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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temperature.

FFFiiiggg...444888...Responseandrecoverycharacteristicsasafunctionoftime.
FFFiiiggg...444999...Longterm stabilityfor100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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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ofChosunUniversity

PotentiometricCO2 gassensorsbasedonlithium ionconductorthinfilm have
beenfabricatedandinvestigated.Lithium phosphateelectrolyteisusedinasolid
statechemicalcellofthetype,CO2 O2 Li2CO3,Au  Li3PO4  Au,Li2TiO3-10



molepercent(m/o)TiO2.Lithium carbonateand SrCO3 mixturewereused asa
sensing materials on the lithium phosphate bulk and thin film.Li2TiO3+TiO2
mixtureasasolidstatereferenceelectrodeinsteadofareferencegas.
Firstly,thebulktypesensorweretestedforsensitivity towardsCO2 at500℃
operating temperature.The sensorofadded 10mol% SrCO3 were shown good
responseandrecoverytimeatCO2 concentrationbetween500ppm and5000ppm.
Then itwere studied under dry air and humidity condition.Itshows good
reversibilityandfastresponsetowardchangingCO2concentrationbetween500ppm
and5000ppm atdryCO2andwetCO2conditions.
Li+-ionconducting (Li3PO4)thinfilmswith0.3㎛,0.65㎛,1.2㎛ thicknesswere

depositedontheAl2O3substrateatroom temperature.Theyweresinteredat700℃
and800℃ for2hours,respectively.Referenceelectrodeandsensingelectrodeswere
printed on Au-electrodeby silk screen printing method.TheEMF and the Δ 

EMF/dec were increased with increasing ofelectrolyte thickness and sintering
temperature.The samples sintered at800℃ were shown good response and
recovery morethan thosesintered at700℃.TheNernst'sslop of75mV per
decadeforCO2 concentrationsfrom 250to5000ppm wasobtainedatoperating
temperature of500℃



제제제 111장장장...서서서 론론론

산업 발전과 더불어 화석연료를 이용한 연료기관이 많아지게 되었고,그로
인한 CO,CO2,NOx,SOx와 같은 유해성 가스들의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Table.1에 유해성 가스들을 정리하였다. CO2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야
기 시키는 대표적 온실가스로(100년 후 1.4～5.8℃ 지구 온도 상승), 일본 도쿄
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COP,'97.12)등을 통하여,적극적 규제 Program
이 진행되고 있으며,더불어 에너지 절약 및 고 효율화가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고,또한 2010년까지,1990년 수준으로 CO2의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하도록
하는 합의점에 도달하였다.
한편 CO2가스는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농업기술
의 향상과 더불어,이산화탄소의 농도 제어가 농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
로 등장하게 되었으며,그밖에 빌딩공조 및 의료용으로 그 응용폭을 넓혀 가
고 있어 CO2가스센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리라 예측된다.생활 환경
적 측면에서의 빌딩 및 가정의 공조,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CO2농도제어 등
을 목적으로,이를 감지하기 위한 고감도의 신뢰성 있는 CO2감지 센서의 개발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NDIR방식의 CO2가스센서는 신뢰성이나,정확성면에서 우수하지만,신

호가 미비하여 증폭을 하여야하고,그로인한 장치가 크기가 커지게 되며 가격이
매우 높아 적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전위차 CO2가스센서는 구조적으로
단순하여 제조가 간편하고,CO2가스에 대한 감도특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반
도체형 가스센서에 비하여 우수한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산소
이온 전도체를 이용한 농담 전지형 산소센서만이 실용화 되었을 뿐,CO2가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위차형 가스센서는 없는 실정이다.이는 전위차형 가스센서
가 습도의존성 및 장기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로,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연
구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 실험에서는 전해질을 벌크와 박막 두 종류로 제조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였
으며,감지물질로써,Li2CO3-SrCO3복합 물질을 선택함으로써 습도의존성 향상
에 관한 특성을 연구하였다.Thermalevaporation시스템을 이용한 박막 리튬이
온 전도체의 열처리 온도와 증착두께에 따른 전해질 박막의 특성을 연구하였으
며,CO2가스에 대한 감도,반응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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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절절절...가가가스스스센센센서서서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최초로 센서가 기록된 것은 1960년대 H.W.Bode가 레이더를 센싱장치라고 한 것이
최초의 일이고 사전류에 기록이 된 것은 초판 DictionaryofScientificandTechnical
Terms(1974,McGraw-Hill)에 “센서란 온도,압력,유량,pH와 같은 물리량의 절대값
또는 변화량이나 빛,음파의 세기를 감지(sense)해서 그 변화를 입력신호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의 속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좀 더 광범위해져 가고 있다.
한편 OxfordEnglishDictionary(1979)에서는 “센서란 물리적 성질의 검출 또는 측

정을 위해 거기에 응답하는 신호를 주는 디바이스”로 정의하고 있다.즉,센서는 물리
량의 변화 상태를 정확히 검출하여 그 변화량을 알기 원하는 인간이나 기타의 요구자
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구로 볼 수 있다.따라서 센서는 인간의 감각기관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눈,코,촉감,혀와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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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대 상 가 스 필 요 장 소 등

폭발성 가스
LPG,도시가스(제조가스,천연가스)
CH4
가연성가스

가 정
탄 광
사 업 소

유 독 가 스
CO(불완전연소가스)
H2S,유기함유화합물
할로겐,할로겐화물,NH3등

가스기구 등
(특정개소)
사업소

환 경 가 스

O2(酸결핍방지)
CO2(酸결핍방지)
H2O(온도조절,결로방지)
대기오염물질(SOx,NOx,알데히드 등)

가정,오피스
가정,오피스
전자기기,온실 등

공 정 가 스
O2(연소제어,공연비제어)
CO(불완전연소방지)
H2O(식품가공)

엔진,보일러
엔진,보일러
전자레인지 등

기 타 호기 알코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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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스센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하나는 대기중
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상온에서 작동하는 센서이고,다른 하나는 자동차
엔진의 공연비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산소센서와 같은 고온 연소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최근 대기 중 CO2,SO2,NO,NO2와 같은 유해 가스를 실시간 모니
터링하기위한 신뢰성 있고 정밀도가 우수한 센서의 제조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연구자들은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센서를 제조하기위하여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NDIR(비분산적외선)타입의 센서와 가스 크
로마토그래피(gaschromatography)를 이용한 센서들이 상업화 되었지만,큰 사이
즈,고온에서의 낮은 신뢰성,높은 가격 등의 이유로 폭넓은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
다.
전기화학적 재료를 이용한 센서는 감지하고자 하는 화학종의 정보(농도,분압,활동

성)를 그들의 전기적인 신호(전류,캐퍼시턴스,전위차)를 통하여 직접적이고,빠르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가스센서
는 산화물의 표면에서 가스의 흡․탈착에 따른 저항변화를 통하여 감지하고자 하는 가
스에 대한 정보를,고체 전해질을 이용한 가스센서는 감지전극에서의 퍼텐셜 변화량을
통하여 정보를 얻어 낸다.Fig.1은 Figaro사에서 생산되는 상업용 반도체식 가스센서
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Fig.1.CommercialsemiconductortypegassensorbyFigaro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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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흡․탈착에 의해 발생되는 산화물 반도체의 표면현상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센서로써 해당 가스의 농도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산화물의 표면에서
산소 흡착에 의한 전위장벽 형성으로 전기전도도가 낮아지지만 환원성 가스와 접촉하
면 흡착된 산소가 이 가스와 반응함으로써 전위 장벽이 저하되고,전기전도도가 높아
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센서이다.그리고 최근에는 세라믹 박막형성기술 및 반도체 제
조공정이 발달함에 따라 이전의 소결체인 bulk형 보다는 저 전력 소비의 후막이나 박
막형, MOS(Metal Oxide Semiconductor) Capacitor형, MOSFET(Field Effect
Transistor)형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반도체식 가스센서는 대체로 200～ 500℃의 고온에서 작동되며,이때 반도체 표면과
검지하고자 하는 가스와의 상호작용은 반도체 표면에 산소의 사전흡착(Preadsorption),
특정 검지가스의 흡착,흡착가스와 산소의 반응,그리고 검지가스의 탈착(Desorption)
을 거쳐 일어난다.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이 포함되며 이것이 센서의 감지효과를 나타
낸다.즉,센서가 가스에 대한 감지효과를 나타낼 때 그 전기전도도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전기전도도는 흡착되는 산소가 억셉터(Acceptor)로 작용할 때 감소하고 도너
(Donor)로 작용할 때 증가한다.감도를 좋게 하여 가열전력을 가능한 한 적게 하려면,
가스분자를 흡착하기 쉽도록 표면적을 크게 하고,소자 전체도 작게 해야 한다.반도체
재료는 검출가스에 따라 여러 가지가 쓰이지만,특히 SnO2,ZnO 및 α-Fe2O3계열 등
이 연구되어 실용화되고 있다.또한 가스검출기구에는 1)전자 공여성,또는 전자수용
성 가스가 반도체 표면에 화학적으로 흡착되면 흡착분자에서 반도체로의 전자 교환이
일어나,반도체 안의 캐리어 밀도가 변화함으로써 표면전도도가 변화하는 것,2)금속
산화물 반도체가 환원가스로 환원되어 조성변화를 일으켜 전도도가 변화하는 것,3)
반도체 내의 접촉립 계면 및 Pd나 Pt등 촉매금속과의 접촉면의 전위장벽 높이가 가
스 상과의 반응에 의해 변화하는 것,4)표면에 흡착된 가스분자와 산소분자 접촉 연
소에 의해 소자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전도도가 변화하는 것 등이 있다.



Fig.2.A modelofapotentialbarriertoelectricconductionatagrainboundary.

반도체식 가스센서에 있어서 소자의 전기적 저항의 변화는 본래 표면에 흡착한 가스
와 반도체와의 사이가 전자 수수에 의한 것이다.예를 들면,산소와 NO2와 같이 전자
수용성이 큰 가스는 반도체로부터 전자를 수용하여서 부(負)전하로 흡착한다.즉,산화
물 반도체 가스센서의 작동원리는 Fig.2에서 보이듯이 온도에 따라 O2-혹은 O-이
온이 산화물의 표면에 화학흡착을 하여 표면 저항을 높인다.가연성 가스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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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때는 산소의 부 전하흡착(O2-,O-,O2-)에 의해 소자는 고저항 상태에 있다.



O2+e→ Oad- -------------------------(2.1)

그리고 감지 가스가 존재할 경우 표면에 흡착된 산소 이온과 감지가스 사이에 산화반
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 전자는 다시 반도체 내부로 이동함으로써 저항이 감소한다.이
런 barrier의 감소가 센서저항을 감소시키고,이 감소는 연소성가스의 존재를 나타내는
신호로서 사용될 수 있다.

Oad-+H2→ H2O+e -------------------------(2.2)

반응식 2.1과 2.2를 합치면 H2+1/2(O2)→ H2O2이 되는데,이것은 소자를 촉매로 하
는 H2의 연소 반응밖에는 없다.반도체 가스센서는 통상 가열 조건 하에서 사용되는
데,그것은 이와 같은 연소 반응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반도체식 가스센서는 빠른 응답특성과,감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
택성이 부족하고,더군다나 CO2가스는 반응성이 약한 가스이기 때문에 고감도의 CO2
센서 개발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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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2분말을 24시간 볼 밀링을 실시하였고,건조된 분말은 유기 바인더와 혼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하여 준비된 아래의 Fig.3기판위에 스크린 프린팅 방법을 이용하여
감지물질이 제조되었다.LaCl3․7H2O 시약을 상온에서 증류수에 녹이고 Lasolution
농도를 0～1.2×10-2M 변화 시켜 제조하여 SnO2감지물질 위에 코팅하였고,아래의 기
판에 구현된 Pt-heater에 전압을 인가하여 열처리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Fig.4 는 La 의 함량에 따른 감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La 코팅 함량이

1.0×10-2M 이고 1000℃에서 5분 열처리 시편의 경우 가장 좋은 감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Fig.5는 CO2농도에 따른 센서의 감도변화 값을 보여주고 있다.
적정량 이상의 La함량을 코팅 했을 때 감도가 저하 되는데 이는 SnO2표면에 La

과다한 층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이 논문의 경우 가장 좋은
감도(Ra/RCO2)가 1.38정도로 실제 Pt히터의 발열변화로 인한 작동온도 변화에 기인하
는 변화 값과,다른 가스들과의 간섭효과로부터 오는 감도 변화 값과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으므로 감도증가와,메카니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실제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3.Thickfilm sensordevice1).



Fig.4.DependenceofCO2sensitivityontheLaconcentrationofcoatingdropand
heat-treatmenttemperature1).

Fig.5.CO2sensitivityasafunctionofCO2concentr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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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Bestoperating
temperature

Rangeof
concentration Sensitivity* Year Ref.

PorousHydroxyapatite
Ceramic 400℃ On-Off Unknown 1988 [2]

K2CO3Plyethylene
GlycolSolutionsupported
onPorousCeramics

unknown On-Off Unknown 1988 [3,4]

CaO-In2O3 300℃ 500～2000ppm 12.9 1992 [5]
SputteredIndium Tin
Oxide(ITO)thinfilms 25-300℃ 200～1000ppm 2.5at

1000ppm 1994 [6]

Li2ZrO3 650℃ 0.1～100% Unknown 2000 [7]

*Sensitivity:Rair/R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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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다른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가스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를 가
지고 있으며,적외선에 닿으면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결정되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
수한다.이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 파장에서 가스 분자의 종류를 판별해서,흡수의 강약
으로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Fig.6은 NDIR 가스센서의 검지 원리를 나타낸 개략도
이다.
광원에서 발생된 일정량의 열선은 피검 가스가 유입되는 검지 실을 통과하며 반응가

스는 특정 열선을 흡수하게 된다.이때 일정속도로 회전하는 필터가 붙은 원판(wheel)
위에 흡수대를 투과하지 않는 레퍼런스용 필터 및 흡수대만을 투과하는 특정대역 투과
필터를 교대로 통과하며 광량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감지실 내에 가스가 들어가면 레
퍼런스용 필터를 통하여 검출기에 들어가는 광량은 작아진다.이 차이를 검출기에 잡
아서 증폭장치로 증폭하여 지시계로 농도를 표시한다.



Fig.6.Schematicdiagram ofNDIR-typegassenso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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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산 적외분광학(NDIR)의 원리를 이용한 가스농도 측정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이는 Fig.7에서 나타낸 CO2,CO,NOx,HC와 같은 가스들을 측정할 수 있고 가스누
출 경보,열 제어,공해측정,일산화탄소 존재 측정,온실내 이산화탄소 측정,버섯농장,
양조 및 발효,차량의 완전 연소 등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가스농
도 측정기구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다.
광선의 원천에 의해 발산하는 광선은 피검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감지실(sensing

cell)을 지나가고 적외선 감지기(thermopile,pyroelectricinfrareddetector)의 열전기
요소를 가열한다.
광선이 감지실을 지나감에 따라 그것의 처음 강도는 피검가스와의 흡수과정을 통하

여 강도가 감소해진다.감지실의 도파거리를 광선이 지나갈 때 일어나는 투과광의 강
도 감소는 피검가스의 농도 및 흡수계수와 투사광의 강도의 함수로 나타나며,이는
Lambert-Beer의 법칙으로 설명되어 진다.

  ⋅  ⋅⋅ -------------(2.3)

여기서,I는 투과광의 강도이며,Io는 적외선 선원으로부터의 투사강도,α는 피검가스
의 흡수계수,c는 피검가스의 농도,l은 흡수경로의 길이이다.따라서 투과광의 강도는
가스의 농도와 흡수경로의 길이에 지수함수적인 감소를 나타낸다.



Fig.7.AbsorptionbandofgasspeciesinI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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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퍼시티 타입의 CO2가스 센서는 silicate를 사용하여 유전율 변화에 기인하는 특성
을 이용한 것이 보고되었다9). 감지물질로 3-amino-propyl-trimethoxysilane 과
propyl-trimethoxysilane두 종류를 사용하여 히터가 구현되어 있는 quartz-glass기판
위에 형성되었다.Fig.8은 기판형태를 보여주고 있다.캐퍼시턴스(capacitance)의 변
화는 NiCr/Au전극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또한 히터와 온도센서가 동일 기판위에
내장되었다.센서의 작동온도는 60～80℃로 하였다.CO2에 노출 되었을 때,센서의 캐
퍼시턴스는 Fig.9처럼 감소하였다.센서의 메카니즘에 관해선 자세히 논의 되어있지
않지만,CO2가스의 흡착에 의해서 감지물질의 유전특성이 변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타입의 센서는 저온에서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지만,대기중의 수분의 농도에 민감하게
의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Fig.8.Crosssection and schematicview ofthesensorsbased on organically
modifiedsilicate.

Fig.9.CapacitanceofthesensorasafunctionofCO2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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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서에서 정전용량과 유전체의 관계는 콘덴서 기판면적을 A 라 하면

  


---------(2.4)

여기서,εs는 비유전율,εo는 진공상태에서의 유전율,d는 전극의 거리이다.또 정전
용량과 전하의 관계는 Q=CV가 되어 용량을 크게 하면 축적전하는 커질 수 있으나 실
제로는 내압과도 관계가 있어 대용량 콘데서 재료는 비유전율(εs)이 큰 것을 선택하거
나,두께 d를 가능한 얇게 한다.비유전율을 만족하는 재료로는 산화 티탄계(εs=20～
150),티탄산 바륨(εs=100～15000)등이 있고 거리 d를 얇게 하기 위한 재료로는 종이,
마이카,고분자 필름 등이 있다.
감지물질의 표면위에 가스가 흡착되면 식 2.4에서 d값이 직접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캐퍼시턴스(capacitance)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이때,감지물질은 박막이어야 한다.이
유는 벌크재료의 d값의 변화는 박막의 값에 비하여 무시 될 만큼 매주 작기 때문이
다.가스의 흡착은 전자공핍영역(deplationlayer)의 두께 변화를 야기 시킨다.즉 흡착
된 가스와 두개의 다른 상 사이의 전기적 상호작용은 반도체 전하의 농도를 변화 시킬
수 있다.세라믹을 감지 재료로 한 대부분의 정전 용량식 센서는 이런 원리에 의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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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보고 된 기타 다른 CO2sensor를 Table.3에 분류하였다.CO2가스를 감지
하기 위한 전극간격(dielectriclength)을 최적화 하기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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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작동온도 측정범위 유전특성 변화 발표년도 Ref

BaTiO3-PbO 743 0%-8% d(thicknessof
depletionlayer) 1990 [10]

BaTiO3-CuO,
BaTiO3-NiO

729K,
＞824K

0%-2%,1%-
20%

d(thicknessof
depletionlayer) 1991 [11,12]

BaSnO3-CuO 830K 0%-50% d(thicknessof
depletionlayer) 1991 [13,14]

BaTiO3-CuOwith
Agaddition 743K 100ppm-1% d(thicknessof

depletionlayer) 1992 [15,16,
17]

3-amino-Propyl-tri
methoxysilane,

propyl-trimethoxys
ilane,and
quartz-glass
substrate

333K-353K 0-10000ppm Relative
permittivity 1995 [18]

Thinfilm of
Aluminum

phosphate(AlPO4)
molecularsieves

Room
temperature 0-50ppm d(thicknessof

depletionlayer) 1997 [19]

CeO2-BaCO3-CuO 823K 350ppm -
20000ppm

d(thicknessof
depletionlayer) 2000 [20]

Thinfilm of
BaTiO3-CuO 973K On-off d(thicknessof

depletionlayer) 20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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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전해질을 이용한 기전력식 가스 센서에서는 농담전지에서 기전력이 두 개의 전
해질/전극계면에서의 이온 퍼텐셜이 같다는 원리에 따르고 있다.따라서 한쪽의 계면
가스 분압을 고정해두면 기전력에 따라 다른 쪽의 계면가스 분압을 알 수가 있다.기
전력은 Nernst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수농도 대수에 비례하므로 넓은 농도 범위에서
의 가스검출에 적합하다.

222...444...111고고고체체체 전전전해해해질질질의의의 종종종류류류222222)))

순수한 결정이 공공 또는 격자간 원자 등의 점 결함을 포함하지 않는 완전한 배열을
취할 수 있는 것은 0K 뿐만이다.0K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점 결함은 생성되고,온
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 결함의 수가 늘어난다.산화물 결정에 불순물이 존재하게 되
면 이에 기인하는 공공이 생긴다.예를 들어 ZrO2의 결정에 Ca2+이온이 고용되면 Zr4+

와 치환되어,양이온 측의 원(元)원자 배열을 유지한다.따라서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 Ca2+치환할 때마다 하나의 산소 이온의 공공이 생긴다.따라서 이 산소 이
온 공공의 수는 Ca2+이온수와 일치한다. 공공의 수는 온도에 의해서 생기는 내인성
의 공공과,불순물에 의해서 생기는 외인성의 공공으로 되어 있다.온도가 낮을 때는
내인성의 공공은 무시된다.이 산소 이온 공공은 결정격자 중의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
어 있는 것이 아니고,결정 내에서 항상 이동하고 있다.공공과 인접되어 있는 산소 이
온이 열진동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빈도로 에너지 장벽을 넘어 공공에 뛰어들면,그
산소 이온이 전에 존재하고 있던 격자점은 공공으로 된다.그 결과 공공은 이동하고
산소 이온은 공공과 역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된다.이와 같은 산소 이온의 이동이
확산인 것이다.또한 에너지 장벽이 낮을수록 이동의 활성화 에너지는 작고,이온은 이
동하기 쉽게 된다.이와 같은 이온이 이동하기 쉬운 재료로,고체 중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전하의 이동이 전자나 정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로 이온에 의해서 지워져 있는
것을 고체 전해질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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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재료로서 ZrO2를 들 수 있다.순수한 ZrO2를 가열할 때 1기압,1100℃에서
단사정계(monoclinicsystem)의 결정상으로부터 정방정계(tetragonalsystem)의 결정상
으로 상변태가 일어난다.이때 7% 정도 몰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반대로 냉각할 때 1
기압,950℃에서 고온 정방정계 상으로부터 저온 단사정계 상으로 상변태가 일어나면
서 똑같은 몰 부피증가가 일어난다.몹시 낮은 파괴 인성 값을 나타내는 순수한 ZrO2
는 변태가 일어날 때,두 상의 몰 부피 차이에 의하여 생기는 열응력(thermalstress,
thermalshock)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만다.Gibbs상률에 의하면 1성분계에서의 압력
이 일정하면,변태 온도가 일정해야 하는데,두 개의 서로 다른 변태온도(950℃와 110
0℃)를 나타내는 것은 순수한 ZrO2계의 상태를 규정하는 변수로서 변태 온도와 함께
변형에너지(strainenergy)도 추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수한 ZrO2모체에 CaO,MgO 또는 Y2O3를 소량 첨가하여(dissolved,doped)입방

정계(cubicsystem)의 고용체로 안정화시키면(stabilized),단사정계⇄입방정계의 상변
태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600～1000℃의 온도와 1～10-15기압의 압력에서 순
수한 산소 이온 전도체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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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재료로써 Na2O․11Al2O3의 분자식을 갖는 β-Al2O3를 들 수 있다.300～
400℃의 온도에서 Na/S 2차 전지의 Na+ 이온 전도체인 고체 전해질로 사용된다.
Al2O3모체에다 Na2O,Li2O또는 MgO를 첨가함으로써,높은 전도도를 갖는 β〃상으로
안정화 된다.Na+이온을 포함하는 β-Al2O3에서 Na+이온이 Ag+,K+또는 Rb+이온으
로 대치된다면,다른 β-Al2O3이 만들어진다.
또 다른 하나의 Na+ 이온 전도체로서,Na1+xZr2SixP3-xO12의 분자식을 갖는 상품명



NASICON을 들 수 있는데,이는 β-Al2O3의 전도도와 비교할 만큼 우수한 성질을 갖
는다.β-Al2O3의 2차원 준용융통로(2-dimensionalquasi-moltenpath)를 통해 Na+이
온의 확산/이동이 일어나는 데 반하여,NASICON은 3차원의 빈 공간(3-dimensional
quasi-moltenspace)을 통해 Na+이온의 확산/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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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할로겐 화합물(Lihalides)중에서 LiI는 상온에서 가장 높은 전도를 나타낸다.그
러나 상온고체 전해질로서,LiI는 비교적 낮은 전기 전도를 나타내기 때문에,다른 원
자가를 갖는 (+)이온(cation),예를 들면,Ca2+ 이온을 첨가하여 이상적 화학양론
(stoichiometry)조성을 벗어나게 함으로써,Li+ 이온의 전도도를 높일 수 있다.또는
모체 LiI에다 Al2O3를 기계적으로 혼합시킴으로써,Li+이온의 전도도를 증가시켜 상온
에서 Li+이온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로서 사용할 수 있다.이와 같은 생각은 다른 할로
겐 화합물(halides)모체,즉 LiBr,LiCl,LiF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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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ppner들은 구조상에서 Table.4에 표시한 것 같이 다음 3종의 형태로 분류한다.
typeⅠ은 전도이온종과 피검가스종이 동종의 가스센서이고,typeⅡ는 서로 다른 센서
이고,typeⅢ은 베이스가 되는 고체전해질과 탄소산염 보조상과 조합한 센서이다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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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222...111TTTyyypppeeeⅠⅠⅠssseeennnsssooorrr222555,,,222666)))

전도 이온종과 피검가스의 이온종이 동일한 타입의 센서이다.대표적인 예로 안정화
지르코니아(YSZ;yttriastabilizedzirconia)산소이온 전도체를 이용한 산소 센서이다.
사용된 셀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O2,PtⅠ  YSZ Ⅱ Pt,O2--------(2.5)

Fig.10.Schematicoxygensensordesign

위의 그림에서처럼 고체전해질,전극(Pt),가스의 세 가지 상이 만나는 점에서의 화학
반응식을 보면

O2+4e⇌O2 ------------(2.6)

위의 주어진 반응식 2.6으로부터 아래의 Nernstequation에 의하여 기전력(emf:



electromotiveforce)을 구할 수 있다.

  


∐
 

-----------(2.7)

여기서,F는 페러데이 상수이고,R은 기체상수,T는 온도이다.만약  (산소분압)를

알고 있다면 E값으로부터 ∐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TypeⅠ의 센서는 H+,Cl-,Na+의 이온전도체를 이용하여 H2,Cl2,Na(기체)와 같은
간단한 가스를 검출하는데 이용 할 수 있다.하지만 이온전도체의 종류가 많지 않은
이유로 여러 가지 가스를 검출하기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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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의 물질이(K2CO3)이온전도체와 감지물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센서로써,
이 타입의 센서는 SO2가스를 감지하기 위하여 K2CO3을 이용한 셀을 구성하여 고안
되었다. Ag2SO4를 고상 기준전극(referenceelectrode)으로 사용하였다.아래의 Fig.
11은 제조된 센서의 개략 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11.SchematicrepresentationoftheK2CO3concentrationcellusedintheCO2
sensor27)

셀의 구조를 살펴보면

CO2--O2,AuⅠ K2CO3Ⅱ Au,CO2--O2 -----(2.8)

여기서 K2CO3은 K+이온 전도체 역할을 한다.Au전극과 K2CO3계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2K++CO2+ O2+2e=K2CO3(solid) -----(2.9)

대기 중의 CO2가스는 고체전해질의 비전도이온종(immobile)으로 변하게 된다.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센서를 TypeⅡ로 분류한다.
이 센서의 기전력은 아래의 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 
∐



  




-----(2.10)

= 


∐
 

(for   ∐) -----(2.11)

만약 양쪽 전극에서 산소분압( 이 같다면 이미 알고 있는   값과 E값으로부터

∐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K2CO3의 물질을 이용한 화학 셀은 핀홀(pinhole)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결성이 떨어져 실제에 적용하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특히 SO2가스를 감지하
기 위하여 기계적,화학적,열적으로 안정한 물질을 찾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실제로 프로토 타입으로 Ag2SO4-K2SO4,Na2SO4-Li2SO4-Y2(SO4)3-SiO2는 SO2
기체에 대한 우수한 감지 특성을 보여주었다.하지만 내구성이 좋지 않은 이유로 실제
적용하기엔 문제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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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입의 센서는 Saito와 Maruyuma에 의해서 제안된 것으로29),그들은 나시콘
(NASICON)을 Na+이온전도체로 사용하여 SO2가스를 감지하고자 하였다.SO2가스
에 대해서 Na2SO4를 이용한 TypeⅡ 센서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시콘의 표면에서 자발적으로 Na2SO4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아래식
2.12와 같은 셀 구조를 설계하였다.

SO2-O2-SO3,Na2SO4,PtⅠ  NASICON Ⅱ Pt,Na2SO4,SO2,-O2,SO3----(2.12)

여기서,SO3는 Pt전극 위에서 SO2의 산화에 의해서 평형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생
성되어진다.위의 식이 의미하는 것은 감지하고자 하는 가스의 이온종과 다른 전해질
을 사용하여서 CO2센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TypeⅠ 센서가 갖고 있
던 전도이온종과 피검가스와 동일한 전해질을 가져야한다는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으며
TypeⅡ 가 갖던 기계적,화학적,열적으로 불안정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
다.이처럼 탄산염 보조 상을 이용하여 CO2가스를 감지하는 방식을 TypeⅢ로 분류
한다.이 타입의 셀 구조는 아래와 같다.

CO2-air,AuⅠ  NASICON Ⅱ Au,Na2CO3,CO2-air-----(2.13)

계면 Ⅱ는 CO2에 반응하고,계면Ⅰ은 오로지 O2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
가스(O2또는 air)부터 측정가스(CO2-air)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위의 셀 구조를 갖는
센서의 기전력은 아래의 식 2.14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2.14)

여기서,E0은 온도와 감지물질이 정해지면 항상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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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전극으로 Au망을 NASICON 위쪽 면에 기계적으로 접합시키고 그 위에 탄
소산염 보조상을 덮은 구조로 제조하였다.감지물질로는 Li2CO3-CaCO3조성을 Au망
위에 코팅하고 meltingpoint(녹는점)이상으로 열처리하여 급랭하는 방식으로 형성 시
켰다.제작된 시편의 패턴은 Fig.12와 같다.

Fig.12.Schematicview ofthestructureofCO2 sensorusing NASICON and
carbonate

Li2CO3-CaCO3의 혼합비가 다른 감지물질에 대하여 CO2농도에 따른 EMF변화
값은 Fig.13에 나타나 있다.순수한 Li2CO3보다는 CaCO3을 첨가하였을 때 저온에
서도 Nernst식에 잘 맞는 값을 보여주고 있다.순수한 Li2CO3경우나,함량 비가
1:0.5인 경우엔 작동온도가 감소할수록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가 이론적인 값 으
로 부터 많이 벗어나 있음을 알 수가 있다.하지만 1:2인 경우엔 저온부 (350℃)까지
이론적 값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Fig.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지물질과 NAS
ICON 의 계면에서 Li2ZrO3또는 CaZrO3막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막의 형성이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n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새로운 막이 전체 셀 기전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



Fig.13.EMFofNASICON/Li2CO3-CaCO3ascorrelatedwithCO2concentration.
(a)Li2CO3:CaCO3=1:0,(b)Li2CO3:CaCO3=1:0.5,(c)Li2CO3:CaCO3=1:2



Fig.14.SEM photograph :(a)and EPMA analysis,(b)ofselected pointson
fracturedsurfaceforLi2CO3/NASICON.



NASICON을 이용한 다른 연구의 한 흐름은 단일 탄산염보조상 보다는 혼합된 탄
산염 즉,Na2CO3-BaCO3,Na2CO3-Li2CO3,Li2CO3-BaCO3,Li2CO3-CaCO3등과 같이 제
조하였을 때,수분에 대한 의존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Na2CO3-BaCO3조
성비가 1:1.7 성분을 녹여서 급랭 하여 얻은 분말을 감지물로 사용했을 때,순수
Na2CO3에 비하여 수분 저항성과 반응시간이 향상된다고 한다.전형적인 반응거동을
Fig.15,16에 나타내었다33,34).그들은 Na2CO3과 BaCO3이 혼합되어 유리성분을 형성
하고 이들이 수분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하지만 아직까지
유리성분이 Na2CO3-BaCO3계에서 유리상이 형성 된다는 사실이 보고 된 적은 없다.
그리고 Na2CO3-BaCO3조성은 수분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그 이유는
Na2CO3이 수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수분 저항성이 우수한 Li2CO3
을 사용하게 되었다.즉,Li2CO3-BaCO3,Li2CO3-SrCO3,Li2CO3-CaCO3와 같은 복합
상은 순수한 Li2CO3을 사용한 감지물질에 비하여 수분에 대한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었
다.그러나 어떤 메카니즘에 의하여 단일상에 비하여 복합상이 CO2가스에 대한 반응
특성이 좋은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더군다나 감지물질은 Li+이온의 보조상
이고 고체전해질은 Na+이온전도체인데 어떻게 CO2분압에 따라 계면에서 Li+이온의
활동도가 Na+활동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다35,36).



Fig.15.Responsetransientsto250and2000ppm CO2forthesensorelementusing
the BaCO3-Na2CO3(Ba:46%)electrode at550℃:(a)dry CO2;(b)wet
CO2(2.7kPaH2O)

Fig.16.Responsetransientsto 250 and 1500ppm CO2 ofthesensorelements
using thepureNa2CO3 electrodeat550℃:(a)dry CO2;(b)wetCO2
(0.7kPaH2O)



고체전해질을 벌크형태로 제조한 센서는 그 공정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만약 screen
printing방법에 의한 후막 기법이 도입된다면 매우 간편하게 제조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들어 후막기술을 이용한 센서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37).Fig.17은 벌크형
태를 기판의 한 면에 감지전극과 보조전극을 동시에 스크린 프린팅 방법으로 제조한
센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NASICON 분말은 졸-겔법으로 제조하였고,α-terpineol
과 ethylcellulose이 혼합된 유기 바인더와 혼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하고 이를 스크
린 프린팅 방법을 통하여 30㎛ 두께로 인쇄하였다.감지물질은 Li2CO3-BaCO3(1:2몰
비)조성의 분말을 유기 바인더와 혼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10
㎛ 두께로 인쇄하였다.Fig.18은 이렇게 제작된 센서의 CO2가스에 대한 응답특성을
보여주고 있다.이 실험 결과로부터,후막으로 제조된 경우에도 CO2가스에 대한 매우
좋은 특성을 보이는 센서를 제조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이론값으로부터 조금 벗
어나는 경향을 보여주긴 하지만,열처리 조건을 달리 함으로써 NASICON 후막의 치
밀화를 이룸으로써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Fig.17.StructureofplanartypeCO2sensorbasedonNASION thickfilm



Fig.18.ResponsetransientsofthedevicetovariousCO2concentration
(100～2000ppm)at600℃.

Fig.19,20은 p-type(100)Si기판위에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과
정과 제작 시편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38).이 실험에선 MEMS기술을 이용하여 소자
의 히터와 전극을 형성 하였으며 스퍼터를 이용하여(magnetronsputter)NASICON
박막(2000～2500Å)과 감지 물질을 증착하였다.MEMS기술을 이용한 소형화 및 집
적화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반응성 및 회복특성,그리고 장기신뢰성에 대한 검증
이 되지 않아,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리라 여겨진다.



Fig.19.Cross-sectionalview ofCO2micro-sensorfabrication.

Fig.20.Photographoffabricatedmicro-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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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대기오염이 현대 사회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대기를 오염시키는 산업체와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NOx,SOx,HC,CO2,분진
등의 유해가스성분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제어하는 대기환경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CO2농도 증가가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CO2배출량의 제어 및 규제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CO2감지장치가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CO2감지용 고체전해질 센서는 전도 이온종과 피검가스종이 동종인 type
Ⅰ,서로 다른 typeⅡ,베이스가 되는 고체전해질과 탄산염보조상과 조합한 typeⅢ로
Weppner등에 의하여 분류되었다24).1970년대 K2CO3을 이용한 typeⅡ 형태의 센서가39)

보고된 이후 β-Al2O3,NASICON 등의 Na+이온 전도체를 이용한 센서가40-47)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NASICON은 3차원의 빈 공간을 통해 Na+이온의 확산/이동이
가능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최근 들어 졸-겔 법으로 나노 사이즈의
NASICON 분말을 합성하여 이온전도도 향상을 위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48-50)

.

지금 까지 대부분의 고체전해질 센서는 벌크로 제조하여 양쪽 면에 감지물질과 기
준전극을 접합하는 형태(stacktype)로 연구 되었다.사파이어 기판 위에 Na+전도체로
써 β-알루미나를 박막으로 코팅하는 방법과,RF magnetron sputter를 이용한
NASICON박막에 관한 연구도 보고된바 있으며51,52),기준전극의 퍼텐셜을 일정하게 함
으로써 장기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53).
본 연구에선 Li이온 전도체를 벌크로 준비하였다.벌크는 일반적인 세라믹 성형 공
정에 의하여 제조하였고,Li2TiO3+TiO2 계의 기준전극을 사용함으로써 기준전극의
sealing이 필요 없는 planartype으로 한쪽 면에 감지물질과 기준전극을 후막기법으로
페인팅 방법을 사용하였다.감지물질로써 Li2CO3에 SrCO3을 함량을 달리하여 그에 따
른 특성을 평가하였으며,습도 의존성을 조사하였다.



제제제 222절절절...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333...222...111이이이온온온전전전도도도체체체(((SSSooollliiidddeeellleeeccctttrrrooolllyyyttteee)))

Li3PO4(Aldrich,99.99%)에 SiO2(5mol%)를 첨가하여 지르코니아 볼을 넣고 200rpm
으로 12시간 볼 밀링을 실시하고 120℃ 오븐에서 건조시켰다.건조된 분말은 직경
1.2mm의 몰드에 넣고 2000psi압력으로 1축 가압성형 하여 벌크 시편을 준비하였다.
벌크 시편은 공기 중,800℃에서 8시간 소결하였다.

333...222...222탄탄탄산산산염염염보보보조조조상상상(((CCCaaarrrbbbooonnnaaattteeeaaauuuxxxiiillliiiaaarrryyyppphhhaaassseee)))

Li2CO3(alfaaesar,99.9%)에 5,10,20,50,60mol% 함량을 달리하여 SrCO3 (Al
drich,99.9%)을 첨가한 후 증류수에 지르코니아 볼과 혼합하여 200rpm으로 6시간 볼
밀링을 실시하였다.120℃ 오븐에서 24시간 건조 후 유기바인더와 혼합하여 threeroll
mixer를 이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페이스트를 Au전극위에 형성하고,박스로
(boxfurnace)에서 600℃,1시간 열처리 하였다.

3.2.3 기기기준준준전전전극극극(((RRReeefffeeerrreeennnccceeeeeellleeeccctttrrrooodddeee)))

Li2TiO3(Aldrich,99.99%)에 10mol% TiO2를 혼합 후 증류수에 지르코니아 볼과 혼
합하여 200rpm으로 6시간 볼 밀링을 실시하였다.120℃ 오븐에서 24시간 건조 후 유
기바인더와 혼합하여 threerollmixer를 이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페이스트를
Au전극위에 형성하고,박스로(boxfurnace)에서 700℃,1시간 열처리 하였다.



333...222...444센센센서서서제제제조조조및및및특특특성성성평평평가가가

Fig.21은 제조 된 센서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Bulk한쪽 면에 Au를 painting
하여 전극을 형성하고 각각의 전극위에 감지물질 과 보조전극 물질을 painting후 열
처리 하여 센서의 소자를 형성 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표면 및 단면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SEM 분석을 실시하였고,감

지물질 및 보조전극,전해질의 결정성 분석을 위하여 XRD spectrum 분석을 실시하였
다.감지물질의 상전이 특성 및 온도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TG-DTA 분석을 실시
하였다.
Fig.22는 가스 측정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기전력 측정은 MFC(mass flow

controller)로 기체 유량을 조절하여 CO2 가스 농도(1% CO2-airvalanced)를 250-5000
ppm으로 조절하였으며,내부저항이(Inputimpedence)10GΩ인 HP34401A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기전력을 측정하고 컴퓨터로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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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Schematicofthesensordesignwithaplanartype



Gas outGas outGas outGas out

AirAirAirAir COCOCOCO

MultimeterMultimeterMultimeterMultimeter

ComputerComputerComputerComputer

MFCMFCMFCMFC

FurnaceFurnaceFurnaceFurnace

ControllerControllerControllerController

Gas inGas inGas inGas in

ChamberChamberChamberChamber

ThermocoupleThermocoupleThermocoupleThermocouple

SensorSensorSensorSensor

Gas outGas outGas outGas out

AirAirAirAir COCOCOCO

MultimeterMultimeterMultimeterMultimeter

ComputerComputerComputerComputer

MFCMFCMFCMFC

FurnaceFurnaceFurnaceFurnace

ControllerControllerControllerController

Gas inGas inGas inGas in

ChamberChamberChamberChamber

ThermocoupleThermocoupleThermocoupleThermocouple

SensorSensorSensorSensor

CCCOOO222

Fig.22.Schematicexperimentalsetupforgassensingmeasurements



제제제 333절절절...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333...333...111SSSEEEMMM 분분분석석석

제작된 센서의 전해질과 감지물질의 표면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HITACHI사의
S-4300모델을 이용하여 SEM 분석을 하였다.Fig.23은 air분위기,800℃에서 2,8
시간 소결한 리튬이온 전도체의 표면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2～5㎛ 크기를 갖는 다면
체 형상의 입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2,8시간 열처리 경우 크게 다른 점을 관찰할
수 없지만,이미 입자들끼리의 접촉점 증가로 입자 성장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가 있
다.Fig.24는 순수한 Li2CO3과 Li2CO3-SrCO3(10mol%)의 혼합 상의 표면을 보여주고
있다.순수한 Li2CO3의 경우엔 약 5㎛ 입자크기의 Neck 형성이 많지만,SrCO3을
10mol% 첨가한 시편의 경우 각진 모양으로 개개의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입
자들의 크기도 약 10㎛ 사이즈로 순수한 Li2CO3에 비하여 porous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해질과 Au간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상의 접촉 면적이 클수록 좋은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CO2가스가 감지물질을 통과하기 위해선 치밀한
구조보다는 porous한 구조가 유리하다.이러한 점에서 순수한 Li2CO3에 비하여 SrCO3
을 첨가하였을 때,감도가 향상되어 질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Fig.25는 기준전극
의 표면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Fig.26은 감지물질과 전해질 사이의 계면을 보여주고
있다.Na+이온전도체를 이용한 경우 감지물질과 이온전도체 계면에서 새로운 층이
생성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본 실험에선 새로운 층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F.Salam53)의 논문에 의하면,감지물질을 박막과 후막형태로 제조한 경우,후막으

로 제조 하였을 때,감도와 반응시간 그리고 안정된 신호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박막
의 경우 탄산염 보조상이 센서의 전체 기전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Schottkybarriers의 형성 이론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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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SEM photographsoftheLi3PO4bulkwithsinteringtime.
(a)at800℃ for2h,(b)at800℃ for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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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SEM photographsofthepureLi2CO3 andLi2CO3+SrCO3(10mol%)
sinteredat600℃ for1hinair:(a)Li2CO3,(b)Li2CO3+SrCO3(10mol%).



555㎛㎛㎛

Fig.25.SEM photographoftheLi2TiO3-TiO2(10mol%)sinteredat700℃ for1h
inair.



LLLiii222CCCOOO333+++SSSrrrCCCOOO333(((111000mmmooolll%%%)))

LLLiii333PPPOOO444+++SSSiiiOOO222(((555mmmooolll%%%)))

Fig.26.CrosssectionimageoftheLi2CO3(SrCO3)andLi3PO4(SiO2)



333...333...222상상상 분분분석석석

Li3PO4의 상과 결정성의 분석을 위해서 Rigaku사의 D-MaxⅢA CuKα=1.5405모
델을 사용하였다.분석 시료는 800℃에서 2,8시간 소결된 시편을 사용하였다.Fig.27
은 열처리 시간에 따른 이온전도체의 X-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JCPDScard#84-0046에 잘 일치하는 Li3PO4의 결정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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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XRDspectrum ofLi3PO4bulkwithsinteringtime



333...333...333열열열분분분석석석(((TTTGGG---DDDTTTAAAaaannnaaalllyyysssiiisss)))

감지물질의 열처리 과정에 따른 중량변화와 반응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TG/DTA
분석을 하였다.Fig.28은 Li2CO3-SrCO3의 혼합상에 대한 DT-TGA 분석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DTA(DifferentialTemperatureAnalysis)커브에서 100℃ 이하의 온도에서 나타난

흡열피크는 대기 중에서 흡착되었던 수분 감소에 의한 것이다.TGA(Thermal
GravimetryAnalysis)의 그래프에서 200℃ 이상의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중량이 감소하
고 있고,700℃ 근처에서 녹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이를 DTA 그래프의 흡열 피
크를 통하여 확인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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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8.TG-DTA curveofLi2CO3-SrCO3mixture.



333...333...444응응응답답답특특특성성성평평평가가가

Li2CO3에 SrCO3의 함량을 5,10,20,50,60mol%를 달리한 센서의 여러 가지 CO2
농도와 작동 온도 500℃에서의 감도 및 반응속도,회복속도를 아래 Fig.29에 나타내었
다. 순수한 Li2CO3녹는점이 678℃로 동작온도 500℃를 감안 하였을 때,장기 신뢰성
을 부여하기엔 문제점 있다.실제로 대기 중의 수분의 흡착이나,유기바인더의 잔류로
인한 녹는점 강하로 감지물질이 녹는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54).이에 본 실험에선
Li2CO3에 녹는점이 높은 SrCO3을 첨가하였다.5mol% 첨가의 경우,저농도 에서는 반
응성이 좋지만 고농도의 CO2가스 분위기에선 반응성이 현저히 감소하며,회복성은 매
우 떨어지고 있다.그러나 10mol% 첨가 시 반응성 및 회복 특성이 매우 좋으며,Δ

EMF/dec값은 약 68.7mV/dec값을 보여주어 이론값(76.7mV)에 근접하였고,500～
5000ppm CO2농도 범위에서 네른스트 식에 일치하는 매우 좋은 선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SrCO3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CO2농도 500ppm에서의 기전력 값이 감소하
였으나,반응성 및 회복특성은 우수하였다.단일 성분보다 복합성분의 감지물질을 사용
하였을 때,센서의 특성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어떤 작
용에 의하여 향상되는지에 관한 설명은 명확하지 못하다.그중에서도 감지물질과 이온
전도체 사이에서 새로운 상의 형성으로 그 부분에서의 이온전도성 향상이 원인 이라는
설명과,감지물질 제조 시 두 성분을 녹이고,급랭 시키게 되는데 이때 감지물질 내에
유리성분이 생성되어 이온전도성을 향상시켜 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하지만 위의 두 가지 설명 모두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
본 실험의 경우 X선 분석에서 새로운 상이 생성되지는 않았으며,벌크의 단면 사진

(Fig.26)에서도 새로운 층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Fig.30에 SrCO3의 첨가량에 따른
EMF와 ΔEMF/dec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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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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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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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g.29.Theresponseand recovery asafunction oftimewith SrCO3 amount
at500℃ operatingtemperature:
(a)5mol%,(b)10mol%,(c)20mol%,(d)50mol%,(e)60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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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0.Theemfandemf/decvariationwithamountofSr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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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ICON을 이용한 CO2센서의 경우 Na2CO3감지물질이 수분과 민감하게 반응하
여 습도 의존성을 갖게 되었고,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Na2CO3-BaCO3조성을 사용하
게 되었고,혼합 상 역시 Na2CO3로 인한 습도 의존성 때문에 습도 의존성을 줄 일수
는 없었다.이런 이유로 수분저항성이 좋은 Li2CO3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단일 성
분보다는,Li2CO3-BaCO3,Li2CO3-CaCO3와 같은 복합성분의 감지물질을 사용하게 되
었다.이들은 습도 의존성이 거의 없는 센서의 특성을 구현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감지물질의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수분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작동온도 이상으
로 순간적으로 가열해주는 “Pulseheating”에 관한 논문도 보고되었다54).
반응성 및 회복특성,EMF,ΔEMF/dec값이 가장 좋았던,SrCO3이 10mol% 첨가된

센서를 건조 상태와,100% 습도 상태에서 특성을 조사하였다.Fig.31,32는 순수한
Li2CO3을 감지물질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의 CO2농도에서 반응성 및 회복 특성 그리
고 EMF/dec값을 보여주고 있다.순수한 Li2CO3의 경우 건조한 상태와 100%의 습도
분위기에서의 EMF값이 현저히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었고,회복특성 역시 좋지 않
았으며,EMF/dec값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어 단일 Li2CO3을 감지물질로 사용하는 경
우 습도의존성이 매우 큼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Fig.33,3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SrCO3이 10mol% 첨가된 센서의 경우 습한 분위기에서 EMF값은 증가하였지만 반응
성 및 회복특성은 매우 좋은 경향을 보여주었고,ΔEMF/dec값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여주어 SrCO3을 첨가 시 습도 의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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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TheemfvariationofpureLi2CO3asafunctiontimeatdryandwet
condition



Fig.32.TheΔemf/decvariationofpureLi2CO3asafunctionoftimeatdryCO2
andwetCO2condition



0 20 40 60 8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5000ppm

3000ppm

2000ppm

1000ppm

E
M

F
 (

m
V

)

Time (min)

 Humid
 Dry

Li
2
CO

3
+SrCO

3
(10mol%)

500ppm

 

 

Fig.33.TheemfvariationofLi2CO3-SrCO3(10mol%)mixtureasafunctiontimeat
dryandwetcondition.



Fig.34.The Δemf/dec variation as a function oftime atdry CO2 and wet
CO2condition.



제제제 444절절절...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Li3PO4+SiO2(5mol)의 벌크 Li+이온 전도체를 이용하였고,보조전극으
로 Li2TiO3+TiO2를,감지전극 물질로 Li2CO3-SrCO3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Li2CO3감지물질에 SrCO3을 10mol% 첨가하였을 때 90% 반응속도
(t＜16sec),90%회복속도(t＜30sec)를 보여주었고,500ppm의 CO2가스
분위기에서 EMF값은 250mV로 가장 좋았으며,500～5000ppm의 CO2
가스 농도범위에서 우수한 선형성을 보여주었으며,ΔEMF/dec값은 네른
스트 식에서 구한 이론적인 값(76.7mV/dec)과 근접하는 68.7mV/dec값을
보여 주었다.

2.SrCO310mol% 첨가된 시편의 경우 순수한 Li2CO3의 경우보다 100% 습도
분위기에서 반응성 및 회복특성이 우수하였으며,특히 ΔEMF/dec값은 거의
유사하여,SrCO3첨가시 습도 의존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제제 444장장장...박박박막막막 LLLiii+++이이이온온온전전전도도도체체체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CCCOOO222가가가스스스센센센서서서

제제제 111절절절 서서서 론론론

Na+이온전도체로 잘 알려진 NASICON(Na1+xZr2SixP3-xO12)은 β-Al2O3와 견줄 정도
로 높은 이온전도도 특성을 갖고 있다22).최근 들어 졸-겔법으로의 합성을 하였고48-50),
가장 일반적으로 고상반응법(Solidstatereactionmethod)을 이용한 합성이 많이 이루
어진다.그러나 그 성분이 복잡하여 제조상에 어려움이 많다.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
는 이온전도체를 벌크로 제조하여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최근에 들어 후막이
나,박막을 형태의 이온전도체에 관한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다.특히 본 논문에서는 조
성이 간단하고,Li+이온에 대한 전도도가 좋은 Li3PO4박막을 이용 하였고,앞서 언급
했던 것처럼 감지물질은 치밀한 구조보다는 기공이 많은 형태가 좋기 때문에, 감지물
질과 보조전극은 후막형태로 인쇄하는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Fig.35는 Figaro
사에서 판매중인 고체전해질 CO2센서를 보여주고 있다.기판위에 glass를 이용하여
NASICON 벌크를 접합하여 셀을 구성하였다.양산과정에 있어서 이온전도체를 벌크형
태로 제조하는 경우 공정이 복잡해 질뿐만 아니라,조립 과정상 센서의 크기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만약 박막 이온전도체의 성능이 벌크와 비슷한 특성을 보여준다면 양
산과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선 Thermalevaporation시스템을 이용하여 Li+이온전도체 박막을 형성하

였으며,열처리 온도와 박막의 두께에 따른 막의 특성 및 CO2감지 특성을 조사하였
다.



Fig.35.CommercialpotentiometricCO2sensorbyFigaroInc.



제제제 222절절절 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EEExxxpppeeerrriiimmmeeennntttaaalllPPPrrroooccceeeddduuurrreee)))

444...222...111이이이온온온전전전도도도체체체

Li3PO4(Aldrich,99.99%)에 SiO2(5mol%)를 첨가하여 지르코니아 볼을 넣고 200rpm
으로 12시간 볼 밀링을 실시하고 120℃ 오븐에서 건조시켰다.건조된 분말은 직경
1.2mm의 몰드에 넣고 2000psi압력으로 1축 가압성형 하여 벌크 시편을 준비하였다.
벌크 시편은 공기 중,700℃ 온도에서 2시간 소결하였다.소결된 시편은 덩어리 조각으
로 부수어 준비하였다.준비된 Li3PO4조각을 thermalevaporationsystem을 이용하여
각 각 300㎚,650㎚,1.2㎛ 두께를 달리하여 Al2O3기판위에 증착하였다.증착 시 진공
은 10-6torr이하를 유지하였으며,인가전압은 1V,9.8A였고,텅스텐 보트를 이용하였
다.증착된 기판은 공기 중,800℃에서 2시간 열처리 되었다.

444...222...222감감감지지지전전전극극극(((CCCaaarrrbbbooonnnaaattteeeaaauuuxxxiiillliiiaaarrryyyppphhhaaassseee)))

Li2CO3(alfaaesar,99.9%)분말을 유기바인더와 혼합하여 threerollmixer를 이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제조된 페이스트는 스크린 프린팅 방법을 통하여 Au전극위에
약 20㎛ 두께로 인쇄 후 600℃에서 1시간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4.2.3  기기기준준준전전전극극극(((RRReeefffeeerrreeennnccceeeeeellleeeccctttrrrooodddeee)))

Li2TiO3(Aldrich,99.99%)에 10mol% TiO2를 혼합 후 증류수에 지르코니아 볼과 혼
합하여 200rpm으로 6시간 볼 밀링을 실시하였다.120℃ 오븐에서 24시간 건조 후 유
기바인더와 혼합하여 threerollmixer를 이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제조된 페
이스트는 스크린 프린팅 방법으로 Au전극위에 약 10㎛ 두께로 인쇄하였고,700℃에
서 1시간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444...222...444센센센서서서제제제조조조 및및및 특특특성성성평평평가가가

Fig.36은 제조 된 센서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Al2O3기판위에(3㎜×3㎜)증착된
Li3PO4박막위에 Au전극을 screenprinting방법으로 형성 시켰다.전극위에 감지물질
과 보조전극 물질을 screenprinting방법으로 인쇄 후 열처리 하였다.기전력을 측정
하기 위하여 Auwire를 연결시켜 제조된 시편은 측정 챔버 안에서 600℃에서 6시간
Aging을 실시 후 CO2농도를 변화시키며 측정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표면 및 단면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SEM 분석을 실시하였고,감
지물질 및 보조전극,전해질의 결정성 분석을 위하여 XRD spectrum 분석을 실시하였
다.
Fig.37은 가스 측정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기전력 측정은 MFC(mass flow

controller)로 기체 유량을 조절하여 CO2가스 농도(1% CO2-airvalanced)를 250-5000
ppm으로 조절하였으며,내부저항이(Inputimpedence)10GΩ인 HP34401A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기전력을 측정하고 컴퓨터로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a)

(b)

Fig.36.Schematicofthesensordesignwithaplanartype.
(a)crosssection (b)top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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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Schematicexperimentalsetupforgassensing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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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111SSSEEEMMM 분분분석석석

Fig.38,39는 공기 중에서 각각 700℃ 와 800℃로 2시간 동안 열처리 한 Li3PO4박
막의 두께에 따른 표면 미세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박막의 두께가 증가
함에 따라 결정립 성장이 일어났으며,1.2㎛의 두께로 증착된 시편을 800℃로 열처리한
경우에는 구형에 가까운 형태로 결정립 성장을 하였고,700℃로 열처리한 시편은 이러
한 구형의 결정립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0.65㎛ 이하의 두께로 증
착된 시편들의 표면은 알루미나 기판 형상과 비슷한 표면구조를 나타내었고,이는 Fig.
40의 XRD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또한 동일한 두께로 증착된 시편에서 700℃로 열처
리한 시편보다 800℃로 열처리한 시편의 결정립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이러한 결과로부터 Li3PO4박막의 결정립 성장은 열
처리 온도보다 증착된 박막의 두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체전해질에서 공공이 많으면 공공으로의 이온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 이온전도

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런 이유로 치밀한 벌크 또는 후막의 전해질을 얻으
려는 시도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로 NASICON 분말을 졸-겔
법을 통하여 미세분말을 얻어 벌크 제조 시 치밀화를 이루려는 것이고,후자의 경우는
유기 바인더의 종류를 달리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함으로써 인쇄 시 치밀화를 이루려는
노력이다.이런 이론적 배경을 미루어 볼 때 입자 형태와 치밀화 정도에서 1.2㎛두께의
박막을 800℃에서 열처리 했을 때 가장 좋은 특성을 얻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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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8.SEM imagesofLi3PO4thinfilmsaftersinteringat700℃ for
2hinairwiththickness:(a)300㎚,(b)650㎚,(c)1.2㎛,sinteredat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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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9.SEM imagesofLi3PO4thinfilmsaftersinteringat800℃ for
2hinairwiththickness:(a)300㎚,(b)650㎚,(c)1.2㎛,sinteredat800℃.



444...333...222상상상 분분분석석석(((PPPhhhaaassseeeAAAnnnaaalllyyysssiiisss)))

상과 결정성의 분석을 위해서 Rigaku사의 D-MaxⅢA CuKα=1.5405모델을 사용
하였다.Fig.40은 열처리 조건과 박막의 증착두께에 따른 XRD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700℃,800℃로 열처리 한 경우 모두 열처리 전 시편에서는 (201)피크가 미약하
게 나타나고,이후 0.65㎛까지 두께가 증가하더라도 새로운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2㎛의 두께로 증착 된 경우에는 새로운(110),(220)의 피크가 나타났다.즉,
Li3PO4는 0.65㎛ 이하의 두께에서는 알루미나 기판의 영향으로 (201)방향성을 갖는 결
정성장이 나타나지만,1.2㎛ 이상의 두께로 증착되면 새로운(110)과 (220)방향 피크가
관찰되어 다결정체 박막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40.X-rayspectrumsofLi3PO4thinfilm withthicknessand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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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333...111이이이론론론(((TTThhheeeooorrryyy)))

리튬이온 전도체 박막을 이용하여 제작 된 셀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aLiⅡ aLiⅠ

CO2,O2,Au,Li2TiO3-TiO2┃Li3PO4┃Li2CO3,Au,CO2,O2-----(4.1)

감지전극 쪽에서의 반응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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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전극에서의 반응을 살펴보면,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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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9)

        -----(4.10)

Π ----(4.11)

Π

Ι -----(4.12)

위의 식 4.2와 4.7에서 각각의 반쪽 전지에서 Li이온의 전위를 계측하기 위해서
는 순수한 Li표준 전극전위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측은 어렵다.전체 반
응식을 이용하면 각각의 계면에서의 Li이온의 비로써 전체 셀의 기전력을 구할 수 있
다.



셀 전체의 반응식을 살펴보면,

       (Overallreaction)-----(4.13)

-----(4.14)

-----(4.15)

Δ Δ ----(4.16)

Δ Δ Δ Δ Δ

여기서,ΔGo는 깁스자유생성에너지,E는 기전력,F는 Faraday상수,R은 기체상수,
T는 절대온도,aLi는 각각의 계면에서 Li+ion의 활동도 이다.식 4.2는 감지전극 쪽에
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열역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계면 Ⅰ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 Li+

이온의 활동도를 계산할 수 가 있다.
실험에 사용된 셀은 항상 양쪽 전극 모두 대기 중에 노출되게 된다.최근 들어 위와 같

은 planar타입의 센서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이를 가능하게 했던 이
유는 기존의 기체상의 보조전극을 사용 하였을 때 한쪽 전극을 대기 중 CO2가스로부
터 sealing하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sealing작업이 용이 치 못하였다.그런
이유로 최근 들어 고상 보조전극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기상 보
조전극을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위의 식 4.2와 4.7을 보면 양쪽 전극 모두 똑같은 1/2O2항의 산소 분압 의존성을

갖고 있고,감지전극 쪽에서만 CO2분압에 의존함을 알 수가 있다.위의 식 4.2～4.6
은 감지전극 쪽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통하여 평형상수 K 와 전해질과 감지물질 사이
의 Liion의 활동도를 구하는 식을 나타내고 있다.같은 방법으로 식 4.7～4.11은 기준
적극 쪽에서의 평형상수 K 값과 전해질과의 계면에서의 Li-ion의 활동도를 구하는 식



을 나타내고 있다.여기서 구해진 계면 Ⅰ,Ⅱ에서의 Li-ion의 활동도를 알게 되면 식
을 통하여 4.12를 통하여 전체 셀의 기전력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이 각각의 반쪽 셀에서의 Li-ion의 활동도를 구하지 않고서도 식 4.16을 이용
하면 이미 알려진 깁스자유생성에너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쉽게 전체 기전력을 구할
수 있게 된다.여러 가지 온도에서 깁스자유생성에너지 값을 Table.5에 정리하였다.



Δ Δ Δ Δ

600K -1045224 -827753 -1485520 -395182
673K -1024180 -814579 -1462299 -395340
700K -1016366 -809706 -1453710 -395398
723K -1009917 -805600 -1446424 -395441
773K -995831 -796642 -1430584 -395535
800K -988225 -791810 -1422030 -395586
823K -981833 -787724 -1414775 -395623
873K -967938 -778842 -1399004 -395704
900K -960434 -774046 -1390488 -395745

TTTaaabbbllleee...555...SSStttaaannndddaaarrrdddfffooorrrmmmaaatttiiiooonnneeennneeerrrgggyyyooofffLLLiii222CCCOOO333,,,TTTiiiOOO222,,,LLLiii222TTTiiiOOO333aaannndddCCCOOO222aaattt
dddiiiffffffeeerrreeennntttttteeemmmpppeeerrraaatttuuurrreeesss...



444...333...333...222작작작동동동온온온도도도(((OOOpppeeerrraaatttiiinnngggTTTeeemmmpppeeerrraaatttuuurrreee)))

Fig.41은 1.2㎛ 두께의 이온전도체 위에 보조전극과 감지물질을 형성시킨 후 작동
온도 변화에 따른 기전력(EMF)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네른스트 식(NernstEquati

on)으로부터 


을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다.

저온부에서 얻어진 EMF/dec(가스농도 10배 변했을 때 기전력 변화 값)값이 이론
값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이는 식 4.2와 4.7에서 온도가 낮아 kinetic부족으로 양
쪽 전극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인 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55).본 실험에 사용 중인 센서는 매우 좁은 작동온도 범위를(460℃～500℃)가짐을 알
수가 있다.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EMF/dec값이 이론 값(76.7mV)으로부터 벗
어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온전도체에서 p-type전
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란 연구가 보고된 적 있으며,전자 전도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
기 때문이란 연구내용도 발표된바 있다56).이러한 고상의 이온전도체 내에서 p-type
전도,또는 전자전도에 관한 연구는 안정화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산소 센서의 경우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다.하지만 아직도 전자(electron)들의 전도인지,p-type의 전도인가
에 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56,57).
Fig.42,43은 다양한 CO2농도에서 작동 온도와 이온전도체의 박막의 두께에 따

른 EMF와 ΔEMF값을 나타내었다.700℃에서 열처리된 시편의 경우 막의 두께 증
가와 작동온도 증가에 따라 EMF및 ΔEMF/dec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이
는 Fig.38,39에서 볼 수 있듯이 박막의 두께 증가에 따라 (110)방향으로의 결정이 성
장하게 되고 치밀화를 이룸으로써 이온전도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800℃
에서 2시간 열처리된 시편의 경우 두께가 650㎚ 이상 일 때 그 특성이 우수하였으며,
700℃에서 열처리된 시편과 유사한 거동을 보여주고 있으나,EMF및 작동온도와 열처
리 온도에 따른 ΔEMF/dec값이 향상되었다.특히 두께 1.2㎛,800℃에서 2시간 열처리
된 시편의 경우 이론적인 값(76.7mV)에 근접하는 75mV값을 보여주었다.두께와 작
동온도에 따른 EMF/dec값을 Table.6에 정리하였다.



Fig.41.ThedependenceofΔEMF/decasafunctionofoperating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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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ThedependenceofemfasafunctionoflogPco2at400,450,500℃
operatingtemperaturewiththicknessofLi3PO4thinfilmssinteredat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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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Thedependenceofemfasafunction oflogPco2 at400,450,500℃
operatingtemperaturewiththicknessofLi3PO4thinfilmssinteredat 800℃.



소결온도 700℃ 800℃
작동온도

막두께 400℃ 450℃ 500℃ 400℃ 450℃ 500℃

ΔEMF/dec
(mV)

300㎚ -1.67 -10.9 -28.4 -2.79 -11.5 -41.69
650㎚ -6.33 -18.54 -51.34 -9.39 -36.43 -67.7
1.2㎛ -25.6 -56.69 -61 -36.88 -71.18 -75.07

TTTaaabbbllleee...666...TTThhheee ΔΔΔΔEEEMMMFFF///dddeeecccvvvaaallluuueeeooofffttthhheeessseeennnsssooorrrssswwwiiittthhhttthhheeettthhhiiiccckkknnneeessssssaaatttdddiiiffffffeeerrreeennnttt
ooopppeeerrraaatttiiinnngggttteeemmmpppeeerrraaatttuuurrreee...



444...333...333...333반반반응응응 및및및 회회회복복복특특특성성성(((RRReeessspppooonnnssseee&&& RRReeecccooovvveeerrryyy)))

작동온도 500℃,두께 1.2㎛ 인 센서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반응 및 회복 특성 과
500～5000ppm CO2농도 범위에서 ΔEMF/dec그래프를 Fig.44-47에 나타내었다.
700℃에서 열처리된 센서의 경우 500ppm CO2 분위기에서 EMF 값은 281mV,Δ

EMF/dec값은 61mV/dec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좋은 반응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하
지만 평형도달 시간이 길고,회복특성이 좋지 않다.반면에 800℃에서 열처리한 센서의
경우 반응시간 및 각각의 농도에서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t＜30sec)매우 빠르며,
EMF및 ΔEMF/dec값은 각각 283mV,75mV/dec값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전해질 박막의 열처리 온도에 따라 다른 값을 보여주는 이유는 세 가지로 설
명이 되어 질 수가 있다.첫째로,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n),둘째로,표준 전극전위
(Eo),와 전해질 박막의 특성변화이다.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n)는 셀의 조성에 의존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 부적절하다.표준 전극전위 역시 고정 된 값이지만,만약
감지물질의 표면에서 대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LiOH와 같은 새로운 상이 생성되어
진다면 기전력의 차이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작동온도 500℃의 챔버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것으로도 설명이 부적절하다.본 실험에선 Fig.38,39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열처리 온도에 따른 입자형태나 크기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110)방향으로의 결정성이
향상되어지고,결정성 향상에 따른 이온전도도 향상으로 설명 되어질 수 있다.
Fig.48은 시간에 따른 CO2농도 250～500ppm 범위에서 98% 반응시간 및 회복시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98% 반응시간은 10초 미만이었으며,회복시간은 15초 미만임을
알 수가 있었다.박막으로 제조된 전해질의 경우에도 벌크 전해질을 이용한 경우처럼
매우 빠른 반응 및 회복특성을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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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Theemfvariationofthesamplewiththicknessof1.2㎛ andsinteredat

700℃ for2hasafunctiontimeat500℃ operating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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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TheΔemf/decvariationofthesamplewiththicknessof1.2㎛ andsintered
at700℃ for2hasafunctionofCO2concentrationat500℃ operating
temperature.



0 20 40 60 80 100

180

200

220

240

260

280

5000

3000

2000

1000

500

E
M

F
 (

m
V

)

Time (min)

 500oC(800oC/2h)

250ppm

 

 

Fig.46.Theemfvariationofthesamplewiththicknessof1.2㎛ andsinteredat
800℃ for2hasafunctiontimeat500℃ operating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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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7.TheΔemf/decvariationofthesamplewiththicknessof1.2㎛ and
sinteredat800℃ for2hasafunctionofCO2concentrationat500℃
operating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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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Responseandrecoverycharacteristicsasafunctionof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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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리튬이온전도체를 이용하여 제작된 센서를 100일간 대기 중 방치하며 기전력
변화 특성을 관찰한 결과를 Fig.49에 나타내었다.지금까지 NASICON을 이용한 전
위차 센서의 장기신뢰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에 이르
지 못하고 있다.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EMF값이 점점 감소하는 이유 때문인데 이
는 대기 중에 노출된 감지물질이 수분과의 반응,감지물질의 오염,그리고 감지물질과
전해질 사이에서의 열화 때문이다.특히 탄산염보조상은 수분에 민감하여 센서의 장기
신뢰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본 실험에 사용된 Li2CO3은 NASICON을 이용한 센서의
감지물질 Na2CO3,CaCO3,BaCO3에 비하여 수분저항성이 큰 물질로써 아래 그림에서
처럼 지속적인 기전력의 감소 없이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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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9.Longterm stabilityfor100days.



제제제 444절절절...결결결 론론론

진공박막 설비를 이용하여 Li3PO4박막의 두께를 달리하여 증착하였고 각각 700℃,

800℃로 2시간 동안 열처리 하였다.증착된 박막위에 후막 기법으로 Au전극,감지물
질,보조전극물질을 형성하여 CO2가스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박막의 두께 증가에 따라 EMF와 ΔEMF/dec가 증가하였으며,0.65㎛ 이상
의 두께에선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열처리온도 증가에 따라서 EMF
와 ΔEMF/dec값이 증가하였으며,작동온도 500℃,전해질 두께 1.2㎛,
800℃에서 2시간 열처리된 시편의 경우 CO2농도 250～5000ppm에서
Nernstslop에 근접하는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었으며,ΔEMF/dec는 75mV
였다.

2.전해질의 두께가 650㎚ 이상에서 열처리 온도가 높을수록,반응 및 회복
이 우수한 특성을 보여 주었다.이는 전해질 박막의 결정성 및 화학양론 변
화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3.전해질 박막의 두께와 열처리를 조건을 맞추면 벌크와 유사한 반응속도,
회복시간,EMF,ΔEMF/dec등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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