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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microstructure and the CO gas sensing properties of Ag-CuO-SnO2 thin films prepared by co-
evaporation and subsequently thermal oxidation at air atmosphere. The sensitivity of a Cu-Sn films, thermally oxidized at 600

o
C, is

strongly affected by the amount of Cu. At Cu:7 wt%-Sn:93 wt%, the film exhibited a maximum sensitivity of ~2.3 to CO gas of 1000
ppm at 300

o
C. In contrast, the sensitivity of a Sn-Ag film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with the amount of Ag. An enhanced sensitivity

of ~3.7 was observed in the film with a composition of Ag:3 wt%-Cu:4 wt%-Sn:93 wt%, when thermally oxidized at 600
o
C. In

addition, this thin film shows a response time of ~80 sec and a recovery time of ~450 sec to 1000 ppm CO ga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CO sensitivity of the Ag-CuO-SnO2 thin films may be closely associated with coexistence of SnO2 and SnO phase, decrease
in average particle size, and a porous microstructure. We also suggest that co-evaporation and followed by thermal oxidation is a very
simple and effective method to prepare oxide gas sensor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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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상용화한 CO 가스센서는 n형 반도성을 나타내는

산화주석(SnO2)에 소량의 귀금속 원소(Pd, Ag, Pt)를 첨가

한 후막형 반도체식 센서이다.
1)

 이 방식의 SnO2계 센서

는 산화물 표면에 흡착한 산소와 환원성의 CO 기체 사

이의 반응에 의해 작동하고, 반응의 결과로 생긴 전기저

항의 변화를 감도(sensitivity)로 표현한다. SnO2는 일반적

으로 환원성 기체에 우수한 감응특성을 나타내는 재료이

나, SnO2 만으로는 감도, 선택성, 안정성, 전력소모 등에

서 단점이 있다. 하지만, SnO2에 금속 산화물을 첨가하면

SnO2 표면과 기체와의 반응성을 높인다. V2O5와 CuO는

각각 소자의 안정성과 감도 특성을 좋게 하는데,
2)

 특히 p

형 반도체 산화물인 CuO를 첨가하면 ppm 수준의 H2S,

H2, CH4 가스 뿐 아니라 CO 기체에도 SnO2의 감응 특성

을 높인다.
3)

 따라서 CuO를 사용한 SnO2 기체 센서에서

CuO와 SnO2의 이종접합을 시도하는 연구가 혼합 소결체,
4)

복층형 후막,
5)

 후막내 CuO 고정층,
6) 

CuO-SnO2 배열 접

합
7)

 등과 같은 여러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집적형 박막소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SnO2계

박막에서는 CVD, 스퍼터링, 졸겔 스핀코팅, 진공 증착 등

의 여러 제조방법으로 센서의 감도를 높이려는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
8-10)

 Yamazoe 등의 연구
11)
에 의하면 반도

체형 센서에서 감도는 평균 입도가 표면 공간 전하층, 즉

Debye 두께의 2배 이하면 크게 높아진다. 여기서 고감응

성은 입도가 감소하여 기체와 반응하는 비표면적이 증가

하는 데서 생긴다. Xu 등은
12)

 비표면적을 높인 다공성

SnO2 박막을 제조하였는데, ~10 nm의 입자크기에서 H2,

CO, CH4 가스에 대한 감도가 월등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Pt를 0.1 wt% 도핑한 SnO2 메조포어 박막에서는 200
o
C에

서 CO 기체에 대한 감도가 ~4000 정도로 높아진다는 사

례
13)
도 있다. 덧붙여, 첨가제의 분산 상태도 감도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자이다. Shim 등은
14)

 스퍼터

로 Sn/금속 이중층(double layer)을 만든 다음 바로 열산

화하여 박막을 제조하였는데, SnO2 담체(matrix)에 촉매

금속이 균일하게 분산하고, 감도가 10% 정도 좋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박막제조와 관련하여 공증발(co-evaporation)은 박막의

조성에 해당하는 금속원(source)들을 동시에 기화하여 첨

가제를 균일하게 분산한다. 그리고 이 방법은 비교적 간

단하지만, 진공도에 따라 박막의 미세조직을 크게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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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진공도가 낮으면 박막은 입자크기가 작고 비

표면적이 넓은 다공성이 된다고 한다.
15)

 증착한 금속 박

막에서는 산화 열처리 공정만으로도 쉽게 반도체 산화물

박막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증발과 열산화법

을 결합하여 SnO2계 박막의 감도특성을 높이기 위해 저

진공에서 공증발한 Sn-Cu-Ag 삼원계에서 열산화 온도와

첨가 조성에 따른 미세조직과 CO 감도특성의 변화를 조

사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감지막 제조

공증발로 백금 전극을 입힌 알루미나 기판 위에 Sn과

Ag, Cu를 증착하고 산화하여 Ag-CuO-SnO2 박막을 제조

하였다. Fig. 1은 박막에 형성한 내부전극 패턴의 모식도

를 나타낸다. 내부전극법은 센서 감지막과 전극의 접합강

도를 높여주고 감지가스의 확산과 반응을 줄일 수 있다.

센서의 표면부는 오염물질을 만날 때 공기 중에서 보호

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전극은 센서 소자의 안정성

을 높인다.
18)

 출발 물질로 100 메쉬 이하의 고순도 금속

분말 Sn, Cu, Ag (≥99.99%, CERAC)을 사용하였고, 각

분말을 해당 박막의 조성에 맞게 무게비로 정량하고 충

분히 혼합하였다. 혼합한 분말을 고온에서 반응성이 작은

Mo 발열체 위에 올리고 챔버내 진공도가 10
−1

torr가 되

도록 유지한 후, 6 mA의 전류를 순간에 가하여 기화 증

착하였다. 진공 증착한 박막은 600, 700, 800
o
C에서 각각

3시간 동안 대기 중에서 열산화한 다음 상온으로 서냉하

였다. 박막의 적정 열처리 온도를 결정하기 위해 박막 조

성에 해당하는 금속 분말을 각각 대기 중에서 분당 10
o
C

의 속도로 1000
o
C까지 열분석(DTA-TG; SDT2960, TA

instrument) 하였다. 

2.2. 미세구조와 감도특성 분석

박막 X선 회절분석기(X'pert MPD, Philips)를 사용하여

제조한 박막의 결정상을 분석하였다. 40 kV의 가속전압에

서 분당 5도의 주사속도로 2θ = 20~80
o
 영역에서 측정하

였다. 이 때 박막에 조사하는 X선의 입사각을 1.5
o
로 하

여 박막 층에 관한 회절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주사전자

현미경(S-4300SE, Hitachi)의 이차 전자를 사용하여 박막

표면을 관찰하였다.

열산화한 박막의 CO 가스 감지특성은 정적 측정과 동적

측정으로 나누어서 감도와 작동온도를 평가하였다. Fig. 2

는 두 측정법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기

체 센서의 감도는 전기 저항을 부하 저항과 직렬로 연결

한 회로에 일정한 전압을 인가할 때 흡착으로 생기는 저

항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고, S = Rair/Rgas로

정의한다.
 
여기서 S는 감도(Sensitivity), Rair는 공기중 저

항, Rgas는 측정 가스 하에서 저항을 나타낸다. 정적 측정

에서는 동적 측정을 위한 센서의 작동 온도를 결정하고

감지 특성의 예비 자료를 얻기 위하여 챔버가 10
−1

torr의

진공 상태에 이르면 CO 가스를 상압(760 torr)까지 채우

고 상온에서 300
o
C까지의 온도에서 저항 변화를 연속하

여 읽어서 감지특성을 평가하였다. 동적 측정에서는 석영

관상로 중앙에 박막을 Ag 페이스트(GMT-5178, Fujikura

Kasei)로 고정하고, 정적 측정으로 알아낸 작동 온도까지

가열한 후 가스 혼합기(MFC)로 CO 가스를 공기와 혼합

하여 흘려주면서 감도와 응답시간을 측정하였다. 온도에

따른 저항변화는 전위계(6517A, Keithley)를 사용하여 각

온도에서 10분간 안정화한 다음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분석

Fig. 3(a)~(c)는 Sn, Cu, Ag 분말을 각각 열분석한 결과

를 보여준다. Sn의 경우 녹는점인 ~230
o
C 부근에서 강한

흡열피크가 나온다. 온도를 증가하면 660
o
C와 850

o
C에서

두 개의 발열피크가 나오는데, Sn이 SnO에서 SnO2로 연Fig. 1. Schematic diagram of platinum electrodes. 

Fig. 2. Schematic diagrams of gas sensing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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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여 산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Sn은 1000
o
C 이하에서

두 번의 산화 반응을 거치면서 총 ~38%의 무게가 증가

하였다. Cu는 298
o
C에서 CuO로 산화하면서 ~45% 무게

가 증가하였다. Ag의 열분석 곡선에서는 오직 하나의 흡

열피크가 ~950
o
C 부근에서 나오는데 Ag의 녹는점에 해

당한다. 열분석 결과는 Sn과 Cu를 모두 산화하기 위해서

는 최소한 600
o
C 이상의 열처리가 필요하고, 적어도 950

o
C

까지도 Ag는 금속상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Ag-Cu-Sn을 증착한 박막을 600~800
o
C

에서 열산화한 다음 CO 기체에 대한 감도특성을 조사하

였다. 

3.2. Cu와 Ag 첨가와 열산화 온도에 따른 감도 특성 

SnO2 박막에서 감도특성과 관련하여 Cu와 Ag의 첨가

량과 열산화 온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먼저 조성을 Cu-Sn

과 Ag-Sn으로 달리하여 정적측정으로 CO 감도를 조사하

였다. Fig. 4는 600
o
C에서 열산화한 박막에서 Cu와 Ag 첨

가에 따라 박막의 CO 기체감도가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

낸다. 감도는 300
o
C에서 측정하여 순수한 Sn만을 열산화

한 박막의 감도와 비교하였다. Cu만을 첨가한 박막에서

CO 기체감도는 첨가량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

였다. 감도는 Cu를 7 wt% 첨가한 조성에서 2.3으로 가장

높았다. 600
o
C에서 Cu는 산화하여 CuO가 되므로, 감도의

증가는 박막에서 SnO2 표면에 형성하는 CuO 상과 관련

이 있어 보인다.
16)

 열산화로 CuO가 생겨나면 SnO2와 p-n

이종접합을 할 수 있다. 이종접합 센서의 감도는 이종접

합한 계면에서 생긴 공핍층(depletion layer)의 전하 운반

자 농도 변화에 의존한다. p-n 이종접합이 증가할수록 공

Fig. 3. DTA-TG analysis of Sn (a), Cu (b), and Ag (c) powders.

Fig. 4. Sensitivity of Cu-Sn (a) and Ag-Sn (b) thin films

statically measured at 300
o
C. The films are thermally

oxidized at 6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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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층에서 나가는 전자의 양이 늘어나므로, 이 공핍층에서

전기전도도의 감소는 SnO2 단독의 경우에 비해 매우 큰

값을 보인다. Cu 7 wt% 첨가조성에서 감도의 증가는 접

합계면이 증가하여 공핍층의 에너지 장벽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유사하게 Tamaki 등의 연구
15)
에 따르면 Sn

과 Cu를 1 Torr의 저 진공하에서 증착하여 열산화한 CuO-

SnO2 박막에서 CO와 같은 환원성 기체인 H2S에 대해 높

은 감도특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기체 감

도에 영향을 주는 이종접합 효과는 Cu의 첨가량이

~10 at.% 이하에서만 나타난다. 

반면 Ag만을 첨가한 박막에서 감도는 큰 폭으로 변화

하지 않았다. 3 wt% 첨가한 박막에서 감도는 ~8% 정도

더 증가하였다. Pd, Pt, Au, Ag 등과 같은 귀금속의 일함

수는 SnO2의 전자 친화력보다 크다. 이때 귀금속과 반도

체가 표면에서 접촉하게 되면 반도체에서 금속으로 전자

가 이동하여 익류(spillover)를 일으킨다. 반도체의 표면에

는 전자가 결핍한 공핍층과 쇼트키 장벽(schottky barrier)

이 생겨난다. 여기에 촉매금속 표면에서 산소가 음이온

형태로 흡착하거나, 산화물을 형성하면 더 많은 전자가

반도체로부터 촉매금속으로 이동하여 피검가스에 대한 감

응성이 증가한다.
18)

 Ag의 경우 600
o
C의 온도에서 산화하

지 않으므로 금속 상태에서 전자의 익류를 일으킬 수 있

다. H2S 기체에 대해 Liu 등은 진공 증착법으로 제조한

SnO2 박막에서 Ag 첨가는 ~16 at.% 이하에서 감도를 높

인다고 보고하였다.
19)

 따라서, Ag가 일으키는 전자익류는

기체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열산화 온도에

따른 감도 특성과 관련하여 Cu-Sn과 Ag-Sn 두 박막에서

모두 감도는 박막을 600
o
C에서 열산화하면 최대가 되었

고, 온도를 800
o
C까지 더 올리면 점차 감소하였다. 

상기 결과를 토대로 Ag-Cu-Sn의 혼합 조성을 삼원계에

표시하여 정적측정에서 얻은 감도와 함께 Fig. 5에 나타

내었다. 전체 조성에서 Sn이 차지하는 비율을 93%로 고

정하고 Ag와 Cu의 첨가량을 더하여 7 wt%가 되면 감도

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 조성에서도 CO 감도는 Ag와

Cu의 혼합비율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감도는

Ag:3 wt%-Cu:4 wt% 조성에서 3.5로 최대가 되고, 여기서

Cu와 Ag의 혼합비율을 달리하면 다시 감소한다. 감도비

는 Cu나 Ag만을 첨가하여 열산화한 박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다. Cu-Sn의 결과와 비교하면 Cu의 첨가량

이 3 wt% 정도 감소한 조성에서 감도가 증가하였는데, Ag

첨가 때문에 이종접합 계면에서 전하 운반자 농도가 다

소 높아졌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Fig. 6은 Ag:3 wt%-Cu:4 wt%-Sn:93% 조성을 증착한 박

막에서 열산화 온도에 따라 감도가 변화하는 경향을 나

타낸다. Cu-Sn과 Ag-Sn의 결과와 동일하게 600
o
C에서 온

도를 더 올리면 감도는 크게 감소하여 800
o
C에서는 1.2

정도의 감도가 나왔다. 열산화 온도에 따른 감도의 변화

는 Ag-Cu-Sn 삼원계를 증착한 박막에서 감도특성이 결정

상과 미세조직에 연관하고 있음을 말한다. 

3.3. 박막의 결정상

저진공에서 주조성인 Sn에 Cu와 Ag를 각각 4 wt%,

3 wt% 혼합한 분말을 공증발하고 600~800
o
C의 온도범위

에서 열산화한 박막의 X선 회절결과를 Fig. 7에 나타내

었다. 증착한 박막에서는 Sn(JCPDS, #04-0673), Cu(#04-

0836), Ag(#04-0783)와 기판인 Al2O3에 해당하는 회절선

이 모두 나온다. 600
o
C에서 열처리하면 Ag를 제외한 두

물질은 모두 SnO, SnO2(#4-1445)와 CuO(#45-0937) 상으

로 산화한다. 700
o
C 이상에서 Sn은 완전히 SnO2 상으로

전이하는 반면 Ag는 산화하지 않는다. Cu와 Ag의 첨가

비율을 높여 주어도 800
o
C에서 새로운 결정상은 나오지

Fig. 5. Composition diagram of Ag-Cu-Sn films and sensitivity

dynamically measured at 300
o
C. The thin films are

thermally oxidized at 600
o
C for 3 h.

Fig. 6. Variation of sensitivity of Ag:3 wt%-Cu:4 wt%-Sn:93

wt% thin film with thermal oxida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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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열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600
o
C에서 열처리한 박

막에서 SnO와 SnO2 상이 출현하는데, SnO2 상이 더 우세

하게 나온다. 상평형도에 따르면 Sn은 ~50 at.% 이상의

Cu와 Ag를 고용한다. 하지만 증착한 박막에서는 Cu와 Ag

가 Sn에 혼재한 상태로 금속상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Ag-

Cu-Sn 삼원계를 공증발하여 열산화한 박막에서 산화물의

결정상은 이 세 금속 사이의 나노계면에서 비평형 반응

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Fig. 8에 감도 특성이 높은 Ag-Cu-Sn 혼합조성에서 Ag

와 Cu의 비율에 따른 박막의 표면을 주사전자 현미경으

로 관찰한 사진을 나타낸다. 평균 ~50 nm 정도의 입자들

이 서로 뭉쳐서 ~200 nm의 집합체(cluster)가 생겨났고, 미

세조직은 전반적으로 다공성이었다. Cu나 Ag의 첨가량을

달리하여도 미세조직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Cu 첨가

량을 증가하거나 Ag 첨가량을 감소하면 평균입도는 ~80 nm

정도로 증가하고 집합체로 뭉치는 경향이 줄어든다. Tamaki

등은
15)

 진공 증착 후 열산화로 만든 다공성의 SnO2 박막

에서 H2S 가스에 대한 감도 증가가 이러한 클러스터의

형성과 그 크기에 관련한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첨가조성과 열산화 온도에 따

른 감도의 변화는 박막에서 SnO와 SnO2 상의 공존, 평균

입도의 감소와 다공질한 미세조직 등의 세 인자들에 동

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생성한 결정상

의 종류가 감도를 높이는데 가장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인자들의 영향은 서로 얽혀서, 인자를 분리해

서 고려하기는 힘들었다. 한편, 감도와 관련하여 Calderer

등은
20)

 SnO2 박막에서 p형의 반도성 산화물인 SnO상이 공

존하면 더 높은 감도비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Fig. 9

의 EDS 분석결과는 감도가 가장 높은 Ag:3 wt%-Cu:4

wt% 혼합조성에서 Cu와 Ag 조성이 SnO2 조성과 더불어

박막 평면상으로 균일하게 분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

증발은 첨가제를 균일하게 분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3.4. 작동온도와 응답특성 평가 

감도 측정시 센서의 작동온도는 소비전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Ag:3 wt%-Cu:4 wt% 조성

의 SnO2 박막에서 CO 기체를 감지하는 작동온도를 동적

측정으로 조사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100~350
o
C에

서 감도는 온도 증가에 따라 점점 증가하였고, 300
o
C에서

Fig. 7. XRD patterns of Ag:3 wt%-Cu:4 wt%-Sn:93 wt% thin

film with various thermal oxidation temperatures. 

Fig. 8. Surface microstructures of the films thermal oxidized at

600
o
C for 3 h: (a) Ag:2 wt%-Cu:5 wt%-Sn:93 wt%, (b)

Ag:3 wt%-Cu:4 wt%-Sn:93 wt%, and (c) Ag:4 wt%-

Cu:3 wt%-Sn:93 wt%. 



434 지인걸·한규석·오재희·고태경

한국세라믹학회지

~3.7로 최대가 되었다. 동적측정으로 얻은 감도값은 정적

측정의 결과와 비교하여 거의 같았다. Fig. 11은 1000 ppm

CO 가스에 대한 응답시간과 회복시간을 보여준다. 일반

적으로 센서의 저항은 가스에 노출되면 빠르게 떨어졌다

가 가스가 탈착하면 다시 초기 값으로 회복하게 된다. 여

기서 센서가 일정 농도의 기체에 노출시 기체를 감지하

는데 걸리는 시간은 응답시간(response time)이고, 가스 감

지 후 다시 초기 값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회복시간

(recovery time) 이다. 공기분위기에서 저항값이 안정하도

록 30분 동안 둔 다음 CO 가스를 흘려주었는데, 최대 감

도를 나타내는 응답시간은 ~80초이었고, ~450초가 지난

다음 회복하였다. 

4. 결 론

Ag-Cu-Sn를 저진공에서 증착한 다음 열산화한 Ag-CuO-

SnO2 박막에서 Cu와 Ag의 첨가조성과 열산화 온도에 따

른 미세조직과 CO 기체 감지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Sn을 주조성으로 하고 Cu만을 첨가한 박막에서 CO 기체

감도는 300
o
C의 측정온도에서 첨가량에 따라 거의 선형

적으로 증가하는데, Cu를 7 wt% 첨가할 때 감도는 2.3으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다시 감소하였다. 반면 동일한

측정온도에서 Ag만을 첨가하면 감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

았다. 정적측정에서 CO 기체감도는 혼합조성으로 Ag와

Cu를 3 wt%, 4 wt%로 동시에 첨가하면 3.5로 크게 증가

하였다. 이러한 감도의 증가는 박막에서 SnO와 SnO2 상

의 공존, 평균입도의 감소, 다공질한 미세조직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동적측정에서 Ag:3 wt%-

Cu:4 wt% 조성의 SnO2 박막은 1000 ppm의 CO 가스에

대해 300
o
C에서 최대 ~3.7의 감도를 보였다. 또한, 응답

시간은 ~80초, 회복시간은 ~450초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는 반도체식 박막형 가스센서를 제조하는데 있어 공

증발과 열산화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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