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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report on the NO gas sensing properties of Al-doped zinc oxide-carbon nanotube (ZnO-CNT) wire-like layered

composites fabricated by coaxially coating Al-doped ZnO thin films on randomly orient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We

were able to wrap thin ZnO layers around the CNTs using the pulsed laser deposition method, forming wire-like nanostructures

of ZnO-CNT. Microstructural observations revealed an ultrathin wire-like structure with a diameter of several tens of nm. Gas

sensors based on ZnO-CNT wire-like layered composites were found to exhibit a novel sensing capability that originated from

the genuin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es. Specifically, it was observed by measured gas sensing characteristics that the gas

sensors based on ZnO-CNT layered composites showed a very high sensitivity of above 1,500% for NO gas in dry air at an

optimal operating temperature of 200oC; the sensors also showed a low NO gas detection limit at a sub-ppm level in dry air.

The enhanced gas sensing properties of the ZnO-CNT wire-like layered composites are ascribed to a catalytic effect of Al

elements on the surface reaction and an increase in the effective surface reaction area of the active ZnO layer due to the coating

of CNT templates with a higher surface-to-volume ratio struct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ZnO-CNT composites made of

ultrathin Al-doped ZnO layers uniformly coated around carbon nanotubes can be promising materials for use in practical high-

performance NO gas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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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 센서(gas sensor)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특정 가스

의 존재 여부와 농도 등의 정보를 획득하는 감지 소자

들을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가스 센서는 가스 환경의 변

화를 포착하는 감지체(sensing material)와 그 정보를 전

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트랜스듀서(transducer)라는 신호 전

달 체계로 구성된다. 여기서 감지체는 검출하고자하는 외

부 환경의 대상 가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재를 선정

함으로써 최적화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반도성 금속산

화물(semiconducting metal oxide)을 감지체로 활용하는

가스 센서가 비교적 높은 감도(sensitivity)와 저비용, 제

작의 용이성, 실리콘 미세공정과의 적합성과 같은 나름의

장점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금속산화물들

가운데 산화아연(ZnO)은 일찍이 1962년에 Seiyama 등1)

이 ZnO 박막에서 가스 감지 효과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

래로 일산화질소(NO), 암모니아(NH3), 수소(H2), 일산화

탄소(CO)와 같은 유독 가스와 폭발성 가스의 검출용으

로 널리 연구되어 왔다.2-5) 그런데 산화아연계 가스 센서

는 거의 모든 가스에 대해 안정된 반응을 나타내지만, 가

스 감응도가 낮고, 가스 선택성(selectivity)이 미흡하며, 작

동온도(operating temperature)가 대개 300oC이상으로 비

교적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4,6)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해, 최근에는 대상 가스와의 유효 반응 면적이 큰

ZnO 나노결정과 나노선, 나노막대 등을 감지체로 활용

하는 가스 센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7-11)

한편,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구조적으

로 부피 대 표면의 비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가스 반

응의 유효면적이 넓고, 따라서 당연히 가스 감지체로서

유망하다고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CNT계 가스 센서는 상온에서 뛰어난 감도를 나타

내지만12,13) 가스 반응이 불안정하고 비가역적이며 제작공

정이 복잡한 점 등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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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CNT를 다른 재료의 가스 감지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면, SnO2

박막을 제조하는 도중에 CNT를 첨가함으로써 SnO2-CNT

복합체를 형성하거나,14) CNT와 함께 피롤(pyrrole) 단분

자를 고분자로 만듦으로써 폴리피롤-CNT 복합체를 형성

함으로써 가스 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15) 펄스레이저

증착법(pulsed laser deposition, PLD)을 사용하여 CNT를

AlOx와 ZnOx를 비롯한 여러 금속산화물로 코팅하여 균

질한 층상 복합체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

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Park 등16)은 CNT를 알갱이 형

상의 ZnO로 코팅하여 제작된 ZnO-CNT 층상 복합체 센

서의 NO 가스 감지 특성이 상당히 향상된다는 점을 보

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감지체 ZnO의 미세구조의 형상과 더

불어 가스 표면 반응의 촉매가 ZnO계 가스 센서의 가

스 감지 특성에 또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7)

예를 들면, ZnO의 표면 거칠기를 매끈하게 만들어 이동

도를 높이고 문턱전압을 낮춘다거나,18) Al을 ZnO에 첨

가하거나 Pt층을 ZnO 박막에 코팅함으로써 ZnO계 가스

센서의 가스 특성이 향상될 수 있다.5,19,20)

본 논문에서는 PLD를 이용하여 단벽 탄소나노튜브를

0.5%의 알루미늄이 도핑된 산화아연 층으로 균질하고 매

끈하게 코팅하여 형성된 나노선 형상의 ZnO-CNT 층상

복합체를 감지체로 활용하는 가스 센서의 일산화질소 가

스감지 특성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ZnO에 알루

미늄을 첨가하여 저항을 낮추는 동시에 탄소나노튜브 코

팅층의 표면 거칠기를 매끄럽게 함으로써, ZnO-CNT 선

형 층상 복합체 가스 센서가 비교적 낮은 작동온도에서

최적의 NO 가스 감지 특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그 결과, ZnO-CNT 선형 층상 복합체가 낮은 비

용, 높은 성능의 일산화질소 가스 센서용 소재로써 유망

하다는 점을 예증할 것이다.

2. 실험 방법

가스 센서의 기본 구조 형성을 위해 두께가 100 nm인

SiO2 절연층이 성장된 p-형 Si(100) 기판 위에 가스 센

서를 제작하였다. 먼저 그림자 가리개(shadow mask)를 사

용하여 때려내기 방법으로 병렬 구조의 백금(Pt) 전극 한

쌍을 증착하였다. 그 위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그림자

가리개를 이용하여 알루미늄(Al)이 첨가된 산화아연-탄소

나노튜브(ZnO-CNT) 층상 복합체를 형성하였다. 여기서

복합체는 PLD를 사용하여 단벽 CNT를 Al이 첨가된

ZnO로 코팅하여 구현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논문에서 그

림으로 나타낸 것처럼,16) 가스센서의 구조는 Pt 병렬 전

극이 파묻힌 Al이 도핑된 ZnO-CNT 층상 복합체로 이

루어진 활성층(active layer)으로 구성되었다.

단벽 탄소나노튜브는 아크 방전(arc discharge) 방법을

사용하여 아크 방전 전류가 40A, 가스 압력이 450torr인

수소 분위기에서 2분간 합성되었다. 탄소의 증발을 유도

하기 위해 철(Fe)과 니켈(Ni), 몰리브덴(Mo)을 촉매 금

속으로 넣은 흑연봉을 통해 양극의 전극으로 삼았다. 단

벽 탄소나노튜브 합성에 관한 실험과정은 Kang 등21)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되었다. 합성된 단벽 탄소나노튜브는

통기성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성된 탄소나노튜브를 알루미늄이 첨가된 산화아연으

로 코팅하기 전에 촉매제로 사용된 금속을 제거하기 위

해 40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

로, PLD를 이용해 탄소나노튜브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된

기판 위에 알루미늄이 첨가된 산화아연를 증착하였다.

PLD용 타깃으로는 고상반응법으로 제조된 0.5wt%의 Al

이 첨가된 산화아연 세라믹 타깃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펄스 레이저는 파장이 248 nm인 엑시머 KrF 레이저로서

증착하는 동안 레이저 에너지를 0.15W에 고정하였다. 증

착 용기의 기본 압력은 5 × 106 torr였고, 증착 시 압력은

산소 분위기에서 7 × 105 torr를 유지하였다. 증착 온도는

열에너지에 의해 산화아연이 응집되지 않게 하기 위해

100oC로 낮추어 고정하였고, 정확한 증착 속도의 제어와

레이저에 의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1 Hz의 반복 속도로

20분간 증착하였다. 기판과 타깃의 거리는 8 cm로 고정

하였다.

제조된 복합체의 미세구조는 냉전계형 장방출 주사전

자현미경(SEM)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첨가된 Al의 양은

X-선 형광분광기를 사용한 정량 분석을 통해 대략 0.5

wt%로 밝혀졌다. 제작된 가스 센서의 일산화질소 가스 감

지 특성은 자체 제작한 가스 감지 특성평가 장치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센서의 저항 반응곡선을 측정하기 위

해, 직류 전압은 2V에 고정하여 시간에 따른 전류 변화

를 기록하였다. 감지 특성을 측정하는 동안, 건조 공기 속

일산화질소 가스의 농도는 총 흐름속도를 500sccm으로 유

지하는 상태에서 질량식 유량조절기를 사용하여 500ppb

에서 8ppm까지 변화되었고, 센서의 작동온도는 100oC에

서 350oC까지 정확하게 조절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는 0.5wt% Al이 첨가된 ZnO-CNT 층상 복

합체 표면의 미세구조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복합체가 약

20~30 nm 두께의 나노선 구조를 지님을 알 수 있다. 하

나의 선형 복합체의 미세구조를 확대하여 보여주는 Fig.

1(a)의 삽입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펄스 레이저 증착

법을 사용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인 100oC에서 탄소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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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를 층상 구조로 산화아연을 균질하게 코팅할 수 있

었다. 탄소나노튜브를 덮고 있는 산화아연의 두께는 내

부의 탄소나노튜브 두께를 제외하고 기껏해야 10 nm가량

으로 추산된다. Fig. 1(b)는 이 복합체의 측면 미세구조

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께는 약 1 µm 이고 내부의 탄소

나노튜브까지 모두 알루미늄이 첨가된 산화아연이 모두

코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상 탄소나노튜브의

증착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내부의 탄소나노튜브가 코팅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의 증착 두께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균질한 형태로 형성된 ZnO-CNT 선형 층상 복합체의

일산화질소 가스 감지 특성을 여러 작동 온도에 대하여

일산화질소 가스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였다. Fig.

2(a)는 작동온도 200oC에서 건조 공기 속 가스 농도가

500ppb에서 8ppm인 일산화질소 가스에 노출된 ZnO-

CNT 선형 층상 복합체 가스센서의 저항 반응 곡선을 보

여준다. 센서의 초기 저항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일정

한 값을 유지하지만, 일산화질소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는 저항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 현상은 ZnO 같은 n-형

반도체가 NO 가스와 같은 산화성 가스를 감지하는 메

커니즘에 의해 설명된다. 저항 크기의 변화는 일산화질

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Fig. 2(b)는 네 가지 작동온도 200oC, 250oC,

300oC 그리고 350oC에서 일산화질소 농도 4ppm에 대한

센서의 응답 곡선을 보여주는데, 센서의 반응 특성이 작

동온도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작동 온도가 높

아짐에 따라 센서의 초기 저항이 낮아지는 현상은 ZnO

의 반도체 특성에서 기인한다. 200oC로부터 온도가 올

라감에 따라 저항의 상대적인 변화, 즉 가스 감도가 점

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성 금속 산화물 센서의 가스 감지 메

커니즘은 감지체 표면에서의 가스 흡착과 탈착으로 인

한 전기 저항 또는 전도도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예

컨대, ZnO계 가스 센서가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대기 중

의 산소는 ZnO의 노출 표면에 흡착하여 ZnO 전도띠

(conduction band)로부터 전도 전자를 포획함으로써 O2
−,

O− 또는 O2− 이온을 형성한다.22) 그 다음에 ZnO계 센서

가 NO 가스와 같은 산화성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NO

Fig. 1. (a)Typical top-view and (b) cross-sectional SEM images the

ZnO-CNT wire-like layered composites, respectively. The inset in (a)

shows the typical morphology of a single wire.

Fig. 2. (a) Resistance curves of the ZnO-CNT wire-like layered com-

posite gas sensor for various NO gas concentrations in dry air at an

operating temperature of 200oC. (b) Response curves of the ZnO-

CNT composite gas sensor for a NO concentration of 4 ppm at

several operating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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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는 ZnO 전도띠로부터 전도 전자를 포획함으로써 N2

분자를 생성하면서 산화물 표면에 흡착된 산소 이온들의

표면 밀도를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NO + e−→ 1/2 N2 +

O−. 이런 반응들은 전기 전도도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Fig. 2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산화성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ZnO계 가스 센서의 저항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Fig.

2의 결과로부터, ZnO-CNT 선형 층상 복합체 센서의 경

우 실질적으로 CNT를 코팅한 n-형 반도체 ZnO 층이 감

지체로서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스 센서의 가스 감도(sensitivity) S는 일반적으로 건

조 공기에서의 저항 Ra에 대하여 센서가 건조 공기 속

검출대상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저항 변화(Rg−

Ra)의 비로 정의된다: Sg(%) = |Rg− Ra|/Ra × 100.23) 여기서,

Ra와 Rg는 각각 건조 공기에서의 전기 저항과 검출대상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의 전기 저항이다. 검출대상 가스

와 감지체 사이의 흡착반응 메커니즘에 따라 센서의 저

항이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스

감도 S는 저항 변화의 절대값을 취해 산정된다.

Fig. 3(a)는 균질한 형태로 형성된 ZnO-CNT 선형 층

상 복합체 가스 센서의 저항 변화를 다양한 온도에서 NO

가스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센

서 저항의 상대적 변화, 즉 센서 감도가 모든 측정 온

도에서 NO 가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나

타내며 일관되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사

실상, 반도성 금속산화물 가스센서의 감도는 경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Sg= APg

β. 여기서, Pg는

검출대상 가스의 부분압으로 가스 농도에 정비례하고, 감

도는 계수 A와 지수 β에 의해 규정된다.23) 지수 β는 흡

착된 표면 산소 이온과 기초적인 표면 반응의 종류에 의

존하여 대개 1 또는 1/2이라는 값을 나타낸다.23) ZnO-

CNT 선형 층상 복합체 가스 센서의 경우에는, Fig. 3(a)

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β의 값이 거의 1로 추

정되는데, 이런 선형 관계(β = 1)는 ZnO-CNT 복합체의

경우에 작동온도들에서 흡착된 표면 산소이온이 주로 O−

임을 시사한다.24) Fig. 3(b)는 ZnO-CNT 선형 층상 복합

체 형상의 가스 센서가 건조 공기 속 4ppm의 NO 가스

에 노출되었을 때 작동온도에 따른 감도 변화를 보여준

다. 센서의 감도는 200oC에서 최대값 1234%를 나타내었

는데, 이 값은 순수한 ZnO 박막의 최대 감도보다 수 배

에 이르며,2) 게다가 다른 촉매금속이 첨가된 ZnO-CNT 복

합체를 기반으로 하는 가스 센서들의 최대 감도보다 훨

씬 더 크다.18) 또한, ZnO-CNT 층상 복합체 가스센서의

최적 작동온도 200oC는 대개 300oC에서 400oC 사이에서

작동하는 통상적인 ZnO계 NO 가스센서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다는 점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작

동온도 200oC 이상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 감도

가 감소하는 원인은 주로 온도 증가에 따른 감지체 ZnO

의 열화로 인한 반응성, 즉 저항변화의 감소로 여겨진다.

Fig. 4는 ZnO-CNT 선형 층상 복합체 가스 센서가 작

동온도 250oC에서 500ppb에서 8ppm까지 다양한 농도의

Fig. 3. Variations of the sensitivity for the ZnO-CNT wire-like layered composite gas sensor (a) as a function of NO gas concentration at

several operating temperatures and (b) as a function of operating temperature at 4 ppm NO exposure in dry air.

Fig. 4. Resistance response curves of the ZnO-CNT wire-like layered

composite gas sensor for a sequential exposure to NO gas with an

increase in NO ga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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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관찰된 저항 반응 곡선을 보

여준다. 반응 곡선의 가역적인 순환은 NO 가스 감지가

반복 가능하고 안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명백히 가리킨

다. ZnO-CNT 선형 층상 복합체 가스 센서는 가스 감도

의 값이 최대값을 나타내는 200oC보다 250oC에서 더 우

수한 온도안정성과 가스 감지의 반복 특성을 나타내었다.

가스 센서에는 감도 외에 몇 가지 중요한 특성들이 있

다. 그 중 반응시간(response time)은 검출대상 가스를 얼

마나 빨리 감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장

대표적인 중요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반응시간은 센서가

검출대상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센서의 저항이 포화저항

의 9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Fig.

5는 건조 공기 속 가스 농도가 4ppm인 NO 가스에 노

출되었을 때, ZnO-CNT 선형 층상 복합체 센서의 반응

시간이 작동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작

동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시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

는데, 이러한 관찰 결과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열적

활성화(thermal activation)의 증진으로 인하여 NO 가스

의 표면 흡착반응이 운동학적으로 더 빨리 일어나기 때

문이라고 설명된다. 한편, 측정 온도 범위에서 ZnO-CNT

선형 층상 복합체 센서의 반응시간은 Al이 첨가된 ZnO

박막 센서의 반응시간과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로부터, CNT를 활용하여 Al

이 첨가된 ZnO로의 선형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ZnO와

NO 가스 사이의 표면반응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변화

되는 것은 아니며, ZnO의 경우에 표면반응 활성화 에너

지 장벽은 촉매 역할을 하는 Al에 의해 주로 낮춰진다

고 추정된다.19)

반도성 금속 산화물 가스 센서의 가스 감지 특성은 감

지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흡착 산소와 검출대상 가스 사

이의 표면 반응의 종류와 세기에 달려 있다. 표면 반응

은 열적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표

면 반응이 일어나는 감지체의 단위 부피당 유효 표면의

넓이와 표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에 의존한다. 따

라서 감지체의 미세구조의 기하학적 얼개와 촉매 금속 원

소가 가스 센서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17) 여기서,

ZnO-CNT 선형 층상 복합체 센서가 ZnO 박막 센서보다

수 배 이상의 월등히 높은 감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실

질적인 감지체 ZnO가 부피 대 표면의 비가 매우 큰

CNT를 감싸면서 통상적인 박막 구조일 때보다 훨씬 넓

은 유효 표면반응 면적을 가지게 된 덕분이라고 생각되

어진다. 물론 가스의 감지 특성은 표면반응 면적과 촉매

원소 외에 결정성과 다른 표면 특성에 의존하기도 하는

데,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펄스 레이저 증착법을 사용하여 단벽 탄소나노튜브를

0.5wt%의 Al이 첨가된 ZnO 층으로 균질하고 매끄럽게

코팅함으로써 제작된 ZnO-CNT 선형 층상 복합체 가스

센서의 일산화질소 가스 감지특성을 조사하였다. ZnO-

CNT 선형 층상 복합체 가스센서는 전체적으로 NO 가

스 감지 특성이 향상되어 뛰어난 NO 가스 감지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런 새로운 형태의 ZnO계 센

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작동온도 200oC에서 상당히 높은

최대 감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꽤 낮은 농도의 NO 가스

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가역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ZnO-

CNT 선형 층상 복합체 가스센서의 훌륭한 NO 가스 감

지 특성은 주로 매끄럽게 탄소나노튜브를 감싸고 있는

감지체 구조와 Al의 촉매 역할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

다. 따라서 단순한 합성 공정과 더불어 이러한 특성들은

Al이 첨가된 ZnO-CNT 층상 복합체 센서가 보다 낮은

온도에서 작동 가능한 저비용 고성능 일산화질소 가스

센서의 제작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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