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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CNTs) have different electrical properties through surface
reactions with ambient gases because of defects formed on the surface. The sensitivity of SWCNTs to
gases varie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Nafion coating. In this study, a SWCNT gas
sensor was fabricated to measure the extent of decay of fish. Ammonia (NH3 ) and trimethylamine
(N(CH3 )3 , TMA) gases are released from fish as they decay.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the
gas sensor to decaying fish, we investigated the reactivity of the designed SWCNT gas sensor to
ammonia and TMA. To measure the extent of decay of fish, replaced a piece of mackerel of a
certain size in a container maintained at 30 ◦ C, together with a SWCNT gas sensor, and we allowed
the mackerel to decay natur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SWCNT gas sensor in the
presence of decaying mackerel was monitored over time. The change in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SWCNT gas sensor due to the decayed mackerel,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TMA gas, confirmed the applicability of the gas sensor to measurements of fish spoilage.
PACS numbers: 68.43.−h, 73.22.−f, 73.63.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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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중벽 탄소나노튜브는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SWCNT) 는 표면에 형성된 결함지역들이
원인이 되어 주변 가스와의 표면 반응을 통해 전기적 특성이 달라지게 되고, 나피온 (Nafion) 의 코팅
유무에 따라 SWCNT의 가스에 대한 작용 민감도가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선의 부패 정도
확인을 위하여 SWCNT 가스센서를 제작하였고, 나피온 코팅 유무에 따른 가스 반응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생선은 부패 과정에서 암모니아 (NH3 ) 와 트리메틸아민 (N(CH3 )3 , TMA) 등의 가스를 배출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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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SWCNT 가스센서의 가스 반응도 변화에는 NH3 와 TMA 두 가지의 가스를 사용하였다. 생선의
부패 정도 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크기의 고등어 조각을 SWCNT 가스센서와 함께 30 ◦ C 로 유지된 용기에
넣고 고등어 조각의 자연 부패를 진행하였다. 제작된 SWCNT 가스센서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고등어
조각에서 방출되는 가스에 의한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고등어 조각의 부패에 따른 SWCNT 가스센서
특성 변화는 TMA 가스에서 확인되는 특성과 비교하여 생선 부패 가스센서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PACS numbers: 68.43.−h, 73.22.−f, 73.63.Fg
Keywords: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가스센서, 부패 가스, 생선 부패

I. 서 론
가스센서는 일반적으로 가스 상태의 화학물질의 농도를
감지하거나 측정하는 장치이다. 단중벽 탄소나노튜브는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SWCNT) 는 육각형 구
조와 튜브 축 사이의 각에 따라 금속 또는 반도체 특성을
가지고, 반도체 특성의 SWCNT의 경우 약 5 eV의 밴드
갭을 가진다 [1,2]. SWCNT가 가스에 노출되면 SWCNT
표면에 가스입자들이 흡착되게 되고, 이 흡착된 가스 입자
는 SWCNT를 형성하는 탄소원자의 밸런스 밴드 (valence
band)가 페르미 레벨 (fermi level)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p
형 반도체의 양극 홀 캐리어를 감소시켜 전기 저항이 증가
하게 된다 [3]. 이러한 반도체성의 SWCNT를 이용하여 이
산화탄소 (CO2 ), 암모니아 (NH3 ), 산소 (O2 ), 이산화질소
(NO2 ) 등 다양한 가스들에 노출될 때 SWCNT의 전기저항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2–4]. 특히, SWCNT

분자를 포함한다 [13]. 이는 어류의 부패 박테리아가 신선한
생선의 트리메틸아민옥사이드 (TMAO) 를 DMA와 TMA
로 변환시킨다. 동시에 요소와 아미노산의 분해로 NH3 가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다 [12,14]. SWCNT는 NH3 혹은
TMA 가스와의 표면 반응에 의해 전기적 특성이 달라지게
되고, 폴리아틸렌이민 (polyethylenimine, PEI) 또는 나피
온 등의 코팅에 따라서는 SWCNT의 가스에 대한 작용 민
감도가 변화하게 된다 [7,15].
본 연구에서는 SWCNT 가스센서의 생선 부패도 확인을
위하여 생선 부패과정에서 발생하는 VBN 가스 중 NH3 와
TMA, 두 가스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나피온
코팅을 통하여 NH3 와 TMA 가스에 대한 특성 변화를 확
인하였다.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고등어 조각이 부패되는
과정에서의 SWCNT 가스센서의 변화 특성을 확인하였고,
그 특성을 TMA 가스에 대한 특성 변화와 비교하여 생선의
부패 측정용 가스센서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가스센서의 가스 반응에 대한 선택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
양한 폴리머 코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특정 가스
에만 반응하는 폴리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영역으로의
가스센서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5–7]. SWCNT를
활용한 가스센서 적용 폴리머들 중 SWCNT의 분산제로
활용되는 나피온 (Nafion) 은 SWCNT에 물 및 다른 가스
분자들의 흡수 경로를 제공하여 SWCNT의 가스 반응도를
변화시켜 준다 [8]. 이는 나피온의 강한 극성 그룹이 물 및
다른 가스 분자들과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반면 나피온의
소수성 그룹이 SWCNT와 상호작용하여 전기화학적 센
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9–11]. 폴리머 코팅을 통한
SWCNT 가스센서는 음식의 부패 감지를 위한 가스센서
로의 적용성도 모색되고 있다. 생선의 신선도는 생선을
이용한 식품 산업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선의 신선도는 총 휘발성 염기성 질소
(total volatile basic nitrogen, total VBN)로 평가된다 [11,
12]. VBN는 주로 NH3 , 디메틸아민 ((CH3 )2 NH, DMA)
과 트리메틸아민 (N(CH3 )3 , TMA) 등 3 가지 종류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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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 험
SWCNT 가 스 센 서 는 1,2-Dichloroethane (CH2 C
lCH2 Cl) 에서 8시간 동안 분산 된 SWCNT를 Si 기판 (SiO2
(200 nm) / Si [100]) 위에 형성된 Au 패턴 전극 위에 수직
하게 배열하기 위하여 교류 이중 전기 영동법 (AC dielectrophoresis) [7,16,17]을 이용하여 제작 하였다. Au 패턴
전극은 전자빔 증착 시스템 (E-Beam deposition system)
을 이용하여 Cr 과 Au를 각각 10 nm 와 50 nm 로 증착 후
wet-e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10 µm 의 폭과 8 µm 간격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였다 (Fig. 1(a), (b)). 교류 이중 전기
영동법을 이용한 SWCNT 전극 형성은 10 V 의 전압에서 5
kHz 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10 min 간 처리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가스센서는 용매의 제거를 위하여 130 ◦ C 의 진공
오븐 (2 × 10−2 torr)에서 10분간 건조되었다. 건조된 가스
센서는 NH3 분위기 (500 ppm) 에서의 전기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가스센서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동일하게
제작된 가스센서는 나피온 코팅 유무에 따른 특성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하여 NH3 와 TMA 분위기에서의 민감도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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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Fabric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a SWCNT gas sensor: (a) schematic cross section
image of the SWCNT gas sensor, (b) optic microscope
image of the SWCNT gas sensor device, (c) SEM image
of SWCNT aligned network and (d) I-V characteristics
of the of a SWCNT gas sensor.
확인하였다. NH3 와 TMA의 농도 조절은 2 × 10−5 torr
의 진공상태가 유지되는 챔버 내에서, NH3 는 NH3 5000
ppm 의 질소 혼합 가스와 고순도 질소를 조절하여 챔버
내에 주입 하였고, TMA는 고순도 질소가 주입되는 챔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일정량의 TMA를 주입하고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TMA의 확산 시켜 챔버 내 농도를 계산하여 조
절하였다. 나피온 코팅은 증류수 (DI water) 에 1 wt%의
나피온을 포함하는 수용액을 제작하여 SWCNT 가스센서
위에 떨어트린 후 공기 중에서 건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
다. 생선의 부패에 따른 암모니아계 가스 방출 특성을 확
인하고자 새롭게 제작된 나피온 코팅 SWCNT 가스센서를
TMA 분위기에서의 민감도 변화를 확인한 후, 30 ◦ C 로
유지되는 350 ml 용기 내에서 시간에 따라 자연 부패되는
고등어 조각으로 인한 민감도 변화를 통하여 TMA 발생
정도와 비교하였다.

III. 결 과
Figure 1(a) 는 SWCNT를 이용한 가스센서 소자의 모
식도를 보여 준다. Source 전극과 drain 전극은 8 um 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위에 교류 이중 전기 영동법에
의해 정렬된 SWCNT들이 서로 교차되어 각 전극에 연결되
어 있다. Figure 1(b)는 실제 사용된 가스센서 소자와 외부
측정장비들과 연결을 위한 제작된 홀더 (우측 하단)를 보여
준다. 가스센서 소자는 홀더의 중심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가스센서 소자와 홀더는 gold wire를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
다. Figure 1(c)는 교류 이중 전기 영동법에 이용해 가스센
서 소자 위에 정렬된 SWCNT의 SEM 이미지를 보여준다.
Source 전극과 drain 전극 사이에 SWCNT들은 다발의 형
태로 정렬되어 network 형태로 전극을 잘 연결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SWCNT가 잘 정렬되어 형성된 가스센
서 소자는 SWCNT의 표면 세척을 위하여 메탄올을 이용하
여 헹구어 주고, 질소 분위기에서 건조시킨 후 130 ◦ C 에서
10분간 열처리 하였다. 제작된 소자는 기판을 back gate로
사용하는 SWCNT network가 p-type의 특성을 나타내는
소자와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7]. SWCNT 가스센서 소자
는 가스센서로 활용되기 전 실온의 NH3 분위기 (500 ppm)
에서 전기적 특성 (I-V ) 을 확인하였다. 효과적인 SWCNT
가스센서로의 적용을 위해서 NH3 에 대한 적절한 민감도를
가져야 하고, 그 민감도는 500 ppm의 NH3 분위기에서 100
kΩ < Ro < 300 kΩ 범위 의 저항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7,
13]. Figure 1(d)는 제작된 SWCNT 가스센서 소자가 NH3
분위기에서 273 kΩ 의 저항으로 적절한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 가스센서로의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제작된 SWCNT 가스센서는 나피온 코팅에 따른 부패
된 생선에서 발생하는 VBN 가스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NH3 와 TMA의 농도에 따른 전기전도도 변화도
(∆G/G0 ) 를 통하여 민감도를 확인하였다 (Fig. 2). 부
패 시 발생하는 TMA의 경우 질소성 염기로 쉽게 양성
자화 되고, 이 때 양전하를 띤 양이온을 트리메틸암모늄
(trimethylammonium) 양이온이라 한다 [18]. 나피온이
TMA을 감지할 때 트리메틸암모늄의 형태로 흡착된다고
가정하면 SWCNT network에서는 양의 전압을 가하는 효
과를 가지게 되어 SWCNT의 정공의 농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전류가 감소하고 저항을 커지게 한다. 따라서,
TMA가 나피온과 반응할 때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G0 는 0 ppm의 반응 가스 분위기의 전기전도도
를 의미하며, 이는 100% Air 분위기에서의 전기전도도를
의미한다. Figure 2(a) 는 나피온 코팅 전의 SWCNT 가
스센서에서의 0 – 2000 ppm 범위에 대한 NH3 와 TMA의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2(b) 는 나피온 코팅 전
SWCNT 가스센서의 200 ppm 이하 영역의 민감도 반응을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나피온 코팅 전 SWCNT 가스센
서는 NH3 와 TMA 가스 투입에 따라 두 가스 사이의 민감도
차이는 조금씩 벌어지다. 50 ppm 이하의 가스 투입에서는
0.05 이하의 민감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100 ppm 의
가스 투입 시 그 민감도는 약 0.08 의 차이를 보이고 200
ppm 에서 약 0.09의 차이를 가진다. 500 ppm 부터는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나피온 코핑
전 SWCNT 가스센서에서 SWCNT가 구조가 다른 NH3
와 TMA에 의해 반응 사이트가 달라 NH3 와 TMA에 대한
반응도가 다르고 가스 주입 농도에 따라서도 반응도가 다
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15]. 따라서 두 가스의
특성을 검출하기 위한 가스센서로 각각의 가스센서의 활
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Figure 2(c), (d) 는 나피온 코팅

Fabrication of Nafion-Coated a SWCNT Gas Sensor and Evaluation · · · – Chang-Duk Kim et al.

117

Table 1. Fitting parameters for the adsorption of NH3
and TMA gas molecules on the SWCNT gas sensor before and after the nafion coating.
Nafion
NH3
TMA
coating
Before
After
Before
After
a
−0.289
−0.395
−0.279
−0.296
b (ppm−1 )
0.043
0.038
0.021
0.008
c (ppm−1 ) −1.03 × 10−4 −9.21 × 10−5 −7.25 × 10−5 −7.66 × 10−5
d
−0.254
−0.237
−0.348
−0.242

Fig. 2. (Color online) Normalized conductance changes
due to NH3 and TMA gas molecules on the SWCNT
gas sensor before (a), (b) and after (c), (d) the nafion
coating. The (b) and (d) are conductance changes less
than 200 ppm.
후의 NH3 와 TMA 가스에 대한 민감도 변화를 보여준다.
50 ppm 과 100 ppm 에서 0.06과 0.07의 민감도 차이를 보
여주고 있지만, 500 ppm 이상의 투입 가스에서는 NH3 와
TMA 가스 모두 유사한 민감도를 보인다. 이는 SWCNT
의 반응사이트를 나피온 코팅으로 NH3 계 가스의 선택성
을 가지는 반응사이트로 국한시켜 [15] 유사한 민감도를 가
지게 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500 ppm 이상의 NH3
와 TMA 가스 분위기에서는 나피온 코팅을 통하여 하나의
가스센서로 두 가스의 상태가 확인 가능함을 의미한다.
나피온 코팅 전 · 후에 따른 NH3 와 TMA에 대한 반응도
는 200 ppm 이하의 분위기에서 비선형적으로 급격히 변
화하는 상태를 보이고 200 ppm 이상의 분위기에서는 선형
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0 ppm 이하의 낮은
농도에서는 ∆G/G0 = aθ 형태의 피팅 (fitting) 을 진행하
였다. a 는 범위 변수 (scaling parameter) 이며, θ 는 표면
덮임률 (surface coverage) 로써 랭뮤어 등온식 (Langmuir
isotherm) 에서 θ = bP /(1 + bP ) 이다. P 는 주입 가스의
농도를 의미하며, b 는 랭뮤어 상수 (Langmuir constant)로
주어진 압력에서 SWCNT의 표면 흡착에 의해 결정되며, 식
(1)에 따르면SWCNT의 결합에너지 (Eb ) 와도 연관된다.
b= √

σA
exp(Eb /kB T )
2πmkB T v

(1)

σA = 10−19 m2 는 분자의 단면적 (molecular cross section), v = 1013 s−1 는 표면과 흡착 입자와의 결합 진동
주파수 (vibration frequency of the bond), m 은 분자량,
kB 는 볼츠만 상수 값 (boltzman constant) 을 의미한다 [3,
7, 17? ]. NH3 와 TMA 모두 200 ppm 이하의 낮은 농도
에서 급격하고 비선형적인 민감도를 보이는 것은 화학적

흡착에 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7,17] 피팅의 결과로 얻어진
변수를 (Table 1) 식 (1)에 적용하여 SWCNT 가스 센스의
SWCNT와 가스 분자들 사이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랭뮤어
상수 b 는 주어진 압력하에서 가스센서의 SWCNT와 가스
입자들의 흡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을 통하여
NH3 와 TMA 가스의 모든 반응에서 나피온 코팅 후 랭뮤어
상수 b 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나피온 코팅
에 의해 NH3 와 TMA 등의 반응 가스 흡착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TMA 가스의 경우 흡착 정도는 약
40%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2
(b) 와 (d) 의 전기전도도 변화도의 비교를 통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200 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완만하고 선형적
인 민감도의 변화를 보였다. 이것은 낮은 농도에서의 화
학적 결합에 의해 흡착 사이트에 가스 입자들이 채워진 후
그 외부로의 물리적 흡착에 인한 것으로 예상되며 [7, 17],
∆G/G0 = cP + d 형태의 피팅을 진행하여 변수 값을 확인
하였다 (Table 1). Fig. 2 (c) 의 결과처럼 나피온 코팅 후
NH3 와 TMA 가스 반응에서 c 와 d 값은 유사하게 접근
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피온은 SWCNT에 코팅되어
반응 가스와 상호작용하는 경로를 직접 결정 및 제한하게
되고, 제한된 반응 경로는 유사한 형태를 가진 NH3 , TMA
가스들과 반응을 통하여 유사한 민감도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은 새롭게 제작된 나피온 코팅 SWCNT 가스
센서를 이용하여 30 ◦ C 에서 시간에 따라 자연 부패되는
고등어 조각의 가스방출 정도를 확인하였다. 나피온 코팅
된 SWCNT 가스센서는 우선 농도에 따른 TMA 가스에
노출시켜 TMA에 대한 반응을 확인한 후 고등어의 부패
특성과 비교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SWCNT 가스센
서는 전기전도도 변화도를 통하여 반응이 시작됨을 확인
하였다. 25 min 경과 후 전기전도도 변화도는 −0.134로 약
100 ppm 의 TMA 가스가 주입되는 상태와 유사하였고, 30
min 경과 후 전기전도도 변화도는 −0.227로 약 300 ppm
의 TMA 가스 주입 상태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3
(b)를 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등어 조각에 의한 시간
에 따른 전기전도도 변화도는 급격히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고등어의 부패에 따른 NH3 나 TMA 등 다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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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Normalized conductance
changes of nafion coating SWCNT gas sensor upon exposure to TMA. (b) Normalized conductance changes of
nafion coating SWCNT gas sensor by exposure of decaying macke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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