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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Semiconducting Metal Oxide (SMO) gas sensors have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to analyze gases 

in exhaled breath and monitor air quality. This paper reports a recent research trend for enhancing sensing 

properties of WO3 (tungsten oxide), a representative n-type gas sensing material. Firstly, the operating 

principle of WO3 based gas sensors is explained. Secondly, various nanostructures of WO3 from zero-

dimensional to three-dimensional are reviewed. Thirdly, doping and decoration as effective strategies to 

enhance gas sensing properties are introduced. We summarize recent progress and provide an insight for 

enhancing gas sensing properties of WO3 based gas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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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가 유행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다양한 형태의 화학물

질에 의한 대기오염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미세먼

지 등으로 각종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인체 호기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 및 대

기 오염 물질 측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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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기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은 저비용, 비침습적 진

단으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경제적 부담과 거부감을 낮

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

여 조기 진단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호기 가스의 

주성분은 질소, 산소, 습기, 이산화탄소이지만, 1970년

대 Pauling이 GC-MS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인체 호기에 약 250 여종

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표한 이후1) 인체 호기 분석

을 통한 질병 진단법에 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되어 현재는 특정 질병과 그에 연관된 호기 가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산화질소, 아세톤, 

암모니아가 각각 천식, 당뇨, 신장병 환자에게서 더 높

은 농도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다.2)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로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 있다. 탄소 성분이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유

독성 가스로서 인체 내 산소 운반기능을 감소시키므로, 

두통, 현기증, 뇌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소산화물은 화학물질 제조

공정,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 기관 및 연소시설 등에

서 발생하는데, 고농도의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면 폐렴, 

폐출혈 등이 발병할 수 있다.

호기 가스 내 다양한 VOC는 많게는 수 ppm (part 

per million)에서 적게는 수 ppt (part per trillion) 존

재하며3), 국내외 관련 기관의 대기환경 기준에 따르

면 대부분의 대기 오염 물질은 ppm, ppb (part per 

billion) 단위의 농도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그렇

기 때문에 미량의 유해 가스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기존의 분석 장비들은 가격이 비싸

고 부피가 커서 일반인이 실생활에 접목 시키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속 산

화물 반도체 (Semiconducting Metal oxide, SMO) 기

반 가스 센서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속 산화물 반도체 가스 센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

렴하고 간단한 구조로 초소형화에 용이하여 기존 분석

기기의 한계점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높은 감도, 빠른 

반응속도, 우수한 안정성 등의 장점이 있어 경제적이면

서도 성능이 우수한 호기 분석 및 대기오염 가스 센서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종류의 금속 산화물 반도체

가 감응물질로 이용되고 감응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전략들이 연구되고 있다.4-8)

본 고에서는 호기 분석 및 대기오염 가스 센서의 감

응 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금속 산화물 반도체 WO3 

(Tungsten Oxide)의 감응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

양한 전략들, 그 중에서도 나노구조 (nanostructure), 

도핑 (doping) 및 데코레이션 (decoration)에 대해 고찰

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금속 산화물 반도체 기반 가스 센서의 감응 원리를 

WO3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WO3의 이러한 감응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 중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나노구조, 도핑 및 데코레이션에 대한 2014년부터의 최

신 연구를 각각 Table 1, Table 2에 요약·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WO3 가스 센서의 감응 원리

금속 산화물 반도체 기반 가스 센서는 특정 가스에 노

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특정 가

스의 존재 유무와 그 농도를 판별한다. 산화물 반도체

는 주요 전하 운반자 (Majority Charge Carrier)가 전

자 (electron)인 경우 n형 (n-type), 정공 (hole)인 경

우 p형 (p-type) 으로 분류된다. WO3는 대표적인 n형 

금속 산화물로, 100 ~ 500 ℃의 고온에 노출되면 공기 

중의 산소가 표면에 흡착되어 WO3의 표면으로부터 전

자를 빼앗아 음전하를 띠게 된다. 이는 WO3 표면에 전

자 공핍층 (electron depletion layer)을 형성한다. 이처

럼 표면에는 전자 공핍층이 형성되고 내부는 반도체 코

어 (semiconducting core) 인 전기적으로 코어-쉘 구

조 (core-shell structure)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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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gas) → O2(ads)                     (1)

O2(ads) + e- → O2
-

(ads)                 (2)

O2
-

(ads) + e- → 2O-
(ads)                            (3)

O-
(ads) + e- → O2-

(ads)                             (4)

이러한 WO3가 에탄올, 일산화탄소, 아세톤, 암모니아 

등의 환원성 가스에 노출되면, 환원성 가스가 입자 표면

의 흡착산소와 반응(결합)하여 산화되면서 전자가 다시 

WO3 입자 내로 주입되어 전자 공핍층이 얇아지고 이로 

인해 센서의 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C2H5OH(gas) + 6O- → 2CO2 + 3H2O + 6e-      (5)

반대로 질소산화물과 같은 산화성 가스에 노출되면, 

산화성 가스가 입자 표면에 직접 흡착하여 환원되면서 

전자를 더 빼앗아 전자 공핍층이 두꺼워지고 이로 인해 

센서의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전기저항의 변화

는 일반적으로 가스의 농도에 비례하므로 가스의 존재 

유무 및 농도를 판별할 수 있다.

NO2(gas) + e- → NO2
-

(ads)                           (6)

이처럼 가스 감응을 위해서는 가스 감응 물질의 표면

에서 공기의 산소 흡착, 표면흡착산소와 환원성 가스 간

의 화학반응 그리고 감응 물질과 산화성 가스 간의 화학

반응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센서의 감응 특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응 물질의 표면적을 극대화하

는 것과 감응 가스와 감응 물질의 표면 간의 화학반응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감응 

물질을 나노구조로 만들고 표면에서의 화학반응을 증대

시키기 위한 도핑, 데코레이션 등의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2.2 나노구조 (Nanostructure)

Table 1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WO3 나노구

조 기반 가스 센서 연구 결과를 차원 (dimension)과 구

조 (structure)에 따라 구분하고, 특정 감응 가스와 농도

에 따른 감도 등의 감응 특성을 정리하였다.

0D (zero-dimensional) 나노구조로는 나노입

자 (nanoparticle), 양자점 (quantum dot) 이 있

다. Wang 등11)은 고온에서 센서 작동 시 나노 입자

들의 입자 응집(particle agglomeration)에 의한 가

스 확산 억제로 감응 감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고상합성으로 분산된 WO3 다공성 (porous) 

나노입자 합성을 하였다. 이는 합성 시 들어가는 

Hexamethylenetetramine (HMT)의 양과 소성 공정을 

복합적으로 조절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다른 실험 조건

을 동일하게 하면서 HMT의 양만을 바꿔 합성을 진행

한 후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미지

를 통해 HMT의 양에 따른 나노구조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HMT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나노시

트 (nanosheet)들에 소량의 나노입자들이 달라 붙어 꽃 

모양을 이루다가 HMT가 합성 과정에 첨가됨에 따라 꽃 

모양이 부숴져 나노시트와 나노입자로 분리되고, HMT

의 최적 양에서 나노입자들만이 분산된 형태를 이룬

다. 이는 무기물 WO3가 HMT와 수소 결합 (hydrogen 

bonding), 공유 결합 (covalent bonding)을 이루게 되

어 HMT가 precipitation agent, surface capping 

agent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결 

온도를 다르게 하였을 때 나노입자의 응집 정도를 비교

하여 최종적으로 응집은 일어나지 않고 결정성은 높은 

WO3 나노입자를 얻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의 복

합적인 작용으로 톨루엔 (toluene)에 대한 WO3의 감응 

특성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Epifani 등13)은 단사정계 (monoclinic) WO3 양자점

을 고상합성을 통하여 합성했다. 이는 평균 4nm 크

기의 회전타원체 (spheroidal) 단결정을 이루었고, 감

응 특성 측정 결과 산화성 가스인 NO2와 환원성 가스

인 에탄올에 모두 우수한 감응 특성을 보였다. XRD 

(X-ray diffraction), HRTEM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UV-vis,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WO3 양자점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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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nsing performances of nanostructure WO3 based gas sensors

Dimension Structure Detecting gas
operating Temp.

(℃)
Concentration

(ppm)
Response Ref.

0D

Nanoparticles

Acetone 300 1.5 7.3a [9]

Ethanol 350 20 5.83a [10]

Toluene 225 100 132a [11]

NO2 100 5 251.7a [12]

Quantum dots
NO2 100 5 ~6000c [13]

H2S 80 50 57a [14]

1D

Nanorods
Acetone 300 200 1.08a [15]

Formic acid 370 100 51.3a [16]

Nanofibers Acetone 270 50 55.6a [17]

NO2 150 25 15,000a [18]

Nanowires
NO 300 500 37a [19]

Cl2 250 5 2.9a [20]

Nanotubes

NO2 300 5 6.77a [21]

Acetone 250 40 19.7a [22]

NO 350 5 63.59a [23]

Acetone 300 100 32a [24]

2D

Thin film
NO2 150 0.016 0.26b [25]

NH3 300 50 8.6a [26]

Nanosheets

NO2 100 1 62.1a [27]

TEA 25 1000 14a [28]

Xylene 375 100 11a [29]

Nanoplate

NO2 100 100 131.75a [30]

NH3 25 100 34a [31]

NH3 140 500 5.9a [32]

Nanolamella

NO2 250 1 ~200a [33]

Xylene 280 100 47a [34]

Ethanol 200 10 ~12a [35]

3D

Microspheres

NO 200 100 46.2a [36]

H2S 80 100 153 [37]

TEA 220 50 16a [38]

Flower-like

NO2 90 0.08 152a [39]

NO2 120 0.4 103a [40]

NO2 100 0.1 45a [41]

Urchin-like
Ethanol 350 80 65.09 [42]

Acetone 250 100 20.32a [43]

Cauliflower
-like

CO 270 300 41.9a [44]

Cobweb-like Ethanol 300 100 72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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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은 단사정계 WO3이나 표면은 불안정한 상태의 W 

species로 뒤덮여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표면에 NO2와 

산소의 흡착이 향상되었고, 에탄올 분해 역시 향상되었

으며 이로 인해 NO2와 에탄올 두 가스 모두에 우수한 감

응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1D (one-dimensional) 나노구조로는 나노로

드 (nanorod), 나노섬유 (nanofiber), 나노와이어 

(nanowire), 나노튜브 (nanotube) 가 있다. Morais 등
18)은 전자방사 (electrospinning)로 합성한 WO3 나노

섬유의 하소 공정에서 heating rate에 따른 나노섬유의 

두께와 입자 크기 (grain size) 변화를 분석하여 감응 성

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일한 조건으로 

합성된 나노 섬유를 500 ℃에서 3시간 동일하게 하소하

는데, 각각 분당 1, 5 그리고 10 ℃ 의 heating rate로 

열처리 진행하였다. 이를 각각 NF500-1, NF500-5 그

리고 NF500-10이라 명기하고 이들의 차이를 SEM 이

미지를 통하여 명확히 보여준다 (Fig. 1). 이 때 heating 

rate가 증가하면 전자방사를 위하여 넣어준 중합체 

(polymer)의 제거 (removal)가 더 빠르게 진행됨에 따

라 나노섬유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열처리 시간이 짧아

져 입자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분당 10 ℃

의 heating rate로 열처리 한 경우에 표면적이 가장 넓

어져 감응 특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2D (two-dimensional) 나노구조로는 박막 

(thin film), 나노시트 (nanosheet), 나노플레이트 

(nanoplate), nanolamella 가 있다. Wang 등27)은 반응 

시 용매 중 하나인 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WO3의 나노

구조를 통제할 수 있었다. 물과 EG (ethylene glycol)

를 혼합하여 반응 용매로 사용할 경우 1D 나노로드 형태

가 EG만을 반응 용매로 사용할 경우 2D 나노시트 형태

가 합성되었다. 감응 특성 측정 결과 두 나노구조 형태 

모두 NO2에 대해 우수한 감응 특성을 보였다. 물의 양

에 따른 나노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합성 과정 

중 가능한 화학반응식을 제시하는데, 물이 첨가될 경우 

W source인 WCl6의 가수분해 (hydrolysis)가 발생하여 

Cl-가 생성되는 것이 물이 첨가되지 않았을 경우의 화학

반응식과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

노구조를 바꾸게 된다고 설명한다.

3D (three-dimensional) 나노구조로는 마이크로스

피어 (microsphere)를 비롯하여, 0D, 1D, 2D 나노구조

들이 입체적으로 뭉쳐서 다양한 형태를 형성한 구조들

이 있다. Zhai 등38)은 120 ℃의 낮은 온도에서 고상합

Fig. 1.   SEM images of the (A) as-prepared nanofibers before the calcination and (B) NF500–1, (C) NF500–5, (D) NF500–10 WO3 

nanofiber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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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진행하여 단결정 나노시트들로 이루어진 속이 빈 

(hollow) 3차원 구 형태의 WO3를 합성하였다. 고상합

성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구형의 겉 (outline)이 우선 형

성되고 수 많은 나노시트들이 모여서 속이 꽉 찬 구 형

태를 이루었다가 최종적으로 속이 빈 구 형태가 되는 것

을 SEM 이미지를 통하여 실험적으로 보여준다 (Fig. 

2). 이를 구의 외부와 내면의 표면(계면) 에너지 차이와 

Ostwald ripening 등으로 설명한다. 최종적으로는 이

렇게 만들어진 속이 빈 구 형태의 WO3가 높은 비표면적

으로 인해 triethlamine (TEA)에 대한 우수한 감응 특

성 결과를 보인다.

2.3 도핑 & 데코레이션 (Doping & Decoration)

Table 2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도핑 혹은 데

Fig. 2.   (a–e) SEM images of the hollow microspheres samples prepared after 10 min; 15 min; 30 min; 2 h and 6 h hydrothermal 

reaction time. (f) SEM image of the WO3 hollow microspheres after annealing. [38]

Table 2.

Elemental
Detecting

gas
operating
Temp. (℃)

Concentration
(ppm)

Response*
(Response**)

Ref.

Doping

Co Ethanol 250 20 2.34a (1.88a) [46]

Cu Acetone 300 20 5.24a (~3.6a) [47]

Sb NO2 125 8 195a (~20a) [48]

Cr Acetone 250 100 71.52a (20.32a) [43]

Sn NO2 100 0.1 55a (22a) [49]

Fe NO2 120 1 4.7a (~2.5a) [50]

Au NO2 175 5 212.3a (62.5a) [51]

Ce Ethanol 350 2 16.7a (~2a) [52]

Decoration

Au and Pd Acetone 300 200 1.52a (1.08a) [15]

CeO2 Acetone 250 2.5 1.62a (~1.05a) [53]

Pt H2 200 100 ~1000a (~1a) [54]

Ag NO2 200 3 12.22a (2.3a) [55]

Au n-butanol 250 100 127a (8a) [56]

* Optimum doping (or decoration) sensor response
** Pristine sensor response
a Gas response=Ra/Rg or Rg/Ra (R is the electrical resistance of sensor)
b Gas response=|Rg-Ra|/Ra
c Gas response=|Gg-Ga|/Ga (G is the electrical conductance of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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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이션 된 WO3 기반 가스 센서 연구 결과를 도핑 혹

은 데코레이션 물질에 따라 구분하고, 특정 감응 가스와 

농도에 따른 감도 등의 감응 특성을 정리하였다.

Co, Cu, Sb, Cr, Sn, Fe, Au, Ce 등 다양한 원소들

이 WO3의 가스 감응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핑 원

소로 연구되고 있다. Lim 등46)은 수열합성을 통하여 나

노플레이트들이 뭉쳐서 꽃 모양을 이루는 형태의 Co

가 도핑된 WO3를 합성하였다. Co가 도핑되지 않은 순

수한 WO3와 각각 0.6, 1.2, 1.8at% Co 도핑된 WO3를 

합성한 후, 가스 감응 특성을 분석하였다. Co 도핑 농

도에 따라 WO3의 나노플레이트 두께들이 달라지는 것

을 SEM 이미지를 통하여 보여준다 (Fig. 3). Co 도핑

에 의한 감응 특성의 향상을 단순히 나노구조 변화에 의

한 비표면적 변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감응 원리를 

기반으로 (Fig. 4) 도핑 농도에 따른 초기 저항 변화, 표

면 결함, 도핑 원소의 촉매 역할, 계면에서의 schottky 

barrier 형성 등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이유들의 복합적

인 결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데코레이션은 금속 데코레이션의 형태로 이루어지

며, Au, Pd, Ce, Pt, Ag 등의 원소들이 WO3의 가스 감

응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코레이션 원소로 연구되

고 있다. Zeb 등56)은 고상합성을 통하여 WO3 나노입

자를 형성한 후, Au를 데코레이션하여 Au-decorated 

WO3 나노와이어 묶음 (nanowire bundle)을 합성하였

다. (Fig. 5) Au-decorated WO3은 n-butanol에 대

하여 우수한 감응 특성을 보였다. 이는 Au 나노입자

와 WO3 나노와이어의 일함수 (work function)가 달라 

electronic sensitization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Au와 

WO3의 계면에서 rectifying schottky junction이 형성

되어 electrical transport를 증가시킨다.

3. 결론

금속 산화물 반도체 물질 중 WO3를 기반으로 한 가스 

센서의 동작 원리와 감응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 대표적인 감응 특성 향상 전략으

Fig. 3.   SEM images at (a, c, e, g) low and (b, d, f, h) high 
magnification showing morphologies of hierarchical 
f lower-l ike WO3 nanoplates according to Co 
concentration. (a and b) pure WO3, (c and d) 0.6 at% 
Co-doped WO3, (e and f) 1.2 at% Co-doped WO3, (g 
and h) 1.8 at% Co-doped WO3. [46]

Fig. 4.   Schematic diagram showing a typical EDL and the 

change of CCW inside a semiconductor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sample and target gas, (a) when air 

is adsorbed to bare WO3, (b) when air is adsorbed to 

Co-doped WO3, (c) when ethanol is adsorbed to Co-

doped WO3. [46]



제24권 제2호, 2021년 6월 || 181

CERAMIST
WO3 기반 가스 센서의 감응 특성 향상 연구 동향

로 나노구조, 도핑 및 데코레이션을 비교 분석하였다. 

인체 호기 내 혹은 대기 중 극미량의 유해 가스를 정밀

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특정 가스

를 정확하게 감응할 수 있는 고성능 가스 센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고성능 가스 센서 개발을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과 그것을 조절하는 전략

들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 방

법을 향후 계속 발전시키고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한다

면 고성능 가스 센서 개발의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스마트 호기 센서, 대기 분석 

센서 등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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