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4.24.12.663
Korean J. Mater. Res.
Vol. 24, No. 12 (2014)

663

전기방사된 주석산화물 나노섬유의 공정 변수에 따른

직경 및 형상 제어 연구

장대환·이재은
1
·좌용호

1
·이영인

2†

고등기술연구원 신소재공정센터, 

1한양대학교 융합화학공학과,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Electrospun Tin Oxide Nanofibers

with a Controlled Diameter and Morphology

Dae-Hwan Jang, Jae-Eun Lee1, Yong-Ho Choa1 and Young-In Lee2†

Advanced Materials & Processing Center,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Yongin 449-863, Korea
1Department of Fusion Chemic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Ansan 426-791, Korea

2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139-743, Korea

(2014년 11월 13일 접수 : 2014년 11월 16일 최종수정 : 2014년 11월 17일 채택)

Abstract Diameter-controlled tin oxide nanofibers have been successfully prepared using electrospinning and a subsequent

calcination process; their diameters, morphologies, and crystal structures have been characterized. The diameters of the as-spun

nanofibers can be decreased by lowering the concentration of a polymer and a tin precursor in the electrospinning solution

because of the decrease in the solution viscosity.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nanofibers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s from

200 oC to 800 oC has been proved to be the tetragonal rutile of tin oxide; crystallinity is improved by increasing the temperature.

However, nanofibers with lower concentrations of tin precursor do not maintain their fibrous structures after calcination at high

temperature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cursor concentration and the calcination temperature

on the diameter and the morphology of the tin oxide nanofiber has been systematically investigated and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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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석 산화물(SnO2)은 반도체용 가스센서의 반도체 소

재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접점용 페이스트, 투명전도막 및

이차전지, 연료전지의 전극재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1-3) SnO2는 n형 반도체로서 산소가 부족한 상

태로 존재하는 비화학양론적 화합물이며, 표면에 열역학

적인 평형을 이루기 위한 산소가 흡착되어 있다. 이로 인

해 SnO2의 표면에는 전자공핍층(electron depletion layer)

이 형성되고, 이는 입계에서 전위장벽층(potential barrier)

의 역할을 하여 SnO2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 저항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전위장벽층은 환원성 가스 또는 산

화성 가스와 흡착산소의 화학반응에 의해 장벽의 고저

가 변화할 수 있으며, 화학반응의 결과는 SnO2의 저항

감소 또는 증가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변 환

경에 환원성 가스가 존재하게 되면, 이들은 산화반응을

통해 SnO2 표면에서 흡착산소를 제거하고 저항은 급격

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SnO2 기반의 반도체식

가스센서는 표면 반응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감지 특

성(저항변화)은 SnO2의 비표면적에 의해 좌우되며 따라

서 사용되는 SnO2의 입자크기를 줄여 비표면적을 극대

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SnO2 나노입자를 다양한 공정으로 합성하여, 이

를 가스센서로 응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6)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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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가스센서를 제작할 때, 나노입

자의 미세한 크기 및 작은 종횡비로 인해, 저항 변화를

계측하기 위한 전극을 개별 입자에 형성하기가 매우 어

렵다. 일반적으로 나노입자와 분산제 및 바인더가 혼합

된 페이스트(paste)를 제조하고, 스크린 프린팅(screen

printing)과 하소를 통해 박막 형태의 전극을 형성하여 센

서를 제작한다. 이러한 센서는 비록 비표면적이 매우 큰

나노입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감지가 가능한 전체 면적

은 일반적으로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극미량의 가

스에는 저항의 변화가 크지 않아 검출이 불가능하다. 또

한 입자의 응집과 센서 동작온도에서의 안정성 등의 문

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나노입자의 단점을 해결하고 고감도의 안정한

가스센서를 제작하기 위해, 최근 1차원 나노구조의 SnO2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극

미량의 가스에서도 확연하게 저항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서는, 검지 물질의 분자가 SnO2의 표면에서 반응하여 전

기적 특성이 변화된 범위보다 반도체 소재의 직경이 작

아야 한다. 개개의 나노입자는 직경이 매우 작지만, 전

술한 바와 같이 박막 형태로 제작해야 하며, 극미량의 가

스에서는 구분 가능한 저항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반면에 1차원 나노구조 재료는 직경이 나노입자와 같이

매우 미세하면서도 길이는 매우 긴 구조, 즉 큰 종횡비

(aspect rati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나노구조체

를 이용하여 길이 방향으로 전극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응집에도 자유롭다. 

현재 1차원 구조의 주석산화물은 나노크기의 기공을 갖

고 있는 템플레이트(template)에 증착하거나, 기상 증착

및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합성되고 있다.7-9) 이와 같이

합성된 소재는 1차원 형상을 갖고 있으나, 종횡비가 상

대적으로 작고, 단결정으로 합성되어 비표면적이 크지 않

으며 직경 제어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전기

방사 공정으로 합성된 SnO2는 종횡비가 매우 크기 때

문에 센서 제작이 용이하고, 결정화 과정에서 폴리머의

열분해에 의해 생성된 마이크로(micro) 기공 또는 메조

(meso) 기공으로 매우 큰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화학 물질을 감지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최근 전기방사 공정을 이용하여 SnO2 나노섬유를 합

성하고, 이를 가스센서로 응용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합성된 나노섬유의 직경은 대략 200~500 nm 수준이었

다.10,11) 따라서 보다 저 농도의 가스를 검지하기 위해서

는 주석산화물 나노섬유의 직경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

으며, 더 나아가 전기 방사된 나노섬유의 직경 제어를

위해, 전기방사의 공정 조건이 나노섬유의 직경에 미치

는 영향을 고찰하여 체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전기방사를 위한 용액의 점도와 전구체 농도

를 변화시켜 나노섬유의 직경 제어를 시도하였다. SnO2

나노섬유 합성을 위한 전기방사 용액은 폴리비닐피롤리

돈(polyvinyl pyrrolidone, PVP)과 염화주석(SnCl2)을 사

용하여 제조하였다. PVP와 SnCl2의 농도와 용액의 점도

그리고 나노섬유의 직경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여, 최소 직

경을 갖는 나노섬유의 합성을 시도하였고, 합성된 나노

섬유의 열분해 거동을 확인하여 최소 하소 온도를 결정

하였으며, 열처리 온도에 따른 나노섬유의 결정성 및 형

상 변화를 고찰하여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전기방사를 위한 초기 용액은 염화주석(SnCl2·2H2O,

99 %, Sigma-Aldrich)과 polyvinyl pyrrolidone(PVP, Mw:

1,300,000, Aldrich)을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0.5 g ~ 2 g의

염화주석을 무수 에탄올(Sigma-Aldrich)에, 다양한 중량의

PVP는 dimethylformamide(DMF, 99.8 %, Sigma-Aldrich)

에 각각 용해하였다. 제조된 두 용액을 자력교반기에서

1시간 동안 혼합하여 전기방사를 위한 균일하게 혼합된

용액을 준비하였고, 점도와 나노섬유 직경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용액의 점도를 점도계(Viscometer, Brook-

field DV-I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제조된 용액의 전

기방사는 용액 공급부(실린지, 실린지 펌프, 노즐, 니들),

전압 인가부(파워 서플라이, 니들 어댑터) 및 포집부(드

럼 컬렉터)로 구성된 전기방사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

였다. 먼저 전기방사 용액을 실린지(syringe)에 주입한

후, 실린지 펌프(syringe pump)를 이용하여 노즐을 통해

30 gauge(내경: 0.14 mm)의 니들(needle)이 결합되어 있

는 니들 어댑터(needle adopter)로 공급하였다. 전기방사

에 필요한 전압을 니들 어댑터에 고전압 발생장치(high

power supply)를 연결하여 인가하였고, 방사되는 나노섬

유를 포집하기 위해 니들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 드

럼 컬렉터(drum collector)를 위치시켰다. 전기방사는 20

kV의 전압, 10 cm의 노즐의 끝(tip)과 포집부(collector)

거리, 0.3 ml/h의 공급유량(flow rate)의 조건으로 실시하

였고, 전기방사가 실시되는 챔버(chamber)는 50 oC의 온

도와 15 % 이하의 습도로 유지하였다. 

전기 방사된 SnCl2/PVP 나노섬유의 형상 및 직경은 전

계 방출 주사 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Hitachi S-4800)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다. 나노섬유의 직경은 FE-SEM 분석으로 관찰된 미

세조직 사진으로부터 약 200개 이상의 나노섬유를 선택

하여 사진 분석프로그램(UTHSCSA ImageTool)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합성된 SnCl2/PVP 나노섬유의 하소 및

결정화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분위기에서 상온부터

800 oC 까지 분당 5 oC의 승온 속도를 유지하며 열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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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thermo gravimetric analysis, TGA, TA SDTQ-600)

을 실시하였다. SnCl2/PVP 나노섬유는 PVP의 분해와

SnO2의 결정화를 위해 200 oC ~ 800 oC의 온도에서 열처

리되었으며, 합성된 나노섬유의 결정구조와 형상은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rmeter, XRD, Rigaku, CuKα)

와 FE-SEM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섬유의 형상과 직경은 용액 상

태에서 섬유상으로의 연신을 위한 고분자의 농도와 인

가된 전기장의 크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상기

의 두 인자 중 전기장은 장비의 성능에 의존하고, 용액

에 직접 인가되는 전기장의 편차에 의해 직경 분포가 넓

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제

어하기 쉬운 고분자의 농도, 즉 점도를 조절하여 형상

과 직경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VP의 농도가 전

기방사 용액의 점도 및 전기 방사된 나노섬유의 직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nCl2와 용매의 양은 일

정하게 유지하면서 PVP의 농도를 변화하여 용액을 제

조하였고, 인가전압을 포함한 다른 인자를 동일하게 유

지하며 전기방사를 실시하였다. Fig. 1은 전기방사 용액

내의 PVP의 양에 따른 용액의 점도와 각각의 용액을 이

용하여 전기 방사된 나노섬유의 직경을 보여주는 그래

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PVP의 양과 용액의 점

도는 비례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용액의 점도가 감소함

에 따라 나노섬유의 직경도 함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VP의 농도를 4.16 %로 낮춰 제조한 용액의

점도는 약 13 cP 이었고, 이 용액으로부터 합성된 나노

섬유는 다량의 비드(bead)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

과로부터, 동일한 공정조건에서 전기 방사된 나노섬유의

직경은 초기 전구체 용액의 점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고

분자가 충분히 연신되어 섬유상을 형성할 수 있는 최소

의 점도를 갖는 용액을 제조하는 것이 섬유의 직경을 최

Fig. 1. The viscosities of precursor solutions as a function of PVP

contents and the diameters of nanofibers electrospun using the

precursor solutions.

Fig. 2. SEM images of electrospun nanofibers using the solutions with different PVP contents: (A) 4.16 %, (B) 5 %, (C) 5.83 %, (D) 6.67

%, (E) 7.5 % and (F)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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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PVP의 농도를 변화하여 제조한 나노섬유의

SEM 사진이며, 낮은 농도의 PVP를 사용한 경우, 나노

섬유의 직경이 감소한 것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또한 4.16 %의 PVP 농도를 가진 용액으로부터 합성된

나노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노섬유가 매끄러운 표면

과 비드가 없는 1차원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약 수 천

이상의 종횡비와 균일한 직경을 나타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기방사 과정에서의 비드의 생성을

억제하고 충분하게 연신되어 섬유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는 방사용액 내에 충분하게 고분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방사된 나노섬유의 고분자는 산화물의 결정화 과

정에서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열처리 후의 나노섬유의

형상 및 직경은 주석산화물의 전구체인 SnCl2의 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Fig. 3은 5 wt % PVP를 사용하여

제조된 용액에 SnCl2의 양을 변화시켜 용해한 후 측정

된 점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SnCl2의 첨

가량이 작아짐에 따라 점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고, 이

와 함께 나노섬유의 평균 직경 또한 감소하였다. Fig. 4

는 SnCl2의 농도에 따라 합성된 나노섬유의 SEM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모든 나노섬유는 비드가 없는 1차원 섬

유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농도의 감소에 따라 직

경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0.5 g의 SnCl2를

사용하여 제조한 나노섬유는 약 80 nm의 평균직경을 나

타내었다. 

열 중량 분석은 전기 방사된 섬유에서 고분자를 제거

하고, 결정화를 위한 열처리 온도를 결정하기 위해 필

요하다. Fig. 5는 PVP와 2.0 g의 SnCl2을 이용하여 제조

한 나노섬유를 대기 중에서 분당 5 oC의 승온 속도로

800 oC 까지 승온하면서 무게 감소를 측정한 열 중량 분

석 그래프이다. 온도에 따른 무게 감소를 살펴보면, 초

기에 발생하는 미세한 무게 감소는 나노섬유 내에 잔류

하는 용매의 증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약 200 oC

에서 350 oC 구간과 350 oC에서 500 oC 구간에서 급격

한 무게감소를 관찰할 수 있다. 120~350 oC에서 발생하

는 질량 감소는 SnCl2 및 PVP의 부 사슬(side chain)의

분해에 의한 것이며, 350~500 oC에서의 무게 감소는 PVP

의 주 사슬(main chain)의 분해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열분해 거동을 통하여 SnO2

를 제외한 모든 유기물의 완전한 분해는 500 oC 부근에

서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열처리 온도에 따른 생성물의 결정구조를 보

여주는 XRD 분석 결과이다. 전기 방사된 PVP/SnCl2 나

노섬유는 비정질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200 oC 까

지는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00 oC

에서 열처리된 샘플은 아주 미세한 회절패턴을 관찰할

Fig. 3. The viscosities of precursor solutions as a function of SnCl2
contents and the diameters of nanofibers electrospun using the

precursor solutions. 

Fig. 4. SEM images of electrospun nanofibers using the solutions

with 5 wt% PVP contents and various SnCl2 contents: (A) 2 g, (B)

1.5 g, (C) 1 g and (D) 0.5 g.

Fig. 5. Thermogravimetric analysis result of as-spun nanofibers

synthesized using the solution with 5 wt% PVP and 2 g of SnCl2.



전기방사된 주석산화물 나노섬유의 공정 변수에 따른 직경 및 형상 제어 연구 667

수 있었으며, 정방정 SnO2(rutile structure, JCPDS #05-

0467)의 주 피크들로 확인되었다. 이는 Fig. 5의 TG 분

석 결과에서 확인한 첫 번째 질량 감소 구간(200 oC ~

350 oC)에서 식 (1)과 같은 SnCl2의 분해와 산화가 발생

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SnCl2 + O2→ SnO2 + Cl2 (1)

계속해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nO2의 회절

패턴을 보다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나

노섬유의 결정화도(crystallinity)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나노섬유를 구성하는 결정립의 크기는 X-

선 회절 패턴의 반가폭을 이용하여 식 (2)의 Scherrer

eq.을 통해 계산하였다.

(2)

 

식 (2)의 λ는 Cu 타겟의 파장 1.5406 Å이고, B는 주

피크의 반가폭, θ는 피크의 각도를 나타낸다. Scherrer eq

을 이용하여 평균 결정립 크기를 계산한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고, 온도의 증가에 따라 결정립의 크기가 약

9 nm(400 oC)에서 42 nm(1000 oC) 까지 일정한 경향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 방사된 나노 섬유의 열분해 및 결정화 거동을 바

d
0.9λ

B θcos
----------------=

Table 1. Crystallite sizes of the electrospun nanofibers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s.

Calcination temperature(oC)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Crystallite size(nm) 9 10 13 19 25 34 42

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electrospun nanofibers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s.

Fig. 7. SEM images of nanofibers synthesized using the solution with 5 wt% PVP and 2 g of SnCl2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s : (A) 500 oC, (B) 600 oC, (C) 700 oC and (D) 8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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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SnCl2의 양을 조절하여 합성된 나노 섬유를 500
oC ~ 800 oC의 온도에서 열처리하고 SEM을 통해 형상 분

석을 실시하였다. Fig. 7은 2.0 g의 SnCl2를 이용하여 합

성된 나노섬유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SEM 사진이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나노섬유는 균일한 형상과

직경을 나타내었으며, 수 천 이상의 종횡비를 가지고 있

었다. 500 oC에서 열처리된 나노섬유의 평균직경은 약

94 nm로 열처리 전의 나노섬유(평균직경: 약 118 nm)와

비교하여 직경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열처리

에 의해 금속염과 PVP가 분해되어 제거되었기 때문이

다. Fig. 8은 열처리 온도에 따른 나노섬유의 평균직경

을 보여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열처리 온도가 높아지

면, 나노섬유를 구성하는 결정립의 성장에 의한 전체적

인 수축이 발생되어 나노섬유의 평균직경은 점차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A-C)는 1.5 g의 SnCl2를 이용하여 제조된 나노

섬유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SEM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5g의 SnCl2를 사용하여 제조한 나노섬유의

경우, 700 oC 이하의 온도에서 열처리를 실시하면 1차원

형상을 유지하였으나, 800 oC에서 열처리하게 되면 일부

섬유상이 붕괴되어 종횡비가 감소되었다. 이는 고분자 대

비 전구체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열처리 온도의 증가

로 인해 발생되는 결정립 성장 및 나노섬유의 수축에 의

해 섬유상이 붕괴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9(D)

에서 보여주듯이,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른 직경의 감

소도 결정립 성장에 의한 나노섬유의 수축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700 oC에서 제조된 나노섬유는 약 74 nm의 평

균 직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열처리에 의

한 섬유상의 붕괴는 SnCl2의 양이 감소할수록 낮은 온

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Fig. 10에서 보

여주듯이, 1.0 g과 0.5 g의 SnCl2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

700 oC와 600 oC에서 섬유상의 붕괴됨을 알 수 있다. 위

Fig. 8. The diameter of nanofibers synthesized using the solution

with 5 wt% PVP and 2 g of SnCl2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s.

Fig. 9. SEM images of nanofibers synthesized using the solution with 5 wt% PVP and 1.5 g of SnCl2 and calcined at (A) 700 oC and

(B, C) 800 oC. (D) is a graph showing the diameter of nanofibers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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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통해 전구체의 양을 감소시켜 나노섬유를 제

조하는 경우, 초기 점도의 감소를 통해 미세한 직경을

갖는 섬유의 제조가 가능하지만, 저온에서 열처리를 실

시해서 얻은 SnO2 나노섬유는 기공이 많이 함유되었다

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적인 특징으

로 인해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의한 수축으로 더욱 낮

은 온도에서 섬유상이 붕괴됨을 알 수 있다. Fig. 10(C,

F)는 전구체의 양과 온도에 따른 섬유상의 평균직경으로

보여주며,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평균직

경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1.0 g과 0.5 g의 SnCl2를

사용하여 합성된 나노섬유의 경우, 각각 69 nm(600 oC 하

소)와 64 nm(500 oC 하소)의 평균직경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전기방사법과 열처리 공정을 이용하여 SnO2 나노섬유

를 합성하였고, 전기방사를 위한 전구체 용액의 특성과

SnO2 나노섬유의 직경 간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고

찰하였다. 고분자로 사용된 PVP의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낮은 점도를 갖는 용액을 제조할 수 있으며 전기 방사

된 섬유의 직경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특정 임계 농도

이하의 PVP가 용해된 경우에는 섬유상으로의 연신이 원

활하게 발생되지 않아 다량의 비드를 갖는 나노섬유가

제조되었다. 5 wt%의 PVP 용액을 사용하였을 경우, 약

118 nm의 평균직경을 나타내었다. 전구체 용액에 SnCl2

의 첨가량을 줄이면 용액 점도의 감소가 발생하고, 이

를 통해 작은 직경을 갖는 나노섬유를 제조할 수 있지

만, 전구체의 양이 감소될수록 보다 낮은 온도의 열처

리에서도 섬유상이 붕괴되었다. 섬유상을 유지하며 최소

직경을 갖는 경우는 0.5 g의 전구체를 사용하고 500 oC

로 열처리하여 합성된 나노섬유로 확인되었고, 약 67 nm

의 평균 직경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2.0 g의 전구체를 사

용하여 제조된 섬유는 800 oC의 열처리에서도 섬유상을

유지하였고, 우수한 결정화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요구되는 결정화도, 미세직경 및 비

표면적과 같은 특성이 제어된 SnO2 및 금속 산화물 나

노섬유의 제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 및 고찰이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서론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극미량의 가스의 검지가 가능한 고성능의 SnO2

기반 가스센서의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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