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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MeO3 (Me = Cr, Co) powders were prepared using the polymeric precursor method. The effects of the chelating

agent and the polymeric additive on the synthesis of the LaMeO3 perovskite were studied. The samples were synthesized using

ethylene glycol (EG) as the solvent, acetyl acetone (AcAc) as the chelating agent, and polyvinylpyrrolidone (PVP) as the

polymer additive. The thermal decomposition behavior of the precursor powder was characterized using a thermal analysis (TG-

DTA). The crystallization and particle sizes of the LaMeO3 powders were investigated via powder X-ray diffraction (XR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nd particle size analyzer, respectively. The as-prepared precursor

primarily has LaMeO3 at the optimum condition, i.e. for a molar ratio of both metal-source (a : a) : EG (80 a : 80 a) : AcAc (8

a) inclusive of 1 wt% PVP. When the as-prepared precursor was calcined at 700oC, only a single phase was observed to

correspond with the orthorhombic structure of LaCrO3 and the rhombohedral structure of LaCoO3. A solid-electrolyte

impedance-metric sensor device composed of Li1.5Al0.5Ti1.5(PO4)3 as a transducer and LaMeO3 as a receptor has been

systematically investigated for the detection of NOx in the range of 20 to 250 ppm at 400oC. The sensor responses were able

to divide the component between resistance and capacitance. The impedance-metric sensor for the NO showed higher sensitivity

compared with NO2. The responses of the impedance-metric sensor device showed dependence on each value of the NOx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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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ervoskite 구조의 LaMeO3 (Me = Cr, Co)는 고온의 산

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높은 전기

전도도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고체산화연료전지(SOFC) 전

극재료 또는 가스 센서의 검지재료 응용이 모두 가능하

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1-3) 또한 LaMeO3 산화물

은 MHD (magnetohydrodynamic) 발전에 있어서 전극재

료4)로서, CH4 연소에서 촉매역할5)로서 이용되고 있다. 도

핑된 LaMeO3는 높은 전자 전도도 때문에 고체산화연료

전지의 연결재 (interconnect)6,7)로 이용되고 또한 산소이

온 전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센서와 산소 투과

멤브레인으로서의 응용성에 대해 연구되어지고 있다.8,9) 특

히, LaMeO3를 고체산화연료전지 등에 응용되기 위해서는

지르코니아 전해질과 동시 소성 (1300~1400oC)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낮은 소결온도에서 치밀화를 보이는 분

말을 제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열합성법,10) 공침법,11)

Pechini,12) Glycine-nitrate,13) Citrate-nitrate,14) EDTA-nitrate15)

등의 다양한 합성법이 최근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가스

는 인체에 호흡기 장애, 광화학 스모그 및 환경오염에 원

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

존의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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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사용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검지하는 센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가스 센서의

수용체(Receptor)에 대한 감지 메커니즘은 피검가스에 노

출되면 저항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임피던스형 가스센서 디바이스는 피검가

스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는 수용체 재료와 이러한 정보

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기(Transducer)로 구성되어

있다.16) 이와 같은 임피던스형 가스센서는 저항 뿐만 아

니라 캐패시턴스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 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MeO3 (Me = Cr, Co)를 낮은 온도에

서 미립의 분말로 얻기 위하여 다양한 합성법 중 킬레

이트제(Chelating agent)로 Acetyl acetone을, Polymer

additive로 Polyvinylpyrrolidone를 사용하는 polymeric pre-

cursor (PP)법으로 합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킬레이트제

와 Polymer additive의 다양한 양의 변화를 통한 분말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러한 최적 조건을 바탕으로 얻

어진 분말이 피검가스에 대한 선택과 민감한 반응을 얻

기 위한 수용체 재료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임피던스형

NOx 가스센서의 검지특성을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의 금속염의 출발원료로서 Lanthanum nitrate

[La(NO3)3·6H2O, Wako, 99.9%], Chromium nitrate [Cr

(NO3)3·9H2O, Samchun, 98%], Cobalt nitrate [Co(NO3)3

·9H2O, Samchun, 98%]을 각각 1:1 몰비로 하여 Polymer

precursor법에 의한 LaMeO3 (Me = Cr, Co) 합성과정을

Fig. 1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출발원료들은 용매인

Ethylene glycol (EG, Samchun, 99.5%)에, 킬레이트제로

서 Acetyl acetone (AcAc, Samchun, 99%)을 그리고 Poly-

meric additive는 Polyvinylpyrrolidone (PVP, Aldrich)을

사용하여 60oC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여 투명한 용액을 제

조하였다. 본 실험에서 이용한 각각에 대한 혼합비율인

Table 1과 같은 조건에서 제조된 용액은 히팅맨틀을 이용

하여 220oC의 온도 조건에서 모두 증발될 때까지 가열반

응시켜 전구체 분말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전구체

분말을 분쇄 후, 열처리를 통해 LaMeO3가 합성되는 온

도를 살펴보았다.

제조된 전구체 분말은 열중량 및 시차열분석(TG-DTA,

MAC-2000, Japan)을 이용하여 LaMeO3가 합성되는 분말

의 대략적인 하소온도의 결정, 시료의 온도증가에 따른 무

게 감량 및 열분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000oC까지

10oC/min의 승온조건에서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

적 하소온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 600, 700 그리고

800oC의 조건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제조된 분말의 결정상 및 상전이 분석을 위하여 XRD

(D1w,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측정(CuKα1, 2o/min,

2θ = 20~80o) 하였다. 그리고 분말의 입자 크기와 형상은

FE-SEM (OPTIPHOT-100, Japan)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N2 흡탈착 비표면적 분석 장비(Micromeritics Ins, USA)를

Fig. 1. Experimental flowchart for synthesis of LaMeO3 (Me = Cr,

Co) powders by polymeric precursor method.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tarting Materials.

La source + Ethylene 

glycol (mol)

Cr source + Ethylene 

glycol (mol)

Acetyl Acetone 

(mol)
PVP (wt%)

TG (%) PSA, d(0.5) 

(µm)

BET (m2/g) 

(700o

C)Total II → III

La (a) + EG (80 a) Cr (a) + EG (80 a)

8 a

0.5 11.16 5.95 3.2 6.0

1 8.94 5.14 2.6 11.3

2 32.33 4.79 29.2 -

4 75.19 0.37 185.0 -

16 a 1 14.59 5.04 2.2 7.3

32 a 1 11.46 5.60 4.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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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BET 비표면적을 분석하였다. 입도분석기(Master sizer

2000, Malvern, Germany)를 사용하여 입자의 크기 및 분

포를 측정하였다.

임피던스형 가스센서 소자는 트랜스듀서로 사용되는 고

체전해질 Li1.5Al0.5Ti1.5(PO4)3 (LATP) disc의 한쪽 면에 대

칭적으로 Au 전극을 입혀주고, 리셉터로는 최적 조건에서

얻어진 LaMeO3를 페이스트로 만들어 고체전해질의 다른

면 위에 도포하여 적층형으로 제작하였다.16) MFC를 이용

하여 피검가스인 NOx 를 20~250 ppm의 범위에서 100

ml/min 의 유속으로 흘려주면서 저항과 캐패시턴스의 변

화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LCR meter (HIOKI, LCR high

tester 3522-50, Japan)를 사용하여 1 kHz, 0.5 V의 조건,

측정 소자의 온도는 400oC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LaCrO3를 미립의 결정분말을 얻기 위하여 Table 1과 같

이 정리된 제작 조건에서 PP 법으로 합성하였다. 킬레이

트제로 사용되는 AcAc의 양과 Polymer additive로 사용

되는 PVP의 다양한 양의 변화를 통한 분말의 특성을 연

구하였다.

먼저 AcAc 양의 변화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아

래 식과 같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각

각 금속염의 양, EG의 양을 고정하고, 또한 우선적으로

PVP의 양을 1wt%로 고정하고 AcAc의 양을 금속염의 몰

에 대해 8, 16, 32 배의 몰비 조건으로 첨가하여 킬레이

트제 양의 변화에 따른 LaCrO3 분말의 특성 평가를 위

한 실험을 행하였다. PVP의 양은 두 개의 금속염의 질

량, EG의 질량, 그리고 AcAc의 질량의 총 질량에 대한

wt%로 산출하여 정하였다.

출발원료인 각각의 금속염은 킬레이트제인 AcAc와 다

음과 같은 반응식을 갖는다.

La3+ + 3CH3COCH2COCH3→

La(CH3COCHCOCH3)3 + 3H+ (1)

Cr3+ + 3CH3COCH2COCH3→

Cr(CH3COCHCOCH3)3 + 3H+ (2)

AcAc 양을 변화에 따른 LaCrO3 분말을 제작하기 위

해 상기 조건으로 투명한 용액을 만들고 EG의 끊는점인

220oC에서 반응 및 EG을 증발시켜서 얻어진 전구체 분

말에 대한 결정상을 분석한 XRD 결과를 Fig. 2에 나타

내었다. AcAc 양의 변화에 관계없이 세 가지 조건 모두

220oC의 낮은 온도에서 전형적인 LaCrO3의 페로브스카이

트 구조를 가지는 전구체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LaCrO3

분말 제조에 있어서 고온고압 조건에서 제조되는 수열합

성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습식법으로 제조된 분말은 바

로 결정질 분말로 얻어지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제조 조건에서는 결정질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전구체 분말의 입자 모양 및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FE-SEM을 관찰하였다. 세 가지 조건에서 얻은 전구체 분

말의 SEM 이미지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세 가지 조건

중 AcAc의 양이 증가할수록 분말의 응집정도가 증가하

고 입자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cAc의 양

을 8배 첨가한 조건에서 입자 크기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필요 이상의 킬레

이트제를 첨가하였을 경우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 AcAc

가 유기물 연소에 의해 응집현상을 일으킨다고 판단된다.

상기에서 얻어진 결과에서 AcAc의 양을 8배로 고정하

고 Polymer 첨가제인 PVP를 0.5~4wt% 양의 변화에 대

한 분말 특성 평가 실험을 행하였다. Fig. 4는 PVP 양의

조건을 달리한 전구체 분말의 XRD 패턴을 나타낸 것이

다. 0.5wt% 첨가한 조건에서는 1wt%와 동일하게 LaCrO3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상의 패턴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PVP

양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질상만 존재하였다. 따라서 AcAc

의 양은 금속염의 8배의 몰비와 PVP는 1wt%% 일 때,

LaCrO3 결정분말을 얻기 위한 최적 조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AcAc 양 및 PVP 양의 변화에 따라 제조된 전구체 분

말의 대략적인 하소온도의 결정, 시료의 무게 감량 및 열

분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TG-DTA 분석을 행하였다. 유

Fig. 2. XRD patterns of La-Cr-O precursor obtained by PP method

at the condition with PVP 1wt% from various AcAc moles; (a) 8 a,

(b) 16 a and (c) 3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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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형태의 TG-DTA 곡선을 나타내었고 중량 감량에 대

한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5는 AcAc를 8배, PVP 1wt%를 첨가한 최적 조건

에서 얻어진 전구체 분말의 TG-DTA 결과이다. 첫 번째

단계(I-step)는 530oC 부근까지 유기물의 연소에 관련된 중

량감소를 보이고 있고 330oC 부근에서 유기물의 연소에

의한 발열 피크가 관찰되었다. 비록 Fig. 2의 결과에서

처럼 결정상의 전구체 분말을 얻었다고 고찰하였지만 일

부 비정질의 전구체가 결정상으로 변하면서 500oC 부근

Fig. 3. FE-SEM micrographs of La-Cr-O precursor obtained by PP method at the condition with PVP 1wt% from various AcAc moles; (a)

8 a, (b) 16 a and (c) 32 a. 

Fig. 4. XRD patterns of La-Cr-O precursor obtained by PP method

at the condition with AcAc 8 a mol from various PVP quantities; (a)

0.5wt%, (b) 2wt% and (c) 4wt%.

Fig. 5. TG-DTA curve for as-prepared La-Cr-O precursor by PP

method at the condition of PVP 1wt% and AcAc 8 a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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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량 감소와 발열 피크가 관찰되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단계(II-step)로 530~760oC에서의 중량 감소와 약

간의 흡열 피크가 나타났다. 일부 비정질이 결정질 분말

로 변하는 과정(I → II)에서 바로 LaCrO3가 아닌 중간상

인 LaCrO4로 변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이런 일부 LaCrO4의 결정상이 LaCrO3로 분해되는 과정

에서 흡열 피크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으로 아

래의 분해식과 같이 780~840oC에서 6.27%의 중량 감소

가 나타나는데, 보다 낮은 온도에서 이론 중량 감소 비

율보다도 적은 LaCrO3 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LaCrO4→ LaCrO3 + 1/2O2 (3)

마지막으로 안정한 LaCrO3 결정상으로 존재하는 세 번

째 단계로 구성된다.

AcAc를 8배, PVP 1wt%를 첨가한 조건에서 제조된 전

구체 분말을 Fig. 5의 TG-DTA 결과와 비교하여 최적의

하소온도를 얻기 위해 600, 700, 그리고 800oC 조건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한 결과를 Fig. 6에 XRD 결정상 패턴

으로 나타내었다. 600oC에서 열처리한 분말은 LaCrO3와

LaCrO4가 공존하지만 700oC와 800oC에서 열처리한 분말

의 XRD 패턴에서는 LaCrO3의 단일상만 존재하였다. 낮

은 온도에서는 LaCrO4가 안정하지만 온도가 상승함에 따

라 산소가 분해되면서 안정한 LaCrO3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앞에 언급한 TG-DTA 결과처럼 이것은

LaCrO4에서 LaCrO3로 분해되는 650~700oC 범위에서의

중량 감소와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여

러 가지 제조 조건에서 제조된 전구체 분말들에 대한 열

처리 분말의 XRD 결과는 Fig. 6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결정상 패턴을 나타내었다. Fig. 6(b)의 조건에서 열처리

한 분말의 XRD 회절패턴으로부터 계산된 격자상수 값은

a = 0.549 nm, b = 0.779 nm, 그리고 c = 0.553 nm 의 ortho-

rhombic 결정상으로 JCPDS card 83-0256와 잘 일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주 피크인 (121)면에 있어서 평

균 결정립 크기는 약 46 nm이다.

PVP를 1wt%로 고정하고 AcAc 양을 달리하여, Fig. 5

와 Fig. 6에서 LaCrO3 단일상 분말이 얻어지는 최적 온

도인 700oC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입자 형태 및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FE-SEM을 관찰하였다.

AcAc를 8배 첨가한 분말에서는 입자 크기가 작고 입자

의 분포가 균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AcAc 양이 증가함에 따라 열처리한 분말은 응집에 의해

입자끼리 반응하여 크기가 커지고 불규칙한 형태의 입자

모양을 나타내었다.

AcAc와 PVP의 다양한 양의 변화에 따라 얻어진 분말

에 대한 입도분석과 BET 측정을 통하여 각 조건 별의 입

자 크기 및 비표면적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측정 결과 PVP의 양이 증가함에 합성에 참여하지 못한

PVP가 응집현상을 높여주고 입자의 크기가 급격히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700oC에서 하소한 LaCrO3 분

말의 비표면적은 약 11.3 m2/g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의 센서 리

셉터 재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말의 최적의 하소 온도는

700oC로 결정하였다. 또한 킬레이트제로 사용되는 AcAc는

금속염의 몰에 대해 8배, Polymer 첨가제로 사용되는 PVP

는 1wt%의 제조 조건이 최적 조건이라고 종합적으로 판

단하였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LaCoO3 분말은 상기의 최적으로

판단된 조건에서 제조하였다. Fig. 8에 최적 조건인 AcAc

를 8배, PVP 1wt%에서 제조한 전구체 분말에 대한 TG-

DTA 결과를 나타내었다. La-Co-O 전구체 분말에서는

LaCrO3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450oC 이전의 발열

피크들은 결정수와 유기물이 휘발하면서 중량감소와 함께

나타났고, 620oC까지의 중량감소와 발열 피크는 일부 비

정질 전구체 분말이 결정질의 LaCoO3로 바뀌면서 나타

났다고 판단된다. 620oC에서 중량감소가 끝나며 이때까지

총 중량감소는 약 10% 정도이다.

Fig. 9(a)는 최적 조건인 AcAc를 8배, PVP 1wt%에서

제조한 전구체 분말에 대한 XRD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P법에 의해 제조된 LaCoO3는 바로 전형적인 페로브스

카이트 구조를 가지는 결정상의 분말이 얻어지는 것을 알

Fig. 6. XRD patterns of LaCrOx calcined at (a) 600oC, (b) 700oC and

(c) 800oC for 2h. (precursor obtained by PP method at the condition

of AcAc 8 a mol and PVP 1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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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제조된 전구체 분말을 Fig. 8의 TG-DTA 결과와 비교

하여 최적의 하소온도 조건을 얻기 위해 600, 700, 그리

고 800oC 조건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 하였다. LaCrO3와

달리 세가지 하소 조건에서는 중간상이 없는 LaCoO3가 얻

어졌다. Fig. 9(b)는 700oC의 최적 하소 조건에서 얻어진

XRD 결정상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열처리한 분말의 XRD

회절패턴으로부터 계산된 격자상수 값은 a = 0.540 nm의

rhombohedral 결정상으로 JCPDS card 86-1663과 잘 일치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주 피크인 ( 10)면에 있어서

평균 결정립 크기는 약 20 nm이다. 또한 700oC에서 하소

한 LaCoO3 분말의 비표면적은 약 11.0 m2/g 이다.

Polymeric precursor법으로 합성한 LaMeO3의 NOx 가

스에 대한 검지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피던스형의 센1

Fig. 7. FE-SEM micrographs of LaCrO3 powders calcined at 700oC for 2h; AcAc moles of (a) 8 a, (b) 16 a and (c) 32 a with PVP 1wt%.

Fig. 9. XRD patterns of (a) as-prepared La-Co-O precursor and (b)

calcined LaCoO3 powder at 700oC for 2h. (precursor obtained by PP

method at the condition of AcAc 8 a mol and PVP 1wt%).

Fig. 8. TG-DTA curve for as-prepared La-Co-O precursor by PP

method at the condition of PVP 1wt% and AcAc 8 a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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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작하였다. Fig. 10은 고체전해질인 LATP에 리셉

터로 LaCrO3를 적층하여 400oC에서 NOx 가스에 대해

측정한 검지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각 가스에 대한 감도

S는 Rg/Ra와 Cg/Ca (Ra (Ca): air 중 센서소자의 저항 (캐

패시턴스), Rg (Cg): 측정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센서소

자의 저항 (캐패시턴스))로 계산하였다. NO, NO2 가스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임피던스 성분인 저항 값과 캐패시턴

스 값의 변화는 증가하여 즉 각각 저항 성분 및 캐패시

턴스 성분에 있어서 높은 감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피검가스에 대해 효율적으로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NO2 가스보다 NO 가스에서 안정적인 높

은 감도 특성을 나타내며 빠른 반응시간과 함께 빠른 회

복 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NOx 가스에 대해 저항 성

분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캐패시턴스 성분은 확연

히 다른 증가하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LaCoO3 / LATP 적층구조의 임피던스형 센서소자의 NOx

가스에 대해 측정한 검지특성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마

찬가지로, 저항 성분은 감소하고 캐패시턴스 성분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항

및 캐패시턴스의 변화 값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O2 + 2e−→ 2O− 

NO + O−

→ NO2 + e−

NO2 + O−

→ N2O5 + e− (4)

Base가스인 air를 흘려주면 리셉터 산화물 표면에 산소

이온이 흡착된다. 그리고 산소 이온으로 흡착된 리셉터 표

면에 NOx 가스를 흘려주면 피검가스와 산소 이온이 반

Fig. 10. Resistance and capacitance responses of LaCrO3/LATP device t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 NO and (b) NO2 at 400oC for 1 kHz, 0.5V.

Fig. 11. Resistance and capacitance responses of LaCoO3/LATP device t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 NO and (b) NO2 at 400oC for

1 kHz, 0.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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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하여 질소 산화물의 형성과 함께 전자를 발생시킨

다. 이때 발생한 전자는 p-type LaMeO3 리셉터의 정공과

재결합을 이루게 된다. 이런 재결합으로 인해 리셉터의 정

공의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트랜스듀서로 이용된 고체 전

해질의 Li+ 이동이 보다 자유롭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저

항 성분은 감소하게 되고, 캐패시턴스 성분은 증가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 화학적으로 안

정하며, 높은 전기 전도도의 특성을 갖고 있어 고체 산화

연료전지 또는 센서 검지극으로 사용되고 있는 LaMeO3

(Me = Cr, Co)를 얻기 위하여 polymeric precursor 법으로

AcAc는 금속염 몰의 대비 8배의 몰비, PVP 1wt%를 첨

가하여 700oC 조건에서 단일상의 Pervoskite 구조의 LaMeO3

를 얻을 수 있었다. 각각 orthorhombic 구조의 LaCrO3와

rhombohedral 구조의 LaCoO3을 제조하였고 이때 평균 결

정립 크기는 각각 46 nm와 20 nm 이었으며, 비표면적은

11.3과 11 m2/g 이었다. 이렇게 제조된 리셉터의 LaMeO3

와 트랜스듀서의 고체 전해질이 적층구조로 구성되어 있

는 임피던스형 센서 소자를 이용하여 NOx 피검가스에 대

해 20~250 ppm의 농도에서 좋은 검지특성을 나타내었고

각 농도 값에 대한 의존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 센서소자의 측정방법은 저항 성분만을 측정

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임피던스형 센서는 저

항 성분에 캐패시턴스 성분을 함께 측정 할 수 있음으로

써 다양한 측정 값에 대한 감도 및 변화를 검지하는데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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