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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differential electrode equilibria approach, potentiometric YSZ sensors with semiconducting oxide electrodes for CO
detection are developed. To improve the selectivity, sensitivity and response-time of the sensor, our strategy includes (a) selection of
an oxide with a semiconducting response to CO, (b) addition of other semiconducting materials, (c) addition of a catalyst (Pd), (d)
utilization of combined p- and n-type electrodes in one sensor configuration, and (e) optimization of operating temperatures. Excellent
sensing performance is obtained by a novel device structure incorporating La2CuO4 electrodes on one side and TiO2- based electrodes
on opposite substrate faces with Pt contacts. The resulting response produces additive effects for the individual La2CuO4 and TiO2-
based electrodes voltages, thereby realizing an even higher CO sensitivity. The device also is highly selective to CO versus NO with
minor sensitivity for NO concentration, compared to a notably large CO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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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센서는 가스 사용 증대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 공

해 차단,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품중

의 하나이다. 가스센서는 크게 고체전해질 전기화학 가스

센서, 촉매형 연소센서, 반도체형 가스센서 등이 있다.
1,2)

그 중 고체전해질 전기화학 가스 센서는 높은 감응성과

선택성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4)

 고체 전

해질 전기화학 가스센서는 가스 농도에 따른 두 전극의

전위차를 읽어 들이는 전위차(potentiometric) 가스센서와

일정한 전류를 가해주어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전류측

정(amperometric) 가스센서로 크게 나뉜다. 그 중 전위차

가스센서는 특정한 전류 인가 장치가 필요 없기에 지난

수년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4-6)

전기화학적 고체전해질 전위차 센서는 기체의 흐름에

서 특정 종류의 기체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전기적 신호

로 전환한다. 간단한 전위차 가스센서는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YSZ) 전해질과 백금(Pt), 금(Au) 감지전극으로

구성된다.
7,8)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CO) 가스센서의 경우

산소(O2) 존재 하에서 CO 가스의 산화가 Au 전극이 아

닌 Pt 전극에서 촉매반응에 의해 열역학적 평형으로 다다

른다. 따라서 Pt 전극에서 CO의 산화로 O2를 소비하기에

Au 전극보다 더 낮은 가 형성되고, YSZ 전해질에 걸

쳐서 두 전극에 non-Nernstian 전위차가 형성된다.
9,10)

두 개의 다른 반도체 산화물 전극의 non-Nernstian 전위

거동을 설명하기 위해, 학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감지 메커니즘은 “mixed potential 이론”이다.
11-13)

 이 이론

은 각 전극에서 발생하는 산화 환원 반응간의 평형 차이

로 인하여 두 전극간에 전위차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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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기 중에 일산화질소 (NO) 가스를 포함하는

기체혼합물에 노출된 YSZ 전해질의 경우 다음의 반응은

각 전극에서 전극 전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2)

즉 O2의 환원반응과 NO 가스의 산화반응 속도가 달라

지면서 전위차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NO 가스는

실제 센서의 작동 온도에서 O2와 N2의 열역학적 평형이

전극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14,15)

 또한 실제 배

기 가스에는 다수의 추가적인 가스들이 non-Nernstian 거

동을 형성 할 수도 있다.
15)

 추가로 반도체 산화물 전극의

경우 표면형태, 흡-탈착, 그리고 입자 크기로 인한 감지

특성이 변하는 것을 mixed potential 이론으로는 설명이

쉽지 않다.
6,11)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 Wachsman은 감지 메

커니즘으로서의 “Differential Electrode Equilibria”에 기반

을 둔 새로운 과학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15)

 이 접근

법은 반도체 산화물 전극 흡-탈착 거동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전기촉매적 활동에 의한 전압 의존도에 대해 보다 포

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Differential electrode equilibria”

는 같은 기체 흐름에서 두 전극 사이에 이종 반응속도

(heterogeneous kinetics)에 의하여 전기화학적 전위차 (elec-

trochemical potential)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전기화학분야

에서 반도체 전극의 전기화학적 전위는 그 전극에서 전

자의 페르미 준위와 평형이다. 만약 두 전극이 가스에 노

출될 경우 반도체 산화물 전극의 전자 페르미 준위는 금

속 전극의 전자 평균 에너지와 달라지게 되어 두 전극 사

이에서 전위차가 발생된다. 또한 두 전극의 서로 다른 전

기화학적 평형이 기체 흡착으로 인한 열역학적 반응속도

차이에 의해 발생되고, 이는 기체 혼합물에서 특정 기체

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센서의 가스 선

택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17-22)

위의 대략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CO 가스 감지를 위한

반도체 산화물 전극을 가진 고체상 전위차 YSZ 센서가

개발되었다. 많은 반도체 산화물 (e.g. SnO, ZnO, TiO2)

등이 고체전해질 센서의 전극 및 반도체형 가스센서로 연

구되어 왔다.
23-26)

 그 중 TiO2 기반 센서는 CO 가스에 높

은 감지성을 나타내는 반면, La2CuO4 전극은 NOx 가스

에 높은 감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20-22,27,28)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를 가지는 La2CuO4는 이온전자

혼합전도체(mixed ionic-electronic conductor)로서 NOx 가

스에 대해서는 높은 민감도를 보임과 동시에 CO2나 CO

가스에 대해서는 높은 선택성 때문에 350~600
o
C에서 NOx

가스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감지 전극으로 고려되고 있

다.
22,29)

 하지만 최근까지도 가스센서의 선택성, 반응시간,

감응성, 가역성, 비용과 같은 모두 특성들을 완전히 수용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센서의 필수 특성들을 향상

시키기 위해 먼저 CO 가스에 크게 반응하는 반도체 산화

물을 선택하고, 이에 다른 반도체 산화물을 첨가하여 선택

성을 향상 시키며, Pd 촉매를 첨가하여 반응시간과 감지

성을 향상 시킨다. 또한 한 개의 센서 구조에 p-와 n-타입

전극을 결합하여 가스 선택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논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

다.
27,28)

 또한 이번 연구는 단일 센서의 전극이 La2CuO4와

TiO2 (Cell I) 또는 복합 TiO2 전극 (Cell II) 일 때 NO와

CO를 동시에 따로따로 감지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떤

감지 특성을 보이는지 등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2. 실험방법

Fig. 1에 있는 것처럼 La2CuO4와 TiO2 감지 전극을 기

반으로 한 YSZ 전해질 전위차 전기화학 CO 센서가 연

구되었다.

(Cell I)

(Cell II)

여기서 TYP는 TiO2(anatase, 99.9%, Alfa Aesar, USA),

Y2O3(99.99%, Alfa Aesar), Pd(99.99%, Alfa Aesar)를 85

:10:5의 질량 비율로 섞은 복합 전극이다. Fig. 2는 YSZ

전위차 센서의 구조이다. YSZ 기판 (1 cm×2 cm×0.1 mm

두께)은 테이프캐스팅된 전해질을 Marketech International

(Ceraflex, USA) 에서 구입하였고, TiO2 (anatase), Y2O3,

Pd, 분말은 Alfa Aesar로부터 구입되었다. La2CuO4 분말

은 자동점화 분말연소법(auto-ignition powder synthesis)에

의해 자체적으로 합성되었다.
30)

 먼저 La(NO3)3·5H2O,

Co(NO3)2·6H2O, 그리고 Cu(NO3)2·3H2O(Alfa Aesar, 99.99%)

O2 2e
 –

2Oads

 –
→+

NO Oads

 –
NO2 e

 –
+→+

CO N2 O2+ +( )La2CuO4 YSZ TiO2 CO N2 O2+ +( )⁄⁄

CO N2 O2+ +( )Pt La2CuO4,

Y⁄ SZ TYP Pt CO N2 O2+ +( ),⁄

Fig. 1. Cell configuration of potentiometric sensors using

La2CuO4 and TiO2-based semiconducting oxide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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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염들은 초순수물에 용해되었고, 0.098의 비율로 구연

산이 적절히 추가되었다. 용액의 온도가 증가하자 질산염

이 녹아있는 용액은 젤(gel) 상태로 바뀌다가 갑작스럽게

열이 발생하면서 재(ash) 상태로 변한다. 결과물은 결정구

조를 이루기 위해 800
o
C에서 4시간 동안 소결되었다. 

TYP, TiO2, La2CuO4 전극들은 YSZ 전해질 양측에 스크

린프린트 되었고, 125
o
C 건조된 후 700

o
C에서 소결되었다.

이후 Pt 선을 각 전극에 Pt 잉크와 함께 붙인 후 전극과

같은 조건으로 열처리 되었다. 생성된 센서 전극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 미세구조, 표면적 등이 XRD (Philips

APD 3720), SEM (JSM-35CF JEOL), BET (Quantachrome

Corporation)에 의해 각각 조사되었다. 

CO에 대한 센서들의 선택성, 민감성, 응답시간, 환원성

은 다양한 온도에서 CO 농도를 변화 시키면서 연구 되었

다. 3%의 O2와 H2O를 함유한 고순도 질소가스 (99.999%)

를 250 sccm의 총 유동속도에서 CO의 농도를 변화시키면

서 운반하는 가스로 사용했다. 센서 신호는 디지털 멀티미

터 (Keithley 2000)로 측정되었고 LabView 프로그램을 통

해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기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센서의 감지특성을 조사하기 전에 감지전극의 물리학

적 특성이 SEM과 BET에 의해 조사되었다. Fig. 3은 스

크린프린팅을 통해 YSZ 기판에 증착된 La2CuO4와 TiO2

감지 전극의 SEM 미세구조 사진이다. TiO2 분말은

0.1~0.3 µm의 크기와 3~5 m
2
g
-1
의 표면적을 갖는 구형 입

자인 반면, La2CuO4 입자는 0.15 µm 이하의 평균크기와

16.7 m
2
g
-1

 이하의 표면적으로 매우 미세한 미세구조를 나

타낸다. 또한, 자동-점화 분말합성법을 통해 준비된 La2CuO4

전극내의 초미세 입자들은 각질이 일어난 듯한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다. Y2O3와 Pd이 첨가된 TYP 복합전극은 미

세구조에 있어서 TiO2 전극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먼저 YSZ 전해질 전위차 CO 가스센서는 500~600
o
C에

서 CO와 NO 가스의 민감도와 선택도의 관점에서 각각

연구되었다. Fig. 4는 Cell I의 600
o
C, 10~1,000 ppm CO

농도에서 감지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센서는 상당한 가역성과 함께 높은 출력 전압을 보여준

다. 또한 센서의 반응 과 복구 시간은 약 30초 이내로 매

우 자발적이다. 이러한 높은 감지특성은 CO 가스에 대한

La2CuO4와 TiO2 전극의 초미세 입자 크기로 인한 반응

Fig. 2. The device structure of potentiometric sensors.

Fig. 3. The SEM micrograph of the thick film deposited on an YSZ

substrate. (a) La2CuO4 electrodes; (b) TiO2 electrodes.

Fig. 4. Voltage response to CO gas at different ranges of O2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time at 600
o
C in Cell I.

Fig. 5. Voltage response of Cell I (closed symbol) and II (open

symbol) as a function of CO and NO concentration at

500 and 6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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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30,31)

 또한 p-type 반도체

La2CuO4 전극의 (+) 전압 값과 n-type 반도체 TiO2 전극

의 (−) 전압 값의 합 효과로 인하여 더욱 증가된 감응성

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7,28)

 동일한 특성이 La2cuO4

와 TYP 전극으로 구성된 Cell II에서도 관찰되었다. 

Fig. 5는 500~600
o
C에서 0~1,000 ppm CO와 NO 농도

에 대한 Cell I과 Cell II의 감응성을 보여준다. 두 센서 모

두 가스 측정 범위 내에서 감지 특성은 가스 농도와 더불

어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온도 증가에 따라

감응성은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고온에서 CO 가

스의 증가된 촉매적 산화반응(catalytic oxidation)에 의해 전

극 표면에서 CO 가스의 흡착(adsorption) 특성이 감소하였

고, 반응에 의해 생성된 전자들이 전도대 (conduction band)

로 여기 (excited) 되면서 센서 출력 값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6,22,29)

(3)

온도에 따른 두 센서의 감응성은 Table 1에 정리 되었

다. 온도 500
o
C와 600

o
C에서 TiO2/La2CuO4 전극으로 구

성된 Cell I의 감응성은 각각 −56.24와 31.54 mV/log

[CO, ppm] 이고, TYP/La2CuO4 전극으로 구성된 Cell II

의 감응성은 각각 −48.45와 −34.29 mV/log [CO, ppm] 이

었다. 즉 Cell I은 높은 온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 반

면, Cell II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센서들의 NO 가스에 대한 선택성도 연구 되었고, Fig. 5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Cell I과 II는 CO

가스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감응성을 나타내었고, NO 가

스에 대한 선택성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 가

스센서로도 여러 가스들, 즉 CO, NO, NO2를 동시에 측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예를 들어, TiO2,

WO3, La2CuO4 전극으로 단일 센서로 제조 할 경우 각각

의 전극은 CO, NO2, NO 가스들을 가스간의 적은 간섭하

에서 500~600
o
C에서 간단한 전압 출력 값으로 각각의 가

스 농도를 측정 해 낼 수 있다. 또 하나의 매력적인 특징

은 Cell I은 백금과 같은 귀금속 전류 집전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CO 가스에 대한 높은 감응성과 NO 가스에 대한

선택성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결과로 결과는 생략됨). 이

는 차후 백금과 같은 귀금속 잉크를 사용한 전류 집전체

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저렴한 가스센서를 생산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 결 론

반도체 산화 재료들을 전극으로 하는 YSZ 고체전해질

전기화학 전위차 CO 가스센서가 연구되었다. 반도체 산

화 재료로는 CO 가스에 대한 높은 감응성을 보이는 TiO2

기반 전극(TiO2, TYP)과 NOx 가스에 대해 높은 감응성을

나타내는 La2CuO4 전극이 사용되었다. 가스센서들은 가

스 농도와 더불어 전압 값은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온도 500
o
C와 600

o
C에서 TiO2/La2CuO4 전극으로 구성된

Cell I의 감응성은 각각 −56.24와 31.54 mV/log [CO,

ppm] 이고, TYP/La2CuO4 전극으로 구성된 Cell II의 감응

성은 각각 −48.45와 −34.29 mV/log [CO, ppm] 이었다.

또한 Cell I과 II는 CO 가스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감응

성을 나타내었고, NO 가스에 대한 선택성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 가스센서로도 여러 가스들, 즉 CO,

NO, NO2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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