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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report the nitrogen monoxide (NO) gas sensing properties of p-type CuO-nanorod-based gas sensors. We

synthesized the p-type CuO nanorods with breadth of about 30 nm and length of about 330 nm by a hydrothermal method using

an as-deposited CuO seed layer prepared on a Si/SiO2 substrate by the sputtering method. We fabricated polycrystalline CuO

nanorod arrays at 80 oC under the hydrothermal condition of 1:1 morality ratio between copper nitrate trihydrate

[Cu(NO2)2·3H2O] and hexamethylenetetramine (C6H12N4). Structural characterizations revealed that we prepared the pure CuO

nanorod array of a monoclinic crystalline structure without any obvious formation of secondary phase. It was found from the

gas sensing measurements that the p-type CuO nanorod gas sensors exhibited a maximum sensitivity to NO gas in dry air at

an operating temperature as low as 200 oC. We also found that these CuO nanorod gas sensors showed reversible and reliable

electrical response to NO gas at a range of operating temperatures. These results would indicate some potential applications

of the p-type semiconductor CuO nanorods as promising sensing materials for gas sensors, including various types of p-n

junction gas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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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체에 유해한 유독 가스들 가운데 질소산화물(NOx) 가

스는 가정용 및 산업용 연소기기와 자동차에서 배출되

는 심각한 대기 오염원 중의 하나로서 인간의 호흡기와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뿐 아니라, 광화학적 스

모그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가스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일산화질소(NO) 가스는 유독한 이산화질소(NO2)

가스의 원천일 뿐 아니라 광화학적 스모그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매우 유해한 가스다. 따라서 피해를 입기

전에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가스들을 감지하여 경보하

기 위해 독성 및 폭발성 가스를 검출할 수 있는 가스

센서(gas sensor)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지고 있다.

가스 센서는 주위 가스 환경으로부터 특정 가스의 존

재 여부와 농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감지 소자를 일

컫는다. 통상적으로 가스 환경의 변화를 포착하는 감지

체(sensing material)와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트랜스듀서(transducer)라는 신호 전달 체

계로 구성되는데, 감지체는 검출하고자 하는 외부 환경

의 대상 정보에 적절한 소재를 선정함으로써 최적화된

다. 현재 개발된 다양한 유형의 가스 센서들 가운데 가

†Corresponding author

E-Mail : hyojkim@cnu.ac.kr (H. Kim, Chungnam Nat'l Univ.)

©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 박수정·김효진·김도진

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유형의 가스 센서는 산화물 반

도체(oxide semiconductor)을 감지체로 사용하는 산화물

반도체 가스 센서로 알려져 있다.1) 현재 가장 유망한 일

산화질소(NO) 가스 센서들은 모두 산화아연(ZnO), 산화

텅스텐(WO3), 산화인듐(In2O3) 같은 n형 산화물 반도체

를 기반으로 하는 산화물 반도체 센서들이다.2) 그런데 대

체적으로 이런 n형 산화물 반도체 일산화질소 가스 센

서들은 200 oC 이상의 비교적 높은 작동온도(operating

temperature)를 필요로 하며, 감도(sensitivity)도 꽤 낮은

편(대체적으로 50 % 이하)이다.3,4) 따라서 최근에는 가스

감도를 높이고 작동온도를 낮추는 등 전반적인 가스 감

지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스 표면반응의 유효면적

을 넓힐 수 있는 나노결정(nanocrystal), 나노선(nanowire),

나노막대(nanorod) 형상의 감지체를 활용하는 가스 센서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4-8) 여기서 우리

는 p형 산화물 반도체인 산화구리(CuO) 나노막대의 일

산화질소 가스 감지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CuO는 1.5-1.8 eV의 밴드갭(band gap)을 갖는 p형 산

화물 반도체로서 표면에 흡착된 가스에 의한 전기 저항

변화를 통해 가스 감지 센서로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 공정에서 촉매로서도 사용할 수 있

다. 최근 나노막대, 나노선 같은 1차원 구조의 CuO 물

질을 합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CuO의 잠재적인 응용 가

능성을 인정받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9,10) 현재 CuO

나노막대를 제조하는 방법은 수열합성법, 침전법, 아크 방

전법, 구리기판 산화 공정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하고

있다.11-15) 특히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합성된 CuO 나

노막대의 저비용 가스 센서로의 활용 가능성은 Yang 등

에 의해 다양한 가스에 대한 좋은 반응성과 선택성이 보

고되면서 확인된 바가 있다.16)

본 논문에서는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p형 산화물 반

도체 CuO의 나노막대 집합체(nanorod array)를 합성한

후에 이를 감지체로 사용한 가스 센서의 일산화질소 가

스 감지 특성을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CuO 나

노막대 집합체로 이루어진 감지체가 낮은 비용, 높은 성

능의 일산화질소 가스 센서용 소재로써 유망하다는 점

을 제시할 것이다.

2. 실험 방법

가스 센서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전기적 특성

평가에 활용되는 Pt/Ti 전극이 올려진 SiO2/Si 기판 위에

CuO 나노막대 집합체 가스 센서를 제작하였다. 병렬 구

조의 Pt/Ti 전극 한 쌍은 shadow mask를 사용하여 스퍼

터링(sputtering) 방법으로 증착하였다. 그 위에 CuO 나

노막대 집합체 형성의 기반이 되는 CuO seed layer를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자

체 제작한 dc/rf 스퍼터링 장치를 사용하여 구리 타겟으

로부터 5 W의 전력을 인가한 상태에서 상온에서 6분 동

안 구리 금속 박막을 증착한 다음, 얻어진 구리 박막에

대해 건조한 공기 분위기에서 열처리 공정을 400 oC에

서 1시간 동안 수행함으로써 CuO seed layer를 형성하

였다. 형성된 CuO seed layer의 두께는 약 20 nm였다.

그 CuO seed layer 위에 Cu(NO3)2·3H2O[질산구리(II) 3

수화물, 시그마 알드리치 2N]와 C6H12N4(헥사메틸렌 테

트라민, 시그마 알드리치 2N)을 1 : 1 = 25 mM : 25 mM

몰 비율로 계량하여 증류수 150 mL와 혼합한 다음에

80 oC에서 2시간 동안 수열합성법을 통하여 CuO 나노

막대 집합체를 성장하였다. CuO 나노막대 집합체가 성

장된 기판을 건조한 공기 분위기에서 400 oC 1시간 동

안 열처리 공정을 진행하였다. 형성된 CuO 나노막대의

길이는 대략 330 nm였다. 그 결과, Fig. 1에서 도식적으

로 나타낸 것처럼, 가스 센서의 구조는 Pt/Ti 병렬 전극

이 파묻힌 CuO 나노막대 활성층(active layer)으로 구성

되었다. 여기서 Cu seed layer는 CuO로 산화되어 CuO

나노막대의 성장 중에 흡수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는,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CuO 나노막대 간에 일어나게 된다.

CuO 나노막대의 결정상을 알아보기 위해 X선 회절

(XRD) 분석기를 사용하였으며, 미세구조 분석을 위해 냉

전계형 장방출 주사전자현미경(SEM)를 이용하였다. 구성

된 가스 센서 구조의 일산화질소 가스 감지 특성은 자

체 제작한 가스 감지 특성평가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가스 센서의 저항 반응곡선을 측정하기 위해 직

류 전압은 2 V에 고정하여 시간에 따른 전류 변화를 기

록하였다. 가스 센서의 감지 특성을 측정하기 전에, Fig.

2에 나타낸 것처럼 선형의 I-V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감

지체와 전극 사이에 오믹 접촉(Ohmic contact) 형성 유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gas sensing element based on the

CuO nanorod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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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먼저 확인하였다. 일산화질소 가스 감지 특성을 측

정하는 동안, 건조 공기 속 일산화질소 가스의 농도는

총 흐름속도를 500 sccm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질량식

유량조절기를 사용하여 2 ppm에서 10 ppm까지 변화시켰

으며, 센서의 작동온도는 100 oC에서 300 oC까지 정확하

게 조절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스퍼터링 방법를 이용하여 SiO2/Si 기판위에 증착된

CuO 나노막대 씨앗층은 상당히 치밀하고 평탄한 표면

을 형성하며 고르게 성장되었고 약 20 nm의 두께를 갖

는다는 점을 SEM을 이용한 미세구조 관찰을 통해서 확

인하였다. CuO 결정상의 형성 여부는 XRD 분석을 통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열처리 공정을 거친 CuO

씨앗층과 CuO 나노막대 집합체에 대해 얻어진 XRD 패

턴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판에서 비롯된 Si(200), Si(220), Si(400) 회절선을 제

외한 나머지 유의미한 회절선들은 단사정계(monoclinic)

CuO 결정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CuO 결정

Fig. 2. Room temperature I-V characteristic curve for a p-type

semiconductor CuO nanorod gas sensor.

Fig. 3. Typical XRD patterns of the CuO seed layer and CuO

nanorods annealed in dry air at 400
o

C.

Fig. 4. (a) and (b) Typical top-view and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CuO nanorod array grown from 25 mM solution for 2 hours. (c)

Typical cross-sectional SEM image of CuO nanorod array grown from 25 mM solution for 4 hours. (d) Typical cross-sectional SEM image

of CuO nanorod array grown from 50 mM solution for 2 hours.



22 박수정·김효진·김도진

상의 (-111), (111), (202), (-113) 등의 회절선들이 관찰

된다는 점은 수열합성법으로 얻어진 CuO 나노막대 구

조가 다결정질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Fig. 4(a)는 2시간 동안 수열합성법으로 성장시킨 후 열

처리 공정을 거친 CuO 나노막대 구조의 표면을 보여주

는데, 여기서 CuO 나노막대가 묶음(bundle)형태로 자라

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b)는 CuO 나노막대의

단면 SEM 영상을 보여주는데, CuO 나노막대 구조가 매

우 촘촘한 구조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

략 30 nm 직경을 갖는 나노막대들이 330 nm의 길이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4(c)와 Fig. 4(d)

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열합성법으로 성장시킬 때 CuO

나노막대 구조는 성장 시간보다 몰 농도에 따라 달라짐

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d)는 50 mM의 조건에서 2

시간 동안 성장시킨 CuO 나노막대의 단면 영상을 보여

주는데, 나노막대 형상이 바늘과 유사한 형태로 길이가

600 nm이며 직경은 대략 30 nm인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일산화질소 가스에 대한 p형 CuO 나노막대 가스 센

서의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해 성장 시간 및 몰 비율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일산화질소 가스에 대한 반응성을

평가한 결과, 25 mM의 조건에서 2시간 동안 성장시킨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가 일산화질소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가스 센서의 가스 감도(sensitivity) S는 일반적으로 건

조 공기에서의 본래 저항 Ra에 대하여 센서가 건조 공기

속 검출대상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의 저항 변화(Rg-Ra)의

비로 정의된다: S(%) = |Rg-Ra|/Ra× 100.17) 여기서 검출대

상 가스와 감지체 사이의 흡착반응 메커니즘에 따라 센

서의 저항이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

여 가스 감도 S는 저항 변화의 절대값을 취해 산정된

다. 한편, NO 가스는 산화성 가스로서 다음과 같은 흡

착 반응을 통해 센서의 감지체로부터 전자를 포획한다18):

NO + e
−
→1/2N2+ Oad

−

여기서 Oad
−는 감지체 표면에 흡착되는 산소 이온을 나

타낸다. 따라서 공기 중 NO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n

형 반도성 감지체 센서의 경우에는 NO 가스 흡착 반

응 동안 전도 띠(conduction band)의 자유전자들이 NO

가스에 포획되어 전자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항이 상

승하는 반면에, p형 반도성 감지체 센서의 경우에는 NO

가스 흡착 반응 동안 원자가 띠(valence band)의 전자들

이 포획되어 양공을 생성하기 때문에 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p형 나노막대 집합체 센서가 NO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저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의 NO 가스 감지 특성은 100

oC에서 300 oC까지 이르는 여러 작동 온도에서 2 ppm에

서 10 ppm까지 NO 가스 농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였다. Fig. 5(a)는 작동 온도 150 oC, 180 oC, 200
oC, 230 oC에서 건조 공기 중 가스 농도가 10 ppm인 NO

가스에 대한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의 반응 곡선을 보

여주며, Fig. 5(b)는 작동 온도 200 oC에서 건조 공기 속

가스 농도가 2 ppm에서 10 ppm인 NO 가스에 노출된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의 반응 곡선을 보여준다. Fig.

5(a)와 5(b)에서 p형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의 반응 특

성이 작동 온도와 NO 가스의 농도에 의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

Fig. 6(a)는 작동 온도 200 oC에서 NO 가스 농도에 대

한 p형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의 감도 변화의 추세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가스 센서의 감도가 NO 가스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일관되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실상, 반도체 가스 센서의 감도는 경험적으로

Fig. 5. (a) Response curves of the p-type CuO nanorod gas sensor

for various working temperature upon exposure to 10 ppm NO gas

in dry air. (b) Response curves of the p-type CuO nanorod gas

sensor upon exposure to various NO concentrations in dry air at

2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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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S = APg
β. 여기서, Pg는 검

출 대상 가스의 부분압으로 가스 농도에 정비례하고, 감

도는 계수 A와 지수 β에 의해 규정된다.19) 지수 β는 흡

착된 표면 산소 이온과 기초적인 표면 반응의 종류에 의

존하는데, 대개 1 또는 1/2이라는 값을 나타낸다.19)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의 경우에는, Fig. 6(a)에서 볼 수 있

듯이, 전체적으로 β의 값이 1로 추산되는데, 이런 선형

관계(β = 1)는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의 경우에 흡착

된 표면 산소 이온이 주로 O−임을 시사한다.17) Fig. 6(b)

는 p형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가 건조 공기 속 10

ppm의 NO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작동 온도에 따른 감

도 변화를 보여준다. 가스 센서의 감도는 200 oC에서 대

략 93 %에 이르는 최대값을 나타내었는데, 이 값은 나

노막대, 나노선 등으로 구성된 다른 산화물 반도체 나

노구조 가스 센서의 감도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이다.

그런데, ZnO와 같은 n형 산화물 산화물 NO 가스 센서

의 최적 작동온도가 대개 300 oC에서 400 oC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p형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의 최적 작

동온도가 200 oC로서 더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

편, 작동온도 200 oC 이상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센

서 감도가 감소하는 원인은 주로 온도 증가에 따른 감

지체 CuO 나노막대의 열화로 인한 반응성, 즉 저항 변

화의 감소로 여겨진다.

Fig. 7은 작동 온도 230 oC에서 건조 공기 속 가스 농

도가 10 ppm인 NO 가스에 주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p

형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가 나타내는 전형적인 저항

반응 곡선을 보여준다. 반응 곡선의 가역적인 순환은 NO

가스 감지가 반복 가능하고 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 즉 p형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가 재현성과 안정

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가리킨다. 

산화물 반도체 가스 센서의 가스 감지 특성은 주로 감

지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흡착 산소와 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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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크기에 의존한다. 따

라서 감지체의 미세구조의 기하학적 얼개와 촉매 금속 원

소가 가스 센서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20) 여기서,

CuO 나노막대 센서의 감도가 여타의 산화물 반도체 나

노구조 가스 센서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이유는 나노막

대가 묶음 형태의 구조로 성장되어 다른 나노막대 구조

보다 비교적 낮은 유효 표면 반응 면적을 가졌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의 최적 작동

온도가 200 oC 정도로 비교적 낮은 장점은 표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

다. 물론 가스의 감지 특성은 표면 반응 면적 외에 결

정성과 다른 표면 특성에 의족하기도 하는데, 이런 효

Fig. 7. Dynamic response curve of the p-type CuO nanorod gas

sensor during periodical exposure to 10 ppm NO in dry air at

230
o

C.

Fig. 6. (a) Variations of the sensitivity for the p-type CuO nanorod

gas sensor as a function of NO gas concentration at operating

temperature of 200
o

C. (b) Sensitivity versus operating temperature

of the p-type CuO nanorod gas sensor when exposing to 10 ppm

NO in dry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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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수열 합성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p형 산화물 반도체

CuO 나노막대 집합체 가스 센서의 일산화질소 가스 감

지 특성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나노막대 구조의

p형 산화물 반도체 CuO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작동

하는 NO 가스 센서의 감지체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

을 예증하였다. 얻어진 실험 결과는 p형 CuO 나노막대

가스 센서가 상대적으로 낮은 200 oC라는 최적 작동온

도를 가지는 동시에 꽤 낮은 농도의 NO 가스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가역적인 반응을 나타냄으로서 가스 센

서로서의 회복성과 신뢰성도 보여주었다. 따라서 수열 합

성법으로 제작된 나노로드 구조의 가스 센서가 보다 낮

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저비용 고성능 NO 가스

센서의 제작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

다가 p형 CuO 나노막대 집합체는 현존하는 n형 감지체

ZnO 등과 조합함으로써 p-n 접합 가스 센서와 환경 및

광전 에너지 소자를 제작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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