFET와 

문턱 전압(Vth)은 전달 특성이 포화상태일 때 값으로 계

산되었다. 15 nm 두께의 AlOx 유전층의 Ci 값은 MIM

구조를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Agilent 4284 precision 

inductance–capacitance–resistance (LCR) 미터를 사용하

여 400 ± 200 nF⋅cm–2로 추정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OCMFET의 구조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그림이며, 우리는 DNTT/AlOx, CG/ 

AlOx 계면에 Fig. 1(b)에서 제시한 4종의 Phosphonic 

acid (PA)로 SAMs를 형성하여 제어된 계면이 OCMFET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사용한 PA는 ODPA, 

BPA, APPA, BPPA로서, ODPA와 BPA는 말단기가 메

틸기(Methyl group)로 같으나 ODPA가 더 긴 알킬 체인

을 가지기 때문에 더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25]. APPA와 BPPA는 알킬 체인의 길이

는 같고 말단기는 각각 Amino 그룹과 Bromo 그룹을 가

지고 있다. 이를 선정한 이유는 Amino 그룹은 전자주개

의 특성[26], 그리고 Bromo 그룹은 전자받개 특성을 가

지므로, 소자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제작한 OCMFET의 

모습은 Fig. 1(c)에 보여주고 있다. 소스/드레인 전극은 

교차 전극(Interdigitated electrode)를 사용하였으며 FG

는 개발된 소자의 센서로서 활용을 위해 5 × 5 mm2 

넓이로 디자인되었다. 자세한 OCMFET의 제작과정은 

실험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먼저, 유전체 계면을 개질한 SAMs의 종류에 따라서 

OCMFET의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

해서 기본 소자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최

소 7개의 소자를 제작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소자성

능에 대해 Fig. 2에 제시하였다. Fig. 2에서 보여주는 

Fig. 2(a-d)는 드레인 전류(ID) – 게이트 전압(VG) 커브 

관계에 따른 전달(Transfer) 특성을 나타냈으며, Fig. 

2(e-h)는 ID – 드레인 전압(VD) 커브 관계에 따른 출력

(Output) 특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자특

성 분석은 CG에 인가된 게이트전압(VG)을 기준으로 하

였다. 전체적인 OCMFET 소자의 구동 특성은 p-타입 

FET 구동 특성을 보였으며, ID -VG 커브의 로그 스케일

(검은 심볼)에서 계산할 수 있는 on-off 전류비(On-off 

current ratio) 또한 105 이상의 양호한 값을 보였다(Fig. 

Figure 1. (a) Schematic diagrams of OCMFET device. The 

highlighted portion of the red box is the SAMs interface 

modulated by (b) 4 species of Phosphonic acids. (c) A photo 

of OCM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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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d)). 특히 네 경우 모두 ID -VD 커브의 낮은 VD 구간

에서 높은 수준의 선형성을 나타내 Ohmic 접촉에 가까

운 성능을 보였다[24,27] (Fig. 2(e-h)). 특히 제작된 모

든 소자는 VG =VD = -4 V 이내의 낮은 구동전압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OCMFET 유전체 계면을 개질한 SAMs 종류에 따라서 

전체적인 ID -VG 커브의 변화와 함께 문턱전압(Vth) 및 

전계효과이동도(μOCMFET)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Vth 및 

μOCMFET는 I0.5
D -VG 커브(흰 심볼)의 선형 피팅(Linear 

fitting)의 기울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Vth는 선형 

피팅의 VG 축 절편(ID = 0)에 해당하며, μOCMFET는 μ

OCMFET = 2L/(CiW) × (∂I0.5
D/VG)2 방정식에 따라 선형 

피팅 기울기의 제곱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ID -VG 커

브에서 ODPA의 경우 Fig. 2(a)와 같이 VG의 왕복 측정

(Sweep) 과정에서 ID의 이력(Hysteresis) 현상이 발견되

지 않았으나 BPA, APPA, BPPA 순으로 이력이 증가해 

이상적이지 않은 ID -VG 커브 관계를 보였다. Fig. 

2(b-d)). 또한 이력 현상이 가장 큰 BPPA는 μOCMFET가 

0.15 ± 0.08 cm2⋅V-1s-1으로 계산되었지만 ODPA의 경

우 0.73 ± 0.13 cm2⋅V-1s-1로 79.5% 증가하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전체 계면의 성

질이 OCMFET의 전기적 성능 향상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시사한다.

각기 다른 SAMs로 개질된 유전체의 표면 특성이 

OCMFET의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서, 다양한 (n>7) OCMFET의 μOCMFET(Fig. 3(a))와 Vth 

(Fig. 3(b))의 편차를 제어된 표면에너지와 비교하였다. 

표면에너지는 각 표면에서 접촉각을 측정하여 계산되

었으며, 표면에너지와 전기적 특성의 자세한 값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Fig. 3(a)와 같이, OCMFET 소자

의 표면에너지[23]는 ODPA, BPA, APPA, BPPA 경우에

서 각각 30.51 ± 1.19, 36.67 ± 3.26, 48.34 ± 0.43, 51.74 ± 

2.73 mJ⋅m-2로 증가하였으며, 표면에너지의 극성항에

서 큰 차이를 보였다. 무극성 말단기인 메틸기를 가진 

ODPA, BPA는 극성항이 각각 0.55 ± 0.82, 3.47 ± 2.54 

mJ⋅m-2로 낮게 나타났으며, 극성 말단기를 가진 APPA, 

BPPA의 극성항은 16.76 ± 1.22, 10.58 ± 2.17 mJ⋅m-2로 

ODPA, BPA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1). ODPA의 경우에는 긴 알킬 체인으로 인해 분자간 

반데르발스 힘이 강해 조밀한 분자 패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28], 비교적 짧은 알킬 체인을 가진 BPA보다 

낮은 표면에너지를 띄는 것으로 예상된다. μOCMFET는 

ODPA, BPA, APPA, BPPA 경우에서 각각 0.73 ± 0.13, 

0.41 ± 0.11, 0.34 ± 0.10, 그리고 0.15 ± 0.08 cm2⋅V-1s-1

로 계산되었다. 결과적으로, μOCMFET는 유전체 표면의 

표면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a)). 이는 이전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29], 유전

체 표면은 결함 혹은 극성 작용기 때문에 높은 표면에

너지를 가질 수 있으며, 유기 반도체와 유전체 계면에

서 결함 혹은 극성 작용기가 전하 수송과정에서 전하 

트래핑을 유도하기 때문에 μOCMFET가 감소한다고 예상

할 수 있다. Fig. 2(a-d)에서 논의된 이력현상 또한 유전

체 표면의 표면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유기 반도체와 유전체 계면의 전하 트

랩이 증가할수록 이력현상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해석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30]. OCMFET의 Vth는 ODPA, 

Figure 2. (a-d) Transfer and (e-h) Output characteristics of 

OCMFET according to the types of interfacial SAMs 

modification are shown in (a, e) ODPA, (b, f) BPA, (c, g) 

APPA and (d, h) BPPA, respectively.

Surface energy (mJ⋅m-2) OCMFET performances

Polar Dispersion Total
μOCMFET 

(cm2⋅V-1s-1)
Vth (V)

On/off 

current ratio

ODPA 0.55±0.82 29.95±1.76 30.51±1.19 0.73±0.13 -0.43±0.91 > 105

BPA 3.47±2.54 33.20±3.10 36.67±3.26 0.41±0.11 -0.31±0.69 > 105

APPA 16.76±1.22 31.59±1.62 48.34±0.43 0.34±0.10 -1.39±0.44 > 105

BPPA 10.58±2.17 41.16±1.15 51.74±2.73 0.15±0.08 0.83±0.43 > 105

Table 1. Surface energy of various SAMs (ODPA, BPA, APPA, BPPA) treated on the AlOx surface and electrical performance 

of OCMFET devices according to surfac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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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APPA, BPPA 경우에서 각각 -0.43 ± 0.91, -0.31 

± 0.69, -1.39 ± 0.44, 그리고 0.83 ± 0.43 V로 ODPA와 

BPA 경우에서는 유사한 Vth 값을 보였으나, APPA와 

BPPA의 경우 상이한 값을 보였다(Fig. 3(b)). APPA 경

우 Vth는 상대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BPPA

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각 PA 분자의 말단기

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APPA의 말단기인 

Amino 그룹은 전자를 공여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mino 그룹은 반도체/유전체 계면에서 축

적된 정공의 일부를 중성화 할 수 있고 채널 형성을 억

제한다. 따라서 APPA로 유전체를 표면 처리하는 경우 

Vth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BPPA의 Bromo 

group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성질은 Amino 그룹이 가지는 성질과 반대로 채널형

성을 촉진할 수 있어 Vth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유전체의 표면에너지는 채널에서 전하 트래핑 문제

뿐만 아니라, 유전체 표면에 형성되는 DNTT 유기반도

체 박막의 모폴로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ig. 4는 

다양한 SAMs으로 개질된 AlOx 표면에 증착된 40 nm 

DNTT 층의 모폴로지를 AFM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유기반도체 물질이 유전체 표면에 증착되어 박

막을 형성할 때, 유전체의 표면에너지가 유기반도체 

분자보다 낮다면 유기반도체 분자의 표면에너지를 낮

추기 위해서 유기반도체 분자들이 응집돼 박막 내 분

자 배향성이 향상되고 그레인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Fig. 4(a-d)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표면을 개질한 SAMs에 따라서 40 nm DNTT 박막의 

모폴로지와 그레인 크기는 변화가 있으나 표면에너지

에 따라서 그레인 크기가 일관적으로 커지거나 줄어드

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단편적으로, BPA로 개질된 

표면이 APPA로 개질된 표면보다 표면에너지가 낮았

으나, BPA 경우에서 더 작은 그레인 크기를 보여주었

으며, 작은 그레인 크기와 많은 그레인 경계가 있을 때 

낮은 μOCMFET를 보이는 일반적인 해석과 다르게 APPA

보다 높은 μOCMFET를 보였다. 따라서 해당 실험에서 개

질된 표면에 따른 DNTT의 모폴로지 변화는 OCMFET

의 전기적 성능에 주요 변수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는 DNTT의 모폴로지 

구조가 아닌, 유전체의 표면에너지가 OCMFET의 전기

적 성능에 지배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NTT 유기 반도체와 AlOx 유전체를 

사용한 OCMFET에서 유전체 표면 특성이 OCMFET의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최적의 

소자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유전체 표면조건을 확인하

였다. 다양한 표면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가지 

SAM 물질(ODPA, BPA, APPA, BPPA)을 사용하여 유

전체 표면 특성을 제어하였으며, 각 OCMFET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표면에너지가 

가장 낮은 ODPA에서 0.73 ± 0.13 cm2⋅V-1s-1의 가장 

높은 μOCMFET를 보였으며, DNTT 반도체의 모폴로지보

다 표면에너지가 더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

였다. 또한 표면개질에 사용된 SAM의 작용기에 따라 

Vth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중성의 

특징을 가진 ODPA와 BPA에 비해, 전자주개 특성을 

가지는 APPA는 음의 방향으로, 그리고 전자받개 특징

을 가지는 BPPA는 양의 방향으로 Vth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OCMFET의 단위소자 성

능 향상과 함께 향후 센서로서의 플랫폼 소자의 가능

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3. (a) μOCMFET and (b) Vth variations of the OCMFET 

modified on AlOx surface with various SAMs. (This is the 

result of measuring at least n>7 samples). Figure 4. AFM images of 40 nm-nm-thick DNTT films 

deposited on (a) ODPA, (b) BPA, (c) APPA and (d) BPPA 

modified surfac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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