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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micro gas sensor for NOx was fabricated using a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MS)

technology and sol-gel process. The membrane and micro heater of the sensor platform were fabricated by a standard MEMS

and CMOS technology with minor changes. The sensing electrode and micro heater were designed to have a co-planar structure

with a Pt thin film layer. The size of the gas sensor device was about 2 mm × 2 mm. Indium oxide as a sensing material for

the NOx gas was synthesized by a sol-gel process. The particle size of synthesized In2O3 was identified as about 50 nm b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The maximum gas sensitivity of indium oxide, as measured in terms

of the relative resistance (Rs = Rgas/Rair), occurred at 300oC with a value of 8.0 at 1 ppm NO2 gas. The response and recovery

times were within 60 seconds and 2 min, respectively. The sensing properties of the NO2 gas showed good linear behavior with

an increase of gas concentra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a MEMS-based gas sensor is a potential candidate as an automobile

gas sensor with many advantages: small dimension, high sensitivity, short response time and low powe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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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에는 다

양한 종류의 대기오염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인체에 유해한 주요 배출 가스로는 연소가 완전

히 이루어지지 않은 탄화수소(CmHn), 일산화탄소(CO), 포

름알데히드(HCHO), 산화유황(SOx) 산화질소(NOx), 황화

수소(H2S), 암모니아(NH3) 가스 등이 있다. 특히, 이산

화질소(NO2, nitrogen dioxide)는 아질산가스라고도 하며

특이한 자극적 냄새를 가진 적갈색의 기체이다. 유독하고

산화작용이 강해 호흡할 때 들이마실 경우 호흡기도나 폐

가 침해되어 기관지염, 폐기종, 폐렴이나 폐암 등을 일으

키며 경우에 따라서 미량의 농도조차 인체에 매우 치명

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가스의 농

도를 정량적으로 감지하거나 종류를 거의 판별할 수 없

기 때문에 특정 가스에 반응할 수 있는 감지물질을 이

용하여 유해가스를 검출한다.

가스센서의 종류는 일종의 농담전지에 의한 기전력을

검출하는 액체 및 고체 전해질 센서, 가스의 연소에 따

른 소자의 승온으로 소자에 내포된 전선의 전류 저항 값

의 변화를 이용한 접촉연소식 센서, 가스흡착으로 인한

전기전도도 변화를 이용한 반도체식 센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상용화된 가스센서는 반도체식과 접촉연소

식 가스센서가 대부분이다.1-3) 접촉연소식은 우수한 선형

적 출력 특성을 가지나 저농도에서 응답 신호가 미약한

것이 단점인 반면, 반도체식은 특정 가스에 대한 선택

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으나 금속산화물이 지닌 재료의

안정성으로 인해 장시간 수명이 보장되고, 가스감응 특

성이 우수하며, 저가 및 소형으로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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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가스를 검출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방

법으로서 가스분자가 고체물질 표면에 흡착(adsorption) 또

는 탈착(dissociation)될 때 물체의 전기전도도 변화를 측

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화물의 가스

흡착 특성은 물질표면의 흡착 자리 수, 전도 경로, 결

정구조, 표면 형상, 화학조성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 산화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많은 반응들은

가스 감지 메카니즘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반

도체 산화물의 가장 주된 가스 감지반응은 감지물질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가역적인 가스흡착 거동이다. 반도체

산화물 표면에 가스원자나 분자가 흡착되면, 산화성이거

나 환원성 가스이냐에 따라서 물체로부터 전자를 빼앗

거나 줄 수 있다. 

반도체 가스감지 재료로서 활용 가능하려면 피 검출 가

스에 대해서 고감도, 선택성, 빠른 가역적인 응답과 장

기 안정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종류의 금속산화물 반

도체 감지물질로는 SnO2와 ZnO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

나, Fe2O3, WO3, Ga2O3, TiO2, In2O3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4-7) 또한, Pt, Pd, Au 등의 귀금속

또는 촉매물질을 도핑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산화물 반

도체로 합성하여 가스 감도를 높이거나 금속산화물 감

지물질의 단점인 선택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8-11)

반도체식 가스센서는 산화성 및 환원성 가스에 대한 높

은 반응성 및 빠른 반응속도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

면서 초소형 구조체 제작 기술인 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와 같은 실리콘 공정기술과 용이하게

조합시켜 마이크로 크기의 센서 제작이 가능하다. 즉,

MEMS 공정기술의 실리콘 에칭, 식각기술 등을 이용하

여 초미세 구조의 센서 플랫폼(platform) 제작이 가능하

다. 반도체 가스센서를 초소형으로 제작할 경우, 가스 감

도와 반응속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센서소자의 소비전력

을 감소시키는 등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MS 공정을 이용하여 마이

크로 구조의 센서 플랫폼을 제작하고, 감지물질로서 In2O3

반도체 금속산화물을 졸-겔법으로 합성하여 센서 플랫폼

에 도포함으로서 저전력 마이크로 가스센서를 제작하였

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하나인 유해가스 NOx

가스에 대한 가스감지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마이크로 가스센서 플랫폼은 실리콘 기판에 MEMS 공

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Fig. 1은 마이크로 가스센서

의 플랫폼 구조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소비전력을 낮추

기 위하여 가스센서 플랫폼의 크기를 2 mm × 2 mm로 소

형화하였고, 센서 멤브레인(menbrane) 내부의 감지전극과

마이크로 히터 영역은 0.6 mm × 0.6 mm로 설계하였다. 감

지전극 및 마이크로 히터는 같은 Pt 박막 층으로 이루

어진 동일평면 구조(co-planar structure)로 설계되어 노광

(photo-lithography) 공정 및 마스크 패터닝(mask pattern-

ing) 횟수를 최소화시키고 보호막 증착 및 식각 공정 등

제작공정의 단순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SiNX 절연층은 멤브레인의 제조 및 이방성 식각에 대한

etch stop을 위하여 필요하며, 저응력(low stress) LPCVD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를 이용하여 2

µm 정도의 두께로 증착하였다. 마이크로 히터 및 전극

패턴은 발열체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고저항체 귀금속인

Pt를 스퍼터(sputter) 장비를 사용하여 증착하였으며, Pt를

SiNX에 직접 증착할 경우 접착이 좋지 않기 때문에

TaOX를 접착층으로서 먼저 증착하였다. 이렇게 증착된 Pt

박막층은 포토리소그래피(photolothograpy) 공정에 의해서

히터 및 감지전극으로 사용되도록 패턴닝 되었다. 마이크

로 히터의 소비전력을 줄이기 위해 KOH 용액을 사용하

여 실리콘 벌크 마이크로머시닝(Si bulk micromachin-

ing) 기술로 실리콘 기판 후면을 식각하였다. 그리고 다

이아몬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실리콘 웨이퍼를 dicing 함

으로써 단위소자(셀)들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위소자는 다

시 TO-39 stem 패키지에 고정시키고 gold wire bonding

으로 외부 전원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산화질소(NOx) 가스 감지물질인 반도체 금속산화물

In2O3의 합성은 출발원료로서 indium isopropoxide(In[OCH

(CH3)2]4 · C3H7OH, 98%, Alfa)를 2-methoxy ethanol(2ME)

에 용해시키고 50 oC에서 1시간 동안 교반(stirring)하여

In-sol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In-sol은 micro dispenser를

이용하여 센서 플랫폼의 감지전극 부분에 도포하고, 350 oC

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함으로서 잔유 유기물이 연소되도

록 하고 최종적으로 In2O3 금속산화물로 결정화가 완전

히 이루어지도록 550 oC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제조된 NOx 감지물질은 X-ray diffractometer(XRD,

Rigaku DMAX-A)를 이용하여 결정분석을 하였고,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 Hitachi

S-4300)을 이용하여 분말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센서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micro gas sensor platform: (a)

cross-section, and (b) planar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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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Ox 가스 반응 측정은 20 l의 밀폐된 챔버에 센서가

설치된 PCB(Printed circuit board) 기판을 넣고 NOx 가

스 농도를 0.5~3.0 ppm 범위로 주입하면서 저항 변화를

데이터 수집장치(Netdaq, Interscan)로 실시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감지물질의 물리적 특성 고찰

졸-겔법으로 합성된 감지물질 In2O3의 결정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성분말에 대해 X-ray 회절패턴을 관

찰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

이 550 oC에서 열처리된 indium oxide는 결정화가 잘 일

어났음을 알 수 있고, 회절피크들은 In2O3의 JCPDS 06-

0416과 일치하였다. 

Fig. 3은 졸-겔법으로 가스센서 플랫폼에 코팅되고 550
oC에서 열처리된 감지물질 In2O3의 박막 층을 FE-SEM으

로 관찰한 미세구조 사진이다. 감지물질은 반투명한 얇은

두께로 비교적 균일하게 감지전극 표면에 도포되었으며,

사진의 상단 오른쪽에 나타낸 고배율 사진에서 알 수 있

듯이 합성된 In2O3 입자들은 대부분이 구형(spherical shape)

의 입자로서, 그 평균 입경이 약 50 nm로 나타났다. 또

한, 입자간 응집(agglomeration)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 입

자 사이로 다수의 미세기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지 가

스분자와의 반응 표면적이 증가할 수 있어 높은 가스감

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2 마이크로 센서의 가스 감지특성 고찰

가스센서의 동작 및 성능 측정은 가스감지 이외에 동

작온도와 소비전력 측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

성하였다. Fig. 4는 센서소자의 동작온도 및 소비전력 측

정이 가능한 회로를 가스센서 플랫폼 주변에 설계 제작

된 PCB 사진이다. 패키징된 10개의 센서 샘플을 PCB

회로 상에 구현하여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마이크로

히터에 전압을 인가한 후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그에 따

Fig. 2. XRD pattern of the indium oxide synthesized by a sol-gel

process with indium isopropoxide and heat treated at 550
o
C.

Fig. 3. SEM micrograph for the In2O3 film coated on the sensing

electrode of the sensor platform and heat-treated at 550 oC. The upper

right area is a high magnified micrograph of the film.

Fig. 4. Gas sensor array packaged on the designed PCB. 

Fig. 5. Relationship of power consumption versus operating tem-

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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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소비전력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스센서의 초기저항 안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 히터

의 인가전압을 3.0 V로 48시간 동안 인가하여 안정화 되

도록 하였다.12)

Fig. 5는 센서 플랫폼에 서로 다른 히터전압을 인가하

였을 때 동작온도 변화에 따른 소비전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동작온도 증가에 따라 소비전력이 선형적으로 증

가되었으며 이러한 마이크로 히터의 선형적 온도변화특

성은 센서의 동작온도 변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가스

센서 회로 구성에 매우 많은 장점을 지닐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NOX 가스에 대한 가스감도(sensitivity, Rs)는 아래의 식

(4-1)과 같이 가스 감지 전후 센서의 저항변화로 정의되

며, NO2 가스의 주입농도 및 센서의 동작온도에 따른 가

스감도를 측정하였다. 

 

(1)

이 때, Ra는 대기 중에서의 센서의 저항(혹은 초기저

항), Rg는 가스주입 후 센서의 저항을 의미한다. 일반적

으로 NOX 가스는 NO 가스와 NO2 가스 크게 두 가지

가스 형태로 존재하며 가스감지 시, NO2 가스는 NO 가

스에 비해 저항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NOX 가스에 대한 반응 특성평가는 NO2 가스 1

ppm을 챔버에 주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감도를 측정하였

다. NO2 가스는 산화성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 주입 후

센서의 저항이 증가하여 대기 중에서의 센서 감도보다

높은 1.0 이상의 값을 나타낸다. 

마이크로 히터의 온도를 200 oC부터 350 oC까지 변화

시키면서 6개의 샘플 센서에 대한 NO2 가스의 감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센서마다 약

간의 차이는 있지만, 히터의 온도가 275 oC와 300 oC일

때 가스의 감도(Rs)가 약 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7은 마이크로 히터의 온도가 300 oC일 때, NO2

가스 1 ppm을 가스 챔버 내에 주입시킨 후 purge가 일

어날 때까지의 시간에 따른 각각 5개 센서의 시간에 따

른 감지속도 및 회복속도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NO2 가스 주입 후 3초 이내에 센서 저항 변화가 발생

되었으며, NO2 가스의 반응시간(saturation의 80 %)은 약

60초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WO3를 이용한

NO2 가스 센서의 반응시간보다 빠르게 응답함을 보여준

다.13,14) 또한, 주입된 가스를 반응챔버(chamber) 외부로

빼내는 purge 단계에서는 NO2 가스를 제거한 후 초기의

R
s

R
g

R
a

------=

Fig. 6. Variation of NO2 gas sensitivity with operating temperature.

Data were averaged from 6 samples.

Fig. 7. Transient responses of the fabricated gas sensors after injection

of 1 ppm NO2 gas and purge. Five samples were tested with same

condition. 

Fig. 8. Sensitivity variation of the sensor with NO2 concentration at

the operating temperature of 300
o
C.



산화질소 검출용 마이크로 가스센서 제조공정 303

저항으로 돌아오는 회복시간이 2분이내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결과를 통해서 센서의 저항이 빠르게 회복됨을 알

수 있다. 

Fig. 8은 마이크로 히터의 온도가 300 oC일 때, NO2

의 농도가 0.5 ppm부터 3.0 ppm까지 변화함에 따라 측

정한 가스감도(Rs)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가스감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2.0

ppm 이하의 농도에서는 선형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증가할 때 일정 농

도 이상에서는 포화(saturation)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 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부분적으로 포화현상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9는 1 ppm의 NO2 가스에 대한 감도측정 후에 대

표적인 환원성가스로 알려져 있는 CO 가스 50 ppm을 주

입하여 NOX 이외의 다른 가스에 대한 선택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NO2 가스 테스트 후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CO

가스를 주입하였지만 저항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

았다. 따라서 In2O3 감지물질은 다른 CO 가스에 대해서

비교적 양호한 선택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EMS 공정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가

스센서 플랫폼을 설계 제작하고, 감지물질을 센서 플랫

폼에 박막 형태로 도포함으로서 NOx 가스 센서를 제작

하였다. 감지물질은 indium isopropoxide 전구체를 사용

하여 졸-겔법으로 합성하였고, 합성된 In2O3는 평균입경

이 약 50 nm의 구형 분말들로서 결정화되어 가스 플랫

폼의 감지전극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되었다. 설계·제작

된 가스센서는 2 mm × 2 mm로서 센서소자 크기를 소형

화시킴으로서 센서 구동전력을 70 mW 이하로 크게 낮

추었다. NO2에 대한 최대 가스감도를 나타낸 히터인가

전압은 약 1.8~2.0 V로서 약 50~70 mW의 전력 소모에

해당되었다.

마이크로 히터의 작동온도에 따라 가스감도가 변하였

고, 약 300 oC일 때 가장 높은 가스감도(Rs= 8.0)를 나타

내었다. 또한, 가스센서의 반응시간은 60초 이내였고, NO2

가스가 제거된 후 2분 이내에 초기저항으로 다시 회복되

어 안정화되었다. 가스농도에 따른 센서의 가스감도는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환

원성 가스인 CO가스에 대한 센서의 선택성 특성을 고찰

한 결과, CO 가스에 거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들로부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마이크로 가스센

서는 자동차 유해가스 NOx 센서로서 활용이 가능한 우

수한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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