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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sma properties of dielectric barrier discharges (DBDs) at atmospheric pressure were measured and characterized

using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ptical emissions were measured from argon, nitrogen, or air discharges generated at 5-

9 kV using 20 kHz power supply. Emissions from nitrogen molecules were markedly measured, irrespective of discharge gases.

The intensity of emission peaks was increased with applied voltage and electrode gap. The short wavelength peaks (315.9 nm

and 337.1 nm) measured at the middle of DBD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applied voltage. The optical emission from

DBDs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oxygen gas, which was especially significant in argon discharge. Emission from oxygen

molecules cannot be measured from air discharge and argon discharge with 4.8 % oxygen. The emission intensity at 337.1 nm

and 357.7 nm related with nitrogen molecule was sensitively changed with electrode types and discharge voltages. However,

the pattern of argon emission spectrum was nearly the same, irrespective of electrode type, oxygen content, and discharge

voltage. 

Key words optical emission spectrum(OES), dielectric barrier discharge(DBD), atmospheric pressure.

1. 서  론

대기압 유전체 배리어 방전은 디스플레이산업에 사용

되는 대면적 유리의 세정에 활용되고 있으며, 폴리이미

드를 포함한 다양한 폴리머 필름 소재의 세정 및 표면

활성화 등에 적용되고 있는 플라즈마 공정기술이다. 플

라즈마를 이용한 재료공정에서 공정의 반응기구를 규명

하거나 공정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밀

도 및 활성종의 종류와 양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이러한 플라즈마 진단에는 탐침법,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가스분석, 흡수 및 발광 분광분석법 등이 활용

되고 있다.1) 그러나 탐침법이나 가스질량분석법은 진공

챔버를 이용하는 저압 플라즈마 공정에서는 널리 활용

되는 방법이지만 대기압 플라즈마에서는 사용이 제한적

이다. 특히, 대기압 유전체배리어방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플라즈마가 1 mm 이하의 매우 좁은 전극사이에서 발생

되기 때문에 탐침의 사용이 곤란하다. 또한 질량분석기

의 경우 고진공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대기압에서 직접

샘플의 채취하여 분석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대기

압 플라즈마의 진단은 분광분석법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

러나 대기압 유전체배리어방전의 경우 플라즈마 발광의

세기가 약하고 대기에 의한 산란이 심하며 작은 전극간

극에서 발광하기 때문에 가능한 근접 측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와 같이 진단의 어려움으로 대기압 유전체배

리어방전의 진단은 최근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

고 있으며 진공플라즈마에 비하여 연구가 다양하게 진

행되지 못하고 있다.2-4)

따라서 대기압 유전체 배리어 방전을 이용한 폴리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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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표면개질연구는 주로 공정변수에 따른 필름의 표

면변화를 접촉각 측정, atomic force microscopy(AFM),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분석 등으로 확

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

법은 표면처리가 종료된 후 제품의 표면을 검사하는 방

법으로 폴리머 필름의 경우 roll-to-roll연속생산이 되고 있

는 상황에서 표면처리가 원하는 공정조건에서 정상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요

구를 충족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발광분광분석(optical emission spectrum: OES)을 이

용하여 대기압 유전체 배리어 방전을 실시간으로 진단

하고자 하였다. 대기와 접촉하고 있는 유전체배리어방전

의 측면부와 대기와 접촉이 없는 중심부에서 OES 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기, 질소, 아르곤 등 다양한 가

스분위기에서 대기압 유전체 배리어 방전 발생시키면서

OES 분석을 실시하여 가스별 방전특성을 고찰하고자 하

였다. 

2. 실험 방법

대기압 유전체 배리어 방전 시스템은 두 개의 직사각

형 알루미나 튜브 내에 설치된 전극에 20 kHz, 15 kV

peak-to-peak 전압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전압 전

극에 대향해서 놓이는 접지된 하부 전극은 불투명의 경

우 알루미나 판으로 덮은 구리박판을 사용하였으며, 투

명의 경우 ITO가 코팅된 유리를 사용하였다. 대기압플

라즈마 방전 가스는 두 개의 고전압전극 사이의 간극을

통해 주입하였다. Fig. 1은 대기압 유전체 배리어 방전

시스템의 구성 사진과 발광사진을 타나낸 것이다. Fig.

1(a)는 유전체로 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전극시스템(type

B)으로 방전이 발생하는 형상을 2차원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케이블을 고전압 전극의 중앙에 위

치하여 유전체배리어의 중심부에서의 발광을 측정하기 위

한 실험 구성이다. Fig. 1(b)는 유전체로 불투명한 알루

미나를 사용한 전극시스템(type A)으로 고전압전극과 접

지전극 사이에서 형성된 유전체배리어방전의 발광을 광

케이블을 이용하여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한 실험 구성

이다.

대기압 유전체 배리어 방전 형성 조건을 Table 1에 나

타내었다. 방전 전압은 최대 9kV로 하였다. 전극 type A

의 경우 전극간 간극을 0.05 mm로 하였으며, 전극 type

B의 경우 전극간 간극은 0.3~0.6 mm로 하였다. 방전 가

스는 Ar, N2,O2, Air를 사용하였다. Type A의 경우 다량

의 방전가스에 의해 접지전극의 움직임 발생으로 가스

양을 2 slm으로 제한하였다. 

대기압 유전체배리어방전의 분광분석은 코리아스펙트랄

프로덕츠사 SM240을 사용하였다. 발광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피크의 관찰을 위하여 OES 측정은 100

msec 동안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Type A 전극 시스템

대기압 DBD 방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ITO 투명

전도성막이 코팅된 전극시스템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상

태를 관찰하였다. 방전 가스로는 아르곤과 질소를 사용

하였으며 각각 산소첨가량 및 방전전압에 따른 발광특

성을 관찰하였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아르곤 플

라즈마에서는 방전전압 5 kV에서도 매우 균일한 플라즈

마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방전전압이 6 kV,

7 kV로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플라즈마 면적이 넓어

Fig. 1. Photos of experimental set-up of atmospheric pressure DBD

(a) type A, (b) type B.

Table 1. Experimental parameters

 set-up

 Parameter

type A type B

Electrode gap distance (mm) 0.05 0.3-0.6

Flow rate (slm) 2 10

Applied voltage (kV) 5-9 6-9

Gases Ar, N2, O2 Ar, N2,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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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전전압 5 kV에서는 산소첨가

량이 70 sccm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플라즈

마 면적이 확연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 kV 방전전압에서는 산소첨가량 100 sccm에서 플라즈마

면적이 약간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3은 Fig. 2에 나타낸 아르곤 방전과 동일한 장치

및 조건에서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대기압 DBD 방전시

킨 플라즈마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질소의 경우 방전

전압 5 kV에서는 플라즈마 형성이 불가능하였다. 사진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전전압 6 kV에서는 아르곤

플라즈마에 비하여 질소플라즈마는 방전이 불균일하며, 필

라멘터리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

kV로 방전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균질성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필라멘터리 형태의 방전

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소방전의 경우 아르

곤 방전과는 달리 산소첨가에 따라 방전면적이 미세하

지만 증가되었으며, 플라즈마의 밝기가 더 증가되는 것

을 관찰 할 수 있다.

Fig. 4는 Fig. 2에 나타낸 아르곤 플라즈마 중 산소의

첨가가 없는 경우의 OES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00 nm에서 450 nm 사이의 피크들은 질소가스와 관련된

피크들이며, 700 nm에서 850 nm 사이의 피크들은 아르

곤가스와 관련된 피크들이다. 밀폐된 반응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중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대기중

의 질소가 혼입됨으로써 질소가스와 관련한 발광 피크

들이 관찰되고 있다. 대기중의 산소가스도 질소와 같이

혼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산소가스와 관련된 OES 피

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전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OES 피크의 세기가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Fig. 2에서 플라즈마영역

및 발광밝기 증가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

전 전압이 증가하여도 새로운 OES 피크는 관찰되지 않

Fig. 2. Photos of Ar discharge using type A set-up at atmospheric pressure.

Fig. 3. Photos of N2 discharge using type A set-up at atmospher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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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모든 방전 피크의 상대적인 강도비의 변화도 거

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방전전압이 증가하여도

새로운 활성종이 만들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특

정 활성종의 농도만 증가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Fig. 5는 Fig. 2에 나타낸 아르곤 플라즈마 중 방전전

압 7 kV에서 산소첨가량에 따른 방전을 OES 측정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사용한 아르곤의 유량은 2 slm

이었다. 산소가스의 첨가 및 첨가량이 4.8 %(100 sccm)

으로 증가하여도 OES 피크 패턴은 변화가 없으며, 단

지 피크의 강도가 산소가스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Fig. 2에서 산소첨가량

증가에 따른 플라즈마 발생면적 감소 및 발광세기 감소

와 잘 일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소가스는 플라즈마 칭가스로 잘 알려

져 있다.1) 산소는 플라즈마를 만들고 유지하는 전자와 쉽

게 결합하여 음이온을 만들 수 있어 플라즈마내 전자의

밀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산소가스의 양이 증가

함에 따라 플라즈마발생전압이 증가하고 플라즈마밀도가

감소하게 된다. Fig. 2 및 Fig. 5에 나타낸 결과들은 이

러한 산소가스의 영향을 광학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Fig. 6은 Fig. 2에 나타낸 질소 플라즈마 중 산소의 첨

가가 없는 경우의 OES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00

nm에서 450 nm 사이의 질소가스와 관련된 피크들이 잘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0 nm 근처의 피크는 측

정시 혼입된 형광등에 의한 발광피크이다. 아르곤가스 플

라즈마 OES에 비하여 질소가스 플라즈마 OES의 발광

강도가 약하여 형광등에 의한 발광피크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전

전압 5 kV에서는 질소방전에 의한 발광이 거의 측정되

지 않을 정도로 약하였다. 또한 방전전압이 증가함에 따

라 OES 피크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것은 Fig. 3에서 플라즈마영역 및 발광밝기 증가와 일

 

Fig. 4. Optical emission spectrum of Ar discharge generated at

different applied voltages.

Fig. 5. Optical emission spectrum of Ar discharge with different

oxygen contents.

Fig. 6. Optical emission spectrum of N2 discharge generated at

different applied voltages.

Fig. 7. Optical emission spectrum of N2 discharge with different

oxyge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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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전 전압이 증가하여도

새로운 OES 피크는 관찰되지 않으며, 모든 방전 피크

의 상대적인 강도비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방전전압이 증가하여도 새로운 활성종이 만들어

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특정 활성종의 농도만 증

가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Fig. 7은 방전전압 9 kV에서

산소첨가량에 따른 방전특성을 OES 측정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이때 사용한 질소의 유량은 2 slm 이었다.

산소가스의 첨가 및 첨가량이 4.8 %(100 sccm)으로 증가

하여도 OES 피크 패턴은 변화가 없으며, 피크의 강도

도 산소가스 첨가량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서술한 아르곤가스 플라즈마와는

다른 특성으로서 질소 플라즈마가 산소가스에 의한 플

라즈마 칭의 민감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3.2 Type B 전극 시스템

전극 type A의 경우 고전압전극과 접지전극을 각각 덮

고 있는 유전체인 알루미나 사이의 간극에서 방전이 형

성된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간극은 0.3~0.6 mm

로 변화하며 OES를 측정하였다. Fig. 8은 간극을 0.6

mm로 설정하고 9 kV 전압에서 공기를 이용하여 방전된

플라즈마를 외부광원을 차단하고 광케이블이 위치한 방

향에서 촬영한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전이 불균질한 필라멘터리 형태로 형

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극이 커짐에 따라 필라멘

터리가 더 명확해지고 측정되는 모든 OES 피크의 세기

가 증가되었으나 새로운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9는 9 kV 전압에서 각각 Ar, N2, 공기를 방전가

스로 사용한 대기압 유전체 배리어 방전에서 측정한 OES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발광의 강도는 아르곤에서 가장

크며 질소, 공기로 갈수록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산소가스의 양이 증가함에 따

라 플라즈마의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공기와 질소

OES 의 피크 패턴은 세기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며

이 300 nm에서 450 nm 사이의 질소가스와 관련된 피크

들만이 측정되고 있다. 산소가 약 20%인 공기 플라즈마

에서 조차도 산소관련 OES 피크는 관찰되지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아르곤가스 플라즈마 OES 스펙트럼에

서는 질소외에 아르곤가스 관련 피크들이 잘 관찰되고

있다. 

Fig. 10은 type A와 type B 시스템에서 7 kV 전압에

서 발생시킨 Ar 플라즈마의 OES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650 nm에서 850 nm 사이에서 관찰되고

있는 Ar가스 발광 피크는 전극시스템과 관계없이 유사

한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질소가스와 관련

된 피크는 명백하게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첫째,

type B의 경우 Ar 가스 방전으로부터 발광을 측정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Ar 가스 관련 피크의 강도보다 질소가

스 관련 피크의 강도가 더 크게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OES 측정 지점의 차이에 의한 질소농도

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ype A 투명전

극 시스템의 경우 투명전극을 통해 플라즈마의 중심부

에서 측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기로부터 질소가스의 유

 

Fig. 9. Optical emission spectrum of APDBD generated at 9 kV

using type B set up.

Fig. 10. Optical emission spectrum of Ar discharges generated at

7 kV using two different APBDD systems.

Fig. 8. Photos of air discharge using type B set-up at atmospher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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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이 적은 반면, type B 불투명전극의 경우 Fig. 1(b)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라즈마의 측면에서 측정됨으로 공

기와의 접촉이 큰 외측플라즈마가 측정되어 질소가스의

유입량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질소가스관련

OES 피크들의 상대적 발광강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5.9, 337.1, 357.7, 375.5, 380.5,

399.2, 405.9, 426.9, 434.4 nm에서 관찰되고 있는 피크

들은 질소분자활성종(N2*)의 second positive system(C3
Πu

− B
3
Πg)에 의한 발광이다.5-7) Type A 투명전극시스템의

경우 파장이 긴 쪽의 피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잘

관찰되는 반면, Type B 불투명전극시스템의 경우 파장

이 짧은 쪽의 피크의 강도가 크고 잘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37.1 nm 피크와 357.7 nm 피크의 강도

비가 매우 크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ype A 전극시스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ype B 전

극시스템에서도 방전 가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방전전압

이 커짐에 따라 발광 강도가 증가하였으나 새로운 활성

종에 의한 피크는 관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1은 type B 전극시스템에서 방전전압의 증가에 따른 질

소관련 피크들의 세기를 9 kV 전압의 세기로 노말라이

즈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질소가스 방전의 경우보다

Ar 가스 방전의 경우에서 전압이 커짐에 따라 발광강도

의 증가비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방

전에서 동일하게 337.1 nm 피크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405.9 nm 피크의 변화가 가장 작았다. 따

라서 roll-to-roll 연속생산 공정 등에서 OES를 이용한 공

정모니터링에는 337.1 nm 질소피크의 강도변화 및 337.1

nm 피크와 357.7 nm 피크의 상대적 강도비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전극시스템

에서 아르곤, 질소, 공기의 대기압 유전체 배리어 방전

발광특성을 OES를 이용하여 분광분석 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대기압 유전체 배리어 방전에서 발광은 방전가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방전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발광세기는 증

가하였으나 새로운 발광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의 실험범위에서 산소가스와 관련한 발광피크는 관

찰되지 않았으며 질소분자에 의한 발광이 명확하게 관

찰되었다. 

2) 방전 중심부에 비하여 방전의 외측에서 질소분자에

의한 발광피크의 세기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파장이

짧은 315.9 nm, 337.1 nm 피크의 발광세기가 현저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3) 아르곤가스 및 질소가스 방전에서 첨가되는 산소가

스 량의 증가는 전체적인 발광세기를 감소시켰으며, 그

영향은 아르곤가스 방전에서 더 현저하였다. 그러나 산

소분율이 방전가스의 4.8 %의 높은 경우에도 산소가스와

관련한 발광피크는 측정되지 않았다.

4) 대기압 유전체 배리어 방전 이용하여 폴리머 소재

의 roll-to-roll 연속표면처리 생산 공정 등에서 OES를 이

용한 공정모니터링에는 337.1 nm 질소피크의 강도변화 및

337.1 nm 피크와 357.7 nm 피크의 상대적 강도비를 사

용하면 효과적으로 방전상태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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