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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2 실험은 마이크로 가스센서를 초기에 공기 분위기에서 초기 저항 값을 측정하였다. SnO2/Pd/V2O5
으로 구성된 감지물질은 수소 농도 5000ppm에서 초기 저항 값을 기준으로 하여 10배 감소하는 우수

한 감도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산화물 반도체식 가스센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감

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실리콘을 기판으로 이용하는 마이크로 센

서는 소형이고 경량이며, 제조 단가가 낮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1-2]
. 이러한

가스센서는 기본적으로 가스감지물질, 전극, 마이크

로 히터와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화물 반도체를 감지물질로 이용하

는 가스센서는 고온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스센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300℃이상의 온도

로 가열해주는 히터가 필요하고 많은 전력이 소모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히터에 대한 개발 및 제작이 매우 중요하다. 마이크

로 히터는 얇고 극소형이기 때문에 전력소모를 감소

시키고 가스센서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MEMS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 공정을 이용하여 나노 입자 크기를 갖는

산화주석을 가스 감지물질로 하고 가스의 민감성,

선택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Pd, Rh, α-Fe2O5,

V2O5 등의 다양한 촉매 물질을 첨가한 감지물질을

가지고 마이크로 히터와 전극선에 도포하였으며, 마

이크로 히터가 감지물질을 가열해 주는 초소형 마이

크로 가스센서를 제작하였다. 마이크로 히터에서 발

생한 열이 효율적으로 감지물질을 가열하는데 사용

되고 실리콘베이스로 누설되는 열방출을 줄이기 위

하여 마이크로 히터와 전극을 미세기둥 위에 걸쳐있

는 다리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감지물질은 마이크로

히터와 전극위에 부착되어 실리콘 베이스와의 접촉

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감지물질을 작동온도까지 가

열하려면 마이크로히터에 일정 전류를 공급해 주어

야 하는지, 마이크로 히터에서 발생한 열이 감지물

질을 효과적으로 가열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가스센서의 온도분포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

석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H2가스를

다양한 감지물질에서 온도와 농도 조건을 변화시키

면서 가스에 대한 감도 및 응답속도를 실험하여 기

존의 감지물질보다 우수한 특성을 갖는 감지물질과

저온에서 가스센서의 민감도 및 안정성에 관하여 실

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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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가스센서 제작 및 측정

N형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여 양면에 1μm 두께

의 SiO2층을 성장시킨 후, 마이크로 기둥과 전극 패

드의 패턴 형성을 위한 PR 공정과 SiO2층의 식각공

정을 실시하였으며, 전극과 마이크로 히터를 만들기

위해 E-beam 장비를 사용하여 NiCr/Au를 증착한

후, PR 공정과 패터닝 공정을 실시하였다. 전해 도

금기를 이용하여 니켈을 6μm의 두께로 전기도금하

여 마이크로 히터와 전극을 제작하였다. 소비전력의

최소화하기 우해 다리 모형의 가스센서를 제작하기

위해 지지대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기둥과 전극 패

드부분을 제외한 모든 실리콘 표면을 식각하였다.

그림 1은 마이크로 가스센서의 제작 공정도를 나타

내고 있다. 감지물질은 침전법에 의해서 얻어진 순

수한 산화주석 분말을 백금족 원소인 팔라듐(Pd)과

산화주석 분말 입자의 성장 억제, Sn과의 치환을 통

한 저항 변화, 안정성 향상, 금속 산화물로 인한 감

도가 우수한 촉매 물질을 다양하게 배합하여 그라인

딩(grinding) 공정과 롤밀(roll mill) 장비를 사용, 24

시간 미세하게 분쇄 및 혼합 합성하였으며, α

-Fe2O3, V2O5의 촉매물질은 환원성 가스 감지에서

응답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며, Pd에 Rh을 첨가하여

네 가지 감지물질 샘플을 합성하였다.

그림 1. 마이크로 가스센서의 제작 순서도

혼합된 산화주석 분말과 촉매물질을 유기바인더

와 소수성 실리카 졸(silica sol)을 골고루 섞이게 혼

합한 후, 일정량의 용제(solution)를 넣어 다시 롤밀

장비에서 10rpm의 속도로 10시간 조건에서 paste를

제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지물질을 마이크로 히터

와 전극 위에 스크린 프린팅 하여 형성한다. 그림 2

는 제작된 마이크로 가스센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완성된 마이크로 가스센서 SEM 사진

H2 가스 감도 측정 실험은 다양한 촉매물질을 첨

가한 감지물질을 이용하여 일정 온도에서 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저항 값을 측정하여 센서의 감도를 얻

었다. SnO2/Pd/V2O5의 감지물질에 대한 농도 변화

에 따른 저항 값 측정을 150℃, 200℃, 250℃ 조건에

서 실험하였으며, 감지물질에 따른 가스의 흡/탈착

응답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가스 농도 5000ppm,

250℃의 온도 조건에서 30일 동안 가스센서의 장기

적 안정성을 실험하였다.

2.2 마이크로 히터의 측정

구조적 특성 평가는 마이크로 히터의 온도가 감

지물질에 동일 온도로 전달되는지에 관한 측정 결과

에서 마이크로 히터 온도에 대한 감지물질의 온도차

이는 15% 정도의 온도 편차를 보였으며, 낮은 소비

전력과 고온에서의 재현성 및 온도 편차가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인가전압 1V에서 실제

마이크로 히터에서 발열되는 모습을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

한 결과, 마이크로 히터 온도는 230-250℃로 확인되

었으며 미세전극판에 감지물질을 마이크로 히터와

함께 도포하지 않음에 따라 미세전극판에 온도는 전

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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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가 전압 1V에서 발열하는 마이크로 히터

2.3 H2 가스 측정

그림 4는 동작온도 250℃에서 H2 가스 농도에

따른 저항 변화 실험으로써 감지물질인 산화주석에

다양한 촉매물질을 첨가하여 저항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화주석에 Pd 촉매만 첨가한 감지물질보

다는 Rh, α-Fe2O5, V2O5등을 첨가한 감지물질이 H2

가스에 대한 반응이 우수하였으며, 수소 농도

1000ppm에서 가스의 흡착 반응으로 인해 저항 값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림 4. 동작온도 250℃에서 H2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저항

감도 S=Rair/Rgas는 공기 중에서의 저항을 가스

상태에서의 저항 값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특히

SnO2/Pd/V2O5 으로 제조된 감지물질은 H2 농도

5000ppm에서 초기 저항 값을 기준으로 하여 10배

감소하는 우수한 감도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온도 및 습도의 외부 환경 요소의 변화에도 안정적

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는 산화주석에 촉매물질을 첨가하여 제조

한 SnO2/Pd/V2O5의 감지물질에 대한 농도 변화에

따른 감도 측정을 습도 35%에서 150℃, 200℃,

250℃ 온도 조건에서 측정한 그래프이다.

1000-2000ppm의 낮은 농도와 온도에서는 습도의 영

향에 의해 다소 변화를 보였으나, H2가스 농도

5000ppm, 250℃의 온도 조건에서는 감지물질에 흡

착된 수분의 발산으로 인해 외부의 습도 환경과 무

관하게 우수한 감도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온도 변화에 따른 H2가스 민감도 측정 그래프

그림 6은 마이크로 가스센서가 가스에 노출되었

다가 탈착 되었을때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동작을 보

여주고 있으며, 센서의 저항은 가스에 노출되면서

매우 빠르게 떨어졌다가 가스가 탈착되면서 빠른 시

간 안에 초기 값으로 회복하게 된다.

그림 6. 동작온도 250℃에서 H2가스의 흡/탈착 반응

그리고 반응의 가역성과 속도는 센서의 모델과

반응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다양한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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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질을 첨가한 감지물질에 대한 H2가스의 흡/탈착

응답속도를 측정하였다. 조건은 250℃ 온도에서 수

소 농도 5000ppm을 주입하였을 때 H2 분자가 원자

로 분해 되어 감지물질 계면으로 확산되면서 H2의

쌍극자 이중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가스의 흡/탈

착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응답속도에 관한 결과는

SnO2/Pd/V2O5의 H2가스 흡착 시간은 5sec 정도 측

정되었으며, 탈착 시간은 20초로 측정되는 빠른 응

답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Pd 촉매물질만 첨가

한 센서는 흡/탈착 반응에서 둔감한 반응과 완전한

탈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산화물 반도체식 마이크

로 가스센서는 가스 성분이 존재하는 열악한 환경에

서 센서의 재질이 경시적으로 변하지 않고, 열화되

지 않는 재료와 낮은 구동 전압으로 가스센서를 동

작시킬 수 있는 미세기둥 위에 다리모양의 구조를

갖는 마이크로 가스센서를 제작하여 소비전력을 최

소화 하였다. H2가스 농도에 따른 저항 변화 실험에

서 산화주석에 Pd 촉매만 첨가한 감지물질보다는

Rh, α-Fe2O5, V2O5등을 첨가한 감지물질이 H2가스

에 대한 반응이 우수하였으며, H2농도 1000ppm에

서 가스의 흡착 반응으로 인하여 저항 값이 급속하

게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Pd 촉매물질만 첨

가한 센서는 H2농도 1000ppm에서 포화 현상을 보여

주면서 더 이상 H2가스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

다. 산화주석에 촉매물질을 첨가하여 제조한

SnO2/Pd/V2O5의 감지물질에 대한 감도 실험에서는

250℃의 온도 조건에서 우수한 감도를 확인하였다.

다양한 촉매물질을 첨가한 감지물질에 대한 H2가스

의 흡/탈착 응답속도에서는 H2가스의 흡착 시간은 5

초 정도 측정되었으며, 탈착 시간은 20초 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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