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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edancemetric NOx (NO and NO2) gas sensors were designed with a stacked-layer structure and fabricated using

LaCrxCo1-xO3 (x = 0, 0.2, 0.5, 0.8 and 1) as the receptor material and Li1.3Al0.3Ti1.7(PO4)3 plates as the solid-electrolyte transducer

material. The LaCrxCo1-xO3 layers were prepared with a polymeric precursor method that used ethylene glycol as the solvent,

acetyl acetone as the chelating agent, and polyvinylpyrrolidone as the polymer additive. The effects of the Co concentration

on the structural, morphological, and NOx sensing properties of the LaCrxCo1-xO3 powders were investigated with powder X-

ray diffraction,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its response to 20~250 ppm of NOx at 400 oC (for 1 kHz and

0.5 V), respectively. When the as-prepared precursors were calcined at 700 oC, only a single phase was detected, which

corresponded to a perovskite-type structure. The XRD results showed that as the Co concentration of the LaCrxCo1-xO3

powders increased, the crystal structure was transformed from an orthorhombic phase to a rhombohedral phase. Moreover,

the LaCrxCo1-xO3 powders with 0 ≤ x < 0.8 had a rhombohedral symmetry. The size of the particles in the LaCrxCo1-xO3

powders increased from 0.1 to 0.5 μm as the Co concentration increased. The sensing performance of the stack-structured

LaCrxCo1-xO3/Li1.3Al0.3Ti1.7(PO4)3 sensors was found to divide the impedance component between the resistance and

capacitance. The response of these sensors to NO gas was more sensitive than that to NO2 gas. Compared to other

impedancemetric sensors, the LaCr0.8Co0.2O3/Li1.3Al0.3Ti1.7(PO4)3 sensor exhibited good reversibility and reliable sensing-

response properties for NOx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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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과거의 공장매연과

난방연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로 바뀌고 있다. 특히 자

동차 배기가스의 성분은 주로 미연소된 탄화수소(CHx),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및

수증기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NOx 가스는 인체의

심각한 호흡기 장애뿐만 아니라 광화학 스모그, 산성비

등의 주요 원인으로 대기 오염의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석

연료의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와 함께 화석연료 사

용 및 돌발적 누출에 의한 유독가스를 검지하는 센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다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환경 즉, 산업용, 자동차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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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 및 병원의 다중 이용시설 등과 같은 실내외 공

기에서의 대기 오염상태, 엄밀하게 말하면 유해가스의 농

도를 지속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또한 이를 필요

에 따라 제어해 주는 일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대

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스센서 관련기술로서는 적

절한 재료탐색, 디바이스 구조 설계 및 제조기술, 시스

템 기술 등이 검토되고 있다.1-3)

높은 감도, 저비용, 단순한 디자인을 가지는 NOx 센

서 디바이스는 환경 및 자동차 관련 응용분야에 대한 많

은 수요가 있다. NOx 가스센서는 네른스트 전위차 센

서,4) amperemetric 센서,5) 혼합 전위차 센서6,7) 등 다양

한 디바이스 구조를 가지는 센서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

런 센서 디바이스는 고온에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우

수한 가스감응 성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스센서는 여전히 복잡한 디바이스 구

조를 가지며 대부분의 가스 센서의 수용체(Receptor)에 대

한 감지 메커니즘은 피검가스에 노출되면 전기저항의 변

화만을 감지하는 기반으로 되어 있어 피검가스에 대한

고감도, 선택성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본 연

구에서 이용한 적층형 임피던스형 가스센서 디바이스는 피

검가스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는 수용체 재료와 이러한 정

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기(Transducer)로 구성되

어 있다. 이와 같은 적층형 임피던스형 가스센서는 전

기저항뿐만 아니라 정전용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

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수용체 재료로서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높은 전기 전도도의 특성을 갖는 LaCrxCo1-xO3를 polymeric

precursor(PP)법으로 합성하여 피검가스에 대한 검지재

료, 변환기 재료로서는 우수한 이온전도성을 가지는 Li계

고체전해질인 Li1.3Al0.3Ti1.7(PO4)3를 저온 합성법인 sol-gel

법으로 제조하였고 이것을 적층형 구조로 하여 NOx 가

스에 대한 임피던스형 가스센서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polymeric precursor(PP)법을 이용하여 서브마이크론 크

기의 입자를 갖는 LaCrxCo1-xO3 (x = 0, 0.2, 0.5, 0.8 and

1)를 제조하였다. 출발원료로 금속염의 La(NO3)3·6H2O

[Wako, 99.9 %], [Cr(NO3)3·9H2O [Samchun, 98 %],

Co(NO3)3·9H2O [Samchun, 98 %]을 이용하여 LaCrxCo1-xO3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 출발원료들은 용매인 Ethylene

glycol(Samchun, 99.5 %)에, 킬레이트제로서 Acetyl acetone

(Samchun, 99 %)을 그리고 중합 첨가제는 Polyvinyl-

pyrrolidone(PVP, Aldrich)을 사용하여 이전에 보고된 최

적 비율로 60 oC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여 투명한 용액을

제조하였다.9) 제조된 용액은 히팅맨틀을 이용하여 220 oC

의 온도 조건에서 모두 증발될 때까지 가열반응시켜 전

구체 분말을 제조하였고 이렇게 얻어진 전구체 분말을 분

쇄 후, 700 oC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를 통해 LaCrxCo1-xO3

를 합성하였다.

Li계 고체전해질인 Li1.3Al0.3Ti1.7(PO4)3를 저온 합성법인

sol-gel법으로 제조하기 위해 TiCl4 원액으로부터 제조된

2 M TiOCl2 수용액을 기준으로 화학양론 비에 맞추어

(NH4)H2PO4 (99.0 %, Junsei), LiNO3 (99.95 %, Kanto

Chem. Co.), Al(NO3)3·9H2O (99.9 %, Wako)의 출발원료

를 사용하였다. 균일한 혼합 sol을 증발건조하였고 120 oC,

12시간 동안 드라이오븐에서 건조 후, 이것을 500 oC에

서 3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하소한 분말을 볼밀 분쇄

하여 최종 Li1.3Al0.3Ti1.7(PO4)3 분말을 얻었다. 이 분말을

디스크 형태로 성형체를 만들고, 900 oC에서 6시간 동안

소결하여 소결체를 제조하였다.10)

제조된 분말의 결정상 및 상전이 분석을 위하여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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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2θ = 10~80o) 하였다. 그리고 분말의 입자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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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임피던스형 가스센서 소자

Fig. 1. Sensor structure and schematic of the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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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환기로 사용되는 고체전해질 Li1.3Al0.3Ti1.7(PO4)3 디

스크의 한쪽 면에 대칭적으로 Au 전극을 입혀주고, 수

용체로는 얻어진 LaCrxCo1-xO3를 페이스트로 만들어 고

체전해질의 다른 면 위에 도포하여 적층형으로 제작하

였다.9) MFC를 이용하여 피검가스인 NOx를 20~250 ppm

의 범위에서 100 ml/min의 유속으로 흘려주면서 전기저

항과 정전용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LCR 미터

(HIOKI, LCR high tester 3522-50, Japan)를 사용하여

1 kHz, 0.5 V의 조건, 측정 소자의 온도는 400 oC로 하

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측정장비의 모식도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서브마이크론 크기의 입자를 갖는 수용체 분말인 LaCrx-

Co1-xO3 (x = 0, 0.2, 0.5, 0.8, and 1)를 얻기 위해 이전

에 보고된 실험 최적비율에서 PP법으로 제조하였다.9) 용

매인 에틸렌 글리콜에 금속 질산염의 킬레이트제로서 아

세틸 아세톤을 금속 질산염의 몰에 대해 8배와 중합 첨

가제인 PVP를 1 wt%의 최적 조건을 이용하여 분말을 합

성하였다. 출발원료인 각각의 금속 질산염은 킬레이트제

인 아세틸 아세톤과 다음과 같은 반응식을 갖는다.

La3+ + 3CH3COCH2CO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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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3+ + 3CH3COCH2CO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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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3+ + 3CH3COCH2COCH3→

Co(CH3COCHCOCH3)3 + 3H+ (3)

각각의 금속 질산염이 녹은 투명한 용액을 에틸렌 글

리콜의 끊는점인 220 oC에서 반응 및 모두 증발될 때까

지 가열반응시켜서 얻어진 각 조성별의 전구체 분말에

대한 결정상을 분석한 XRD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

다. LaCrxCo1-xO3의 각 조성별 모두 220 oC의 비교적 낮

은 온도에서 직접 전형적인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

지는 단일상의 결정질 전구체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얻어진 전구체 분말을 분쇄 후, 700 oC에서 2

시간 동안 열처리를 통해 Fig. 3의 XRD 결과와 같이

각 조성별의 LaCrxCo1-xO3 분말이 합성되었다. 각 조성

별의 모든 샘플에서는 어떠한 이차상도 존재하지 않는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단일상의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

조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ABO3의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에 있어서 B 자리의 조성이 Cr 또는 Co의 단일 원소

이든 Cr 자리에 Co를 치환하여 합성된 LaCrxCo1-xO3 분

말이든 성공적으로 제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한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Co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XRD 패턴이 높은 회절각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을 Bragg 조건에 연관해서 보면, 이

온반경이 Cr3+(0.62 Å)보다 Co3+(0.55 Å)가 작기 때문에

Fig. 2. XRD patterns of LaCrxCo1-xO3 precursor obtained by PP

method at 220
o
C; (a) x = 1, (b) x = 0.8, (c) x = 0.5, (d) x = 0.2 and

(e) x = 0.

Fig. 3. XRD patterns of LaCrxCo1-xO3 powder calcined at 700 oC

for 2h; (a) x = 1, (b) x = 0.8, (c) x = 0.5, (d) x = 0.2 and (e) x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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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의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d 값이 작아져 고각으로 이동

되며 결정 체적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11) Fig.

3(a)와 (b)의 순수한 LaCrO3와 LaCr0.8Co0.2O3는 40o 부

근에서 (022)/(220) 피크가 겹쳐져 있는 사방정 결정계

(JCPDS 83-0256)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Fig. 3(c)-(e)의

LaCrxCo1-xO3 (x = 0.5, 0.2)와 순수한 LaCoO3의 분말에

서는 40o 부근에서 (020)/(222)로 뚜렷한 피크분리를 가

지는 능면체 결정계(JCPDS 86-1663)의 XRD 결과를 나

타내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Cr 자리에 Co가 성공적으

로 치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비

슷한 결정구조 변화는 이전 연구보고에서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12)

700 oC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를 통해 얻어진 각 분

말들의 입자 모양 및 크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FE-SEM

을 관찰하였다. Cr 자리에 Co를 치환한 함유량에 따른

각 조성별 LaCrxCo1-xO3 (x = 0.2, 0.5 and 0.8)의 세 가

지 조건에서 얻은 수용체 분말의 FE-SEM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세 가지 조건에서 얻은 수용체 분말들 모

두 서브마이크론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약간의 응집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입자 크기가 비교적 균일하게 분

포되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Cr 자리에 Co

를 치환한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분말의 응집정도가 증

가하였고 입자 크기가 0.1에서 0.5 μm로 커지는 것이 관

찰되었으며 비교적 구형에 가까운 입자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임피던스형 가스센서 소자는 변환

기 역할을 하는 고체전해질 Li1.3Al0.3Ti1.7(PO4)3 디스크의

한쪽 면에 상기에서 얻어진 피검가스에 대한 수용체 역

할을 하는 LaCrxCo1-xO3 (x = 0.2, 0.5 and 0.8)를 적층

하여 피검가스인 NOx의 각 농도에 따른 검지특성을 측

정하였다. 임피던스형 가스센서의 피검가스에 대한 검지

메커니즘은 피검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수용체 표면에서

피검가스의 흡착과 탈착으로 인한 전기저항의 변화와 이

런 수용체에서의 전기저항 변화가 적층되어 있는 Li계

고체전해질에 전달되어 고체전해질에서의 Li 이온의 움

직임에 따른 정전용량 변화의 두 가지 측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Fig. 5는 LaCrxCo1-xO3/Li1.3Al0.3Ti1.7(PO4)3로 적층된 임

피던스형 가스센서에 400 oC에서 기준 가스인 공기를 흘

Fig. 4. FE-SEM micrographs of LaCrxCo1-xO3 powders calcined at 700
o
C for 2h; (a) x = 0.8, (b) x = 0.5 and (c) x = 0.2.

Fig. 5. Resistance (R) and capacitance (C) responses of LaCrxCo1-xO3/

Li1.3Al0.3Ti1.7(PO4)3 device t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O ((a),

(c), (e)) and NO2 ((b), (d), (f)) at 400
o
C for 1 kHz, 0.5 V (x = 0.8:

(a), (b); x = 0.5: (c), (d); x = 0.2: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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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준 후, 피검가스 농도가 50 ppm에서 250 ppm인 NO

와 20 ppm에서 140 ppm인 NO2 가스를 각각 10분간

노출시켰을 때 측정한 검지특성의 반응곡선을 나타낸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NO와 NO2 가스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임피던스의 두 성분인 전기저항

값과 정전용량 값의 반응곡선 변화 폭이 증가한다는 것

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것은 각각 전기저항 성분 및

정전용량 성분에 있어서 높은 감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피검가스에 대해 효율적으로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기의 적층구조를 가지는 임

피던스형 센서에서는 NO2 가스보다 NO 가스에서 안정

적인 높은 감도 특성을 나타내며 빠른 반응속도와 함께

빠른 회복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Fig. 5(a)와 (b)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모든

NOx 가스에 있어서 Cr 양이 많은 La계 산화물 수용체

에서는 노출되는 피검가스에 대해 10분 동안의 상당히 긴

시간에서도 안정한 전기저항 및 정전용량 성분의 변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점점 Co의 치환된 양이

많아지는 La계 산화물 수용체에서는 피검가스에 대해 노

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기저항 및 정전용량의 감

도 특성은 약간씩 증가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하고 피검

가스에 대해 매우 느린 반응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회복

속도 또한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Fig. 5(e)와 (f)). 일반적인 가스센서의 피검가스에 대

한 검지 특성은 수용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흡착 산소와

노출된 피검가스 사이의 표면반응의 종류와 세기에 영

향을 받는다. 따라서 Fig. 4에서 얻어진 결과처럼 Co의

치환된 양이 많은 La계 산화물 수용체에서는 입자크기

크고 응집되어 있어서 단위 부피당 작은 유효면적을 가

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수용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피검

가스의 흡탈착 표면반응의 세기와 속도에 의존하여 비

교적 좋지 못한 검지 특성을 가진다고 사료된다.13,14) 또

한 응집되어 있는 수용체의 내부로 피검가스가 침투해

들어가 노출되는 시간 동안 수용체 내부표면과의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곡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큰

반응 변화폭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LaCrxCo1-xO3/Li1.3Al0.3Ti1.7(PO4)3로 적층된 임피던스형

가스센서에서 NOx 가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흡탈착 반

응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O2 + 2e−→ 2Oad
− 

NO + Oad
−

→ NO2 + e−

2NO2 + Oad
−

→ N2O5 + e−

Fig. 6. Sensitivity of LaCrxCo1-xO3/Li1.3Al0.3Ti1.7(PO4)3 sensor device to NOx gases at 400 oC for 1 kHz, 0.5 V ((a) x = 0.8, (b) x = 0.5 and

(c) x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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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Oad
−는 기준 가스인 공기를 흘려주면 수용체

La계 산화물 표면에 흡착되는 산소 이온을 나타낸다. 그

리고 산소 이온으로 흡착된 수용체 표면에 피검가스를

노출시키면 NOx 가스와 흡착 산소 이온이 반응을 하여

다른 질소 산화물의 형성과 함께 전자를 발생시킨다. 이

때 발생된 전자는 p-형 특성을 가지는 La계 산화물 수

용체의 정공과 재결합을 이루게 되어 수용체의 정공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줄어든 수용체의 정공은 계

면에서 같은 (+) 특성을 가지는 고체전해질의 Li 이온

을 밀어내어 고체전해질에서 Li 이온의 이동을 보다 원

활하게 하며 이러한 이유로 측정된 임피던스 성분에서

전기저항 성분은 감소하게 되고, 정전용량 성분은 증가

한다고 판단된다.

각 농도에 대한 피검가스의 감도(sensitivity) S는 기준

공기의 전기저항인 Ra에 대한 노출된 피검가스에 대한

전기저항 Rg의 비(Rg/Ra)로 나타내고 기준 공기의 정전

용량인 Ca에 대한 노출된 피검가스에 대한 정전용량 Cg

의 비(Cg/Ca)로 계산하여 검지능력을 평가하였다. 실제

로, 반도체 산화물 가스센서의 감도변화는 ΔS = A[C]N + B

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C]는 피검가스의 농

도, B는 상수, A는 감도 그리고 지수 N은 흡착 산소 이

온과 표면 반응의 종류에 의존하는데 대개 1의 값을 나

타낸다.15) 따라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A에 의해 감도 변화

를 규정할 수 있다. NOx 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LaCrx-

Co1-xO3/Li1.3Al0.3Ti1.7(PO4)3의 적층 임피던스형 가스센서의

감도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각 농도에 따른 감도

변화에 있어서 모든 센서에서 NO2 보다 NO 가스가 확

실히 우수한 감도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모든 센서에서 농도변화에 따른 각각의 전

기저항 및 정전용량 성분에 있어서 A에 해당되는 감도

특성을 나타내는 기울기가 양, 음을 나타낼 뿐 거의 비

슷한 기울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피검가스에 대한 검지극 역할을 하는 수용체 부분과 전

기적 신호에 대한 변환기 역할을 하는 고체전해질을 적

층구조를 가지는 임피던스형 가스센서로 제조하여 NOx

가스에 대한 검지 특성을 조사하였다. LaCrxCo1-xO3를 얻

기 위하여 킬레이트제와 중합 첨가제를 이용한 polymeric

precursor 법으로 700 oC 조건에서 단일상의 La계 페로

브스카이트 구조의 수용체 재료를 얻을 수 있었다. Cr

자리에 Co가 치환됨에 따라 사방정계에서 능면체정계로

결정구조가 변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입자 크

기가 0.1에서 0.5 μm로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LaCrxCo1-xO3/Li1.3Al0.3Ti1.7(PO4)3의 적층구조 임피던스형

가스센서의 NOx 피검가스에 대해 각 농도에 있어서 NO2

보다 NO 가스일 때가 우수한 감도 특성을 나타내었고

각 농도 값에 대한 의존성을 보였다. 또한 Co가 적게

치환된 수용체를 활용한 센서에서 비교적 빠른 반응 및

회복시간을 가지며 피검가스에 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적층구조 임피던스형 가스센서의 재현성 및 신

뢰성에 대한 연구와 고감도 센서를 제작하기 위해 다양

한 가스 검지 재료의 가능성과 측정 성분인 전기저항 및

정전용량 성분의 검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피

검가스에 대한 선택성을 가지는 가스센서의 제작에 유

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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