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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펄스 전압을 이용한 평판형 대기압 유전격벽방전
플라즈마의 특성 분석
A Study on the Dielectric Barrier Discharges Plasmas of Flat Atmospheric Pressure
Using an AC Pulse Voltage
이 종 봉*․하 창 승**․김 동 현***․이 호 준***․이 해 준†
(Jong Bong Lee․Chang-Seung Ha․Dong-Hyun Kim․Ho-Jun Lee․Hae June Lee)
Abstract - Various types of dielectric-barrier-discharge (DBD) devices have been developed for diverse applications for
the last decade. In this study, a flat non-thermal DBD micro plasma source under atmospheric pressure has been
developed. The flat-panel type plasma is generated by bipolar pulse voltages, and driving gas is air. In this study, the
plasma source was investigated with intensified charge coupled device (ICCD) images and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 The micro discharges are generated on the crossed electrodes. For theoretical analysis, 2-dimensional fluid
simulation was performed. The plasma source can be driven in air, and thus the operation cost is low and the range of
application is wide.

Key Words : Pulse voltage, Atmospheric pressure micro plasma, Fluid simulation,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1. 서 론
대기압 플라즈마는 진공상태가 아님에도 식각, 박막 증
착, 표면처리 및 살균 등의 폭 넓은 응용분야를 제공한다
[1-3]. 특히,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산소 원자는 박막 증착
과 표면처리에서 다양한 응용을 가능하게 한다[4]. 플라즈
마의 다양성은 산업 응용분야에서 저압에서 뿐만 아니라
대기압 분야에서도 적용된다. 또한, 진공장비에 비해 낮은
제조비용의 이점이 있고 지속적인 사용 관점에서도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대기압 플라즈마 기술 중, 소
형 대기압 플라즈마 소스는 의료용, 특정부위의 표면 개질
또는 표면 에칭 및 절단 등의 응용 분야에서 현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5-9]. APPJ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Plasma pencil, Plasma needle 등과 같은 장비가 개발
되어 있으며 소형 플라즈마 소스들은 주로 아크 플라즈마
로 전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DBD (Dielectric Barrier

전하집적을 통한 역 전위 형성으로 방전이 정지되는 펄스
방전 때문에 아크 방전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균일한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고 장치를 구동하
기 위한 회로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다. 이러한 플라즈마
장치의 장점은 현재 많이 이용되는 jet이나 pencil 형태와
는 다르게 대면적이 가능하고, He이나 Ar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플라즈마 발생 유지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유리기판 대신 flexible한 재료를 사용한다면 응
용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현재는 살균, 의료, 표면처리
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플라즈마 장치는 유리기판 위에 프
린팅 기법을 사용하여 전극과 유전체 그리고 전극을 차례
대로 형성시켜 평판크로스형의 DBD 방전 형태이다. 플라
즈마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수치와 동작방식을 소개하고
방전특성을 전압, 전류 특징 및 ICCD 이미지 그리고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등을 통해 방전 매커니즘을
연구하였다.

Discharge) 형태를 사용하며 펄스 전원, AC전원 또는 RF
전원을 사용하여 발생시킨다.
DBD 방식은 쌍을 이루는 두 개의 전극 또는 한 개의
전극에 유전체 장벽을 설치하여 유전분극 현상을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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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기압 플라즈마 장치
Fig. 1 Atmospheric pressure plasma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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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그림 3은 전압, 유전체 두께 변화에 따른 방전 전류 특성
이다. (a)는 유전체높이 30[um], 주파수 50[kHz], 듀티비

그림 1은 평판크로스 형태의 대기압 플라즈마 장치이다.
공정순서는 유리기판 위에 Ag electrode를 두께 5[㎛]로
printing하여 1차 전극을 형성하였고 그 위에 유전체 두께에
따른 특성을 보기 위하여 printing으로 도포 높이를 각각 달
리하여 유전율이 10인 화이트백 유전체를 도포하였다. 여기
서 유전체의 목적은 방전 시 정해진 전하의 양을 제한하여
아크 방전으로의 전이를 막고 방전이 전극 전체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유전체 위에 1차 전극과 교차되도록 2차

25[%]일 때 인가전압 크기 변화에 따른 방전 전류 특성이
다. 펄스 구동시 전압이 증가하면 전기장의 세기가 커지게
되므로 방전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b)는 인가전압 800[V], 주파수 50[kHz], 듀티비
25[%]일 때 유전체 높이변화에 따른 전류 특성이다. 유전체
높이가 낮아지면 전기장의 세기가 강해져서 방전전류의 형
성이 빠르고 그 크기 또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극을 형성시켰다. 전극의 폭과 전극 사이의 간격은 400
[㎛]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대기압 플라즈마 장치의 구동회로는
Switching
Mode
Power
Supply(SMPS)에
DC-DC
converter를 사용하여 1[kV]까지 승압이 가능하다. Counter
와 ROM을 사용하여 펄스 출력이 가능한 회로를 이용하여
전압, 주파수, 듀티비를 각각 조정함으로써 공기 중에서의
micro방전을 최적화시키고자 하였다. 구동회로의 pulse 출력
조건은 전압 0 ~ 1000[V], 주파수 17.5, 25, 40, 50[kHz], 듀
티비는 5, 10, 25, 40[%]이다.

그림 4 전압, 주파수, 습도, 듀티비 변화에 따른 OES 특성
Fig. 4 OES characteristics with the variations of voltage,
frequency, humidity, and duty ratio

그림 2 대기압 플라즈마 장치의 구동 개략도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device for driving
그림 2는 대기압 플라즈마 장치의 구동을 위한 개략도이
다. 평판크로스 형태의 전극 양단에 pulse를 인가하여 인가
전압, 주파수, 듀티비 그리고 유전체 두께 변화에 따른 방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플라즈마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2차원 플라즈마 유체 방정식을 계
산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병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
해 전기장과 전자 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할 수 있

그림 4는 전압, 주파수, 습도 그리고 듀티비 변화에 따른
OES 특성이다. 각 그래프의 x축은 파장이고, y축은 각각 전
압, 주파수, 습도 그리고 듀티비의 변화량이고, z축은
intensity를 나타내었다. 인가전압과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전
체 파장의 intensity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듀티비 변화
에 따른 영향은 미약하다. 그리고 습도가 증가하면 파장의
intensity가 낮아지는데 이는 대기 중의 전자친화적인 수분
의 영향으로 전하보존효과가 사라져 벽전하의 영향이 미약
하기 때문이다. 즉, 수분이 대기압 플라즈마 생성을 방해한
다. 대기 중에서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차지한다.

으며 이 값을 통해 방전의 원리와 각각의 파라미터가 방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결과 및 고찰

(a) 전압

(b) 유전체 두께

그림 3 전압, 유전체 두께 변화에 따른 방전 전류 특성
Fig. 3 Discharge current characteristics with the variations
of voltage and dielectric thickness

718

그림 5 ICCD shutter 모드 이미지
Fig. 5 ICCD shutter mod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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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질소 관련 성분들이 340 ~ 450[nm], 산소 관련
OH peak이다.

그림 7은 2차원 유체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시간에 따
른 전기장 분포도이다. 1차 전극과 2차 전극이 cathode일 때
각각의 전기장의 분포가 다름을 알 수 있고 2차 전극이

그림 5는 각각 전압, 주파수, 듀티비를 변화시키면서 사진
의 붉은 표시 부분을 ICCD shutter 모드로 촬영한 이미지이

cathode일 때가 각각의 시간에 대해 전기장의 세기가 강함
을 알 수 있다.

성분들이 600 ~ 780[nm] 영역에 나타나고 333[nm] 파장이

다. 각각의 전압, 주파수 그리고 듀티비가 커질수록 휘도가
높고 방전이 강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주파수, 전압에 따
른 영향은 OES 특성과 ICCD 이미지가 동일한 반면, 듀티비
의 영향은 OES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ICCD로 촬
영한 적외선 이미지는 차이가 난다. 듀티비가 증가하면 펄스

인가 시간이 길어져 여기 상태의 지속시간이 길어져 휘도가
높아지게 된다. 즉, 전자가 일찍 소멸하고 나서도 상대적으로
확산 시간이 긴 이온과 여기 상태 입자들의 직접 충돌 및
다양한 3중 충돌에 의해 지속적으로 빛이 방출된다.

그림 8 2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전자 밀도 분포도
Fig. 8 Electron density distribution by two-dimensional fluid
simulation

그림 8은 2차원 유체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시간에 따
른 전자 밀도 분포도이다. 각각의 전극이 cathode일 때
scale 차이가 나서 그림에 명시된 scale로 하였다. [그림 7]
의 전기장 분포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차 전극이
cathode일 때가 전기장의 영향으로 방전이 빨리 발생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6]의 ICCD
이미지에서도 동일하다.
그림 6 ICCD gate 모드 이미지
Fig. 6 ICCD gate mode images
그림 6은 ICCD gate 모드로 촬영한 이미지이다. 2차 전
극이 cathode일 때가 1차 전극이 cathode일 때보다 휘도가
크며 방전지속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기
장의 분포의 차이로 인해 2차 전극이 cathode일 때가 1차
전극이 cathode일 때보다 전기장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방전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림 7 2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전기장 분포도
Fig. 7 Electric field distribution by two-dimensional flui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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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평판형 DBD 대기압 플라즈마 장치와 구
동회로를 제작하여 대기압/저온 마이크로 플라즈마를 지속
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구동전원 특성 및 플라
즈마의 전기,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Fluid
Simulation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하였으며, ICCD와 OES
를 사용하여 측정 및 분석을 하였다.
제작된 장치를 유전체 높이 및 인가되는 전압, 주파수 그
리고 듀티비를 변화시키며 특성을 파악한 결과 유전체 높이
가 낮아질수록, 인가전압이 증가할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강
해 방전전류의 형성이 빠르고 그 크기 또한 커진다. 장치의
플라즈마 생성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ICCD image와
simulation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을 관찰한
결과 2차 전극이 cathode일 때가 1차 전극이 cathode일 때
보다 전기장의 세기가 강하며 방전의 지속시간을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실험의 목적은 유니폼 마이크로 플라즈마 생성으로 살
균, 의료, 표면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목적을 두고 있
으며 He이나 Ar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기중에서 방전을
발생시키므로 Air 플라즈마 발생 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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