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현재 우리의 생활환경에는 많은 종류의 위험한 
가스가 존재하고 있고, 최근 일반 가정 및 산업현
장에서의 가스 중독, 폭발 사고 및 오염 등에 노출
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는 위험 
가스의 농도를 정량하거나 종류를 거의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인간 의 후각을 대신할 수 있는 가스 센
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넓은 응용 분야
를 가지고 있다[1].

이러한 가스 센서는 전기적 신호를 매개로 하여 
농도와 성분을 결정하므로 인간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가스 센서는 그 감지 방법에 따라 전기화
학식(electrochemical) 센서, 광학식(optical) 센서, 반
도체식(semiconductor) 센서, 촉매(catalytic) 센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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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누어진다[2-4]. 
반도체식(semiconductor) 센서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MQ-7 센서를 본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MQ-7 센서는 일산화탄소
(CO)를 검출하는 가스 센서다. 비용이 저렴하고 다
른 응용 분야에 적합하다. 금속산화물 반도체(산화
아연, 산화주석 등) 표면에 일산화탄소(CO) 가스 
분자가 달라붙어 반도체 내의 전자 구조를 변화시
키면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을 이용한다. 센서 
내부에 있는 하얀색의 세라믹에 연결된 선으로부
터 전류를 흘려 받아 열을 발생시킨다. 이 열로 인
해서 공기 중의 특정 가스가 촉매 반응을 하게 되
고, 저항값을 변경시킨다. 그리고 변경된 저항값으
로 인해서 전압의 변화가 생기고, 이를 통해 가스 
농도를 유추하게 된다. 따라서 검출되는 가스 농도
가 높을수록 아날로그 출력전압이 높아진다. 

특징으로는 광범위한 가연성 일산화탄소(CO) 가
스 등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감도와 넓은 감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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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리고 빠른 반응과 안정적인 성능, 긴 수명,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MQ-7 센
서의 사용방법은 보편적인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
으나 대다수가 기초적이거나 구현 방법에 따라 안
정성, 정확도에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arduino와 MQ-7을 활용한 안정
적 회로 구성과 정확한 측정을 표 1과 같은 기준
에게 맞도록 제시한다[5-6]. 

농도(ppm) 건강 영향 노출시간
30 8시간 작업 시 노출 기준 8시간
200 가벼운 두통과 불쾌감 3시간
600 두통, 불쾌감 1시간

1,000∼2,000
정신 혼란, 메스꺼움, 두통

30분현기증
심계항진(두근거림)

2,000∼2,500 의식불명 30분

표 1. CO monoxide concentration

Ⅱ. 관련 연구

MQ-7 센서는 표 2와 같이 사용 전압 및 전류를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간단한 회로 구성을 
해야 한다. 

그림 1과 같이 MOSFET를 사용하여 히터 전류 
제어를 하였다. 표 2의 heating voltage를 60초 동안 
가열하기 위해 arduino의 digital 출력을 5V로 이후 
90초 동안 1.4V 출력을 그림 2와 같이 조절하도록 
하였다.

MQ-7
Power Supply

5 V-1A

Arduino

A0

A0

MOS- FET
G    D    S

D13

10KR

그림 1. Arduino heater driving circuit diagram  

 

이 과정에서 그림 2와 같이 실제 측정되는 시점은 5초
간의 delay가 발생하며 이 시점에 sensor reading 한다. 

그림 2. MQ-7 Sensor reading to values 

이러한 과정을 차례대로 처리하게 되면 중간 가
열과정에서의 delay를 맞출 수 없게 된다. 실제 
arduino는 Non-OS embedded board이다. 그러므로 
multi tasking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사한 기
능을 할 수 있는 multi thread 방식을 적용하여 시
간 배분을 활용하여 두 개의 thread를 만들 그림 3
과 같이 동시에 가열 시간과 측정 시간을 실행하
게 하였다. 그리고 10초 동안 10번 값을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Thread 1

Heating

60 Seconds at
High After

90 Seconds at
Low 

Thread 2

Measurement

5 Seconds
Delay After 

Analog Read

그림 3. Multi threaded structure

위 과정을 통해 측정한 ADC 값을 식 (1) ~ (4)
를 적용하여 ppm으로 환산하였다.

  변환값 ×          (1)

                         (2)

                            (3)

   ×               (4)

표 2. Standard work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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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위해 Honeywell사의 
Minimax X4 복합가스 측정기와 사용하여 비교 측
정하였다. 그리고 CO gas를 발생시키기 위해 
chamber에 양초를 발화시켜 측정하였다.

그림 4. Gas detector and gas chamber 

Ⅲ.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MQ-7 센서는 저렴하면서 
응용이 쉬운 센서이지만 응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장시간 가열하게 
되면 센서 성능이 저하되고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MOSFET를 이용하여 전압 
제어를 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 제어를 하였
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arduino의 multi thread 기
능을 구현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였다. 반도체식
(semiconductor) 센서는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형태
로 구성되어있어 적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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