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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symmetric Electrode Structure on the Emission Efficiency in ac Gas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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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ac discharge, emission efficiency shows an time-varying characteristics during discharge. The phenomenon is 

caused by the potential distribution changes during the discharge, which indicates that a specific potential distribution can 

contribute to a high improvement of the emission efficiency. To create an artificial environment for a potential distribution 

favorable to emission efficiency, we used the asymmetric electrode structure and proved the capability. Our results showed 

that the ratio of the area of anode to cathode became larger, the emission efficacy was greatly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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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체방전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소자들에 있어서, 광 효율을 

높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광 효율 향상의 주요 메카니즘은 전체 방전에너지 

중에 전자가 획득하는 에너지의 비율(ρ1)을 높이는 것과 전자가 얻

은 에너지가 여기종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비율(ρ2)을 높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1]. 방전 변수에 따라서 ρ1에 영

향이 큰 변수가 있고, ρ2에 영향이 큰 변수가 있으며, 둘 모두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도 있다. 가스 조성비를 바꾸는 방법은 ρ1과 ρ2를 

모두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많은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둬왔다[2]. 방전소자의 구조

를 바꾸는 것 중에 효율 향상에 가장 유리한 것은 전극의 간격을 

바꾸는 것이다[3]. 전극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발광효율이 좋

은 양광주 영역이 넓어지게 되어, 광 효율에 매우 유리한 형태가 된

다. 하지만 전극 간격을 길게 하는 것은 구동전압을 상승시키는 제

약이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다. 방전 소자의 구조와 가스조성 이외

에도 구동펄스를 최적화함으로써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있다

[4][5]. 특히 초세폭 펄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방전형성 중에 이온들

의 에너지 획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백 ns 수준의 펄스를 인가

하여 방전을 발생시키는 것이다[5]. 이 방법은 이온들이 음극에 도

달하기 전에 전압펄스를 끊음으로써 이온들의 에너지 획득을 최소

화하기 때문에 이차전자방출에 의한 방전유지 메카니즘이 작용하기 

힘들게 되므로 구동전압이 매우 크게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다

른 방법들에 비해 ρ1의 값을 극대화시켜 매우 높은 효율을 달성하

게 한다[6].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효율향상 방법 이외에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찾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효율 향상의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논문을 보면, 교류형 

방전의 경우에 방전이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서 방전효율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1]. 같은 가스조성비와 구조를 가

짐에도 시간에 따라서 방전의 효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방전 중에 

하전입자들의 존재가 공간전계를 변화시키고, 어떤 특수한 형태의 

공간전계 모양은 방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류형 방전의 시간에 따른 효율 변화를 살펴

보고, 효율 향상이 되는 원인을 해석함으로써, 방전의 광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구조적인 변수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수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PDP의 방전 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FA(Local Field Approximation)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사용된 

모델의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7]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LFA 

모델은 PDP의 양극 상에 발생되는 줄무늬(striation) 현상을 설명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가스 혼합 효과, 방전 역학 및 구조 

최적화 등을 해석하는 효과적인 모델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7].

수치해석에서 사용된 방전 조건은 PDP와 유사한 미소 방전 

조건이며, 500 Torr 압력을 갖는 Ne-Xe(5%) (1-dim)와 

400Torr Ne-Xe(7%) (2-dim)의 혼합기체를 사용하였다. 전극 구

조는 전극간 간격이 매우 짧은 대향형 전극구조이며, 양극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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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표면에 유전체가 도포되어 있는 전형적인 유전체 장벽 방전

(Dielectric Barrier Discharge)의 조건에서 방전 해석을 수행하였

다. 이차전자방출계수는 Ne이온에 대해서는 0.3, Xe이온에 대해

서는 0.03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전 효율의 지표로 기술

하는 인자는 아래 식 (1)과 같다.

발광효율∝





×


  ×

 


전자의에너지획득효율

 


전자가여기종생성에에너지를소비하는비율

 전체인가에너지
 전자가획득한에너지
 여기종생성에소비된에너지

(1)

3. 수치해석 결과

시간에 따른 방전 효율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교류형 구

조에 대해 1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1차원 수치해석에서 유

그림 1 1차원 수치해석 결과 (a) 벽전압 전달 곡선, (b)전압에 따

른 방전 효율

Fig. 1 numerical results in 1-dim(a)voltage transfer curve 

(b) discharge efficiency as a ftn. of voltage

전체 두께는 10μm, 전극간격은 140μm로 설정하였다. 그림 1 (a)

에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벽전압 전달곡선 을 나타내었다. 벽

전압 전달 곡선은 DBD형 방전에서 인가전압과 유전체 표면에 

쌓이는 벽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교류방전의 동작점을 

설명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그림 1(a)에서 볼 수 있듯이, 전압

이 약 160V 부근에서는 벽전압 형성이 수 V 미만의 미약한 방

전이 형성되며, 200V 이상의 전압에서는 벽전압이 충분히 형성됨

을 알 수 있다. 그림 1 (b)에 전압에 대한 방전 효율을 나타내었

다. 160V～180V의 전압 영역에서는 효율이 크게 증가하다가 

180V～200V의 전압 영역에서는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200V 이상의 전압 영역에서는 전압의 증가에 따라 방전 효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a)와 (b)에 160V와 220V의 전압조건에서 방전 시간

에 대한 방전효율 특성 변화를 나타내었다. 방전이 발생하는 시

간은 전압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160V의 경우 1μs, 220V의 경

우는 0.2μs이내에 방전에 종료되었다. 그림 2(a)를 보면 시간에 

따라 ρ1과 ρ2의 변화가 거의 없다(0.05μs 이하에서는 초기값으로 

주어진 초기 입자분포가 안정화가 진행되는 부분임).이때에 UV 

출력을 보면 거의 존재하지 않아 방전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그림 2(b)에서 보면 방전 초기에는 ρ1이 0.25 정도

의 값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ρ1이 점점 증가하며, 방전이 크

게 일어나는 시점인 0.12μs 정도까지는 0.4 이상의 값을 유지하

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ρ2는 약간의 변화

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0.4 정도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 획득효율(ρ1)은 방전 형성 과정에

서 형성되는 공간상의 전위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

하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공간 전위 분포를 해석하여, 그림 3 

(a)와 (b)에 나타내었다. 그림 3(a)에서 보듯이, 160V의 전압 조

건에서는 초기의 선형분포가 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160V의 전압조건에서는 미약한 방전으로 공

간전하 밀도가 매우 낮아서 전위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3(b)에서 보듯이 220V의 경우에는 초기의 

선형적 전위분포가 방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음극쉬스에 위한 강

한 비선형적인 분포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2와 그

림3의 결과를 통해서 효율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전 환경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그림 3 (b)에서와 같이 비선형 전위 분포를 갖

는 경우가 그림 3 (a)의 선형적인 전위 분포를 갖는 경우에 대해

서 매우 높은 방전 효율을 갖는다는 것이다.

Boeuf 그룹은 음극쉬스 영역에서 ρ1은 Townsend의 γ값(이차

전자방출계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또한 양광

주 영역에서는 전자와 이온의 이동도 차이에 의해 전자에 의한 

전류가 대부분 흐르기 때문에, ρ1이 거의 1에 수렴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8]. 그림 2와 3의 결과는 양광주영역이 효과적으로 

형성되는 그림 3(b)의 강한 비선형적 전위 분포가 그림 3 (a)의 

선형적인 전위 분포에 비해 높은 ρ1을 갖게 되어 효율이 향상됨

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방전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ρ1이 작

은 음극쉬스에서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ρ1이 큰 양광주의 에너

지 소비를 높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며, 이는 비선형적 공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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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간에 따른 효율 변화 (a)160V, (b)220V

Fig. 2 Efficiency variation by time (a)160V, (b)220V

그림 3 시간에 따른 전위 변화 (a)160V, (b)220V

Fig. 3 Potential variation by time (a)160V, (b)220V

그림 4 원통형 방전소자의 구조와 상세 스펙

Fig. 4 cross-section view and detailed specification of 

cylindrical discharge device

no. 음극 반지름(rC) 양극 반지름(rA)
면적비 

k,(rA/rC)2

1 250μm 25μm 0.01

2 125μm 25μm 0.25

3 250μm 250μm 1

4 25μm 125μm 4

5 25μm 250μm 100

표 1 수치해석에 사용된 조건

Table 1 The conditions used in the numerical analysis 

위 분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a)의 160V의 경우와 같은 선형적인 전위분포에서는 

Boeuf 그룹의 분석과 같이 이온에 의한 높은 에너지 손실과 γ

(이차전자방출계수) 값에 의해 제한되는 낮은 ρ1 값을 가질 수밖

에 없다. 그러나 그림 3(b)와 같이 비선형 분포를 갖게 되면, 음

극쉬스와 양광주라는 서로 다른 ρ1 값을 갖는 두 개의 영역이 존

재하게 되고, 양광주 영역의 ρ1이 1에 가까워지므로 전체적인 ρ1 

값이 커지게 된다. 효율이 높은 양광주 영역만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극쉬스 영역을 최소화하고, 양광주 영역의 전계를 극대

화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효율향상에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선형적 공간 전계 분포가 전자의 에너지획득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구조임은 명확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전구조에서는 양광주 영역의 전계를 제어하기 어렵고, 전계가 

매우 약하므로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비선형 전위분포를 형성할 수 있는 

비대칭적인 전극구조를 고려하였다. 그림4와 같이 두 전극이 서

로 마주보는 원통형 방전구조에서 전극의 면적을 변경하여 공간

전위의 분포에 변형을 주었다. 수치해석 조건은 표 1에 나타내었

다. 표 1의 k는 양극의 면적을 음극의 면적으로 나눈 면적비로

서, 본 연구에서는 k= 0.01, 0.25, 1, 4 및 100에 대해 수치 해석

을 수행하였다. 그림 5에 k=1, 100, 0.01에 대한 전극면적의 비

대칭성에 의한 공간 전위 분포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세 가지 조

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300V의 전압을 인가하였고, 공간전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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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00V 인가 시에 공간전위 분포 (a) k=1, (b) k=100, 

(c) k=0.01

Fig. 5 Potential distribution at 300V (a) k=1, (b) k=100, 

(c) k=0.01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방전이 발생하기 전에 전위분포를 얻었

다. 그림 5(a)의 k=1 (음극과 양극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인 경

우, 전극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극의 가장 자리 부분을 제외

하고는 등전위면이 전극면과 평행하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r=0인 중심축의 전위변화는 선형적인 변화를 같게 된다. 그

림 5(b)의 k=100 (양극면적이 음극면적보다 100배 큰 경우)의 

경우에는, 양극의 면적이 음극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방전

공간의 전위분포에 양극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음극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의 등전위면이 형성되게 된다. 이 

경우에 r=0인 중심축의 전위 변화는 선형적이 아니라 양극으로 

갈수록 전위변화가 조금씩 완화되는 형태의 형상을 하게 된다. 

반면에 그림 5 (c)의 k=0.01 (음극면적이 양극면적보다 100배 큰 

경우)인 경우, 음극의 영향이 지배적이 되므로 공간 전위분포는 

양극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의 등전위면이 형성된다. 따라서 

r=0인 중심축에서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전위변화가 더 

커지는 형태의 분포를 갖게 된다.

그림 6에 전극면적비와 인가전압의 변화에 대한 휘도와 효율 

특성을 나타내었다. 휘도의 경우에는 전체전극 면적(음극면적 + 

양극면적)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며, 이는 전체 전극 면적이 증가

하면 방전 영역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림 

6 (b)에서 k가 증가할수록 효율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양

극 면적이 음극 면적에 비해 커지는 경우 효율이 향상되며, 반대

로 음극의 면적이 양극에 비해 작은 경우에는 효율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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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압에 따른 휘도와 효율 변화 (a) 휘도, (b)효율

Fig. 6 Variation of (a) luminance and (b) efficiency as a 

ftn. of voltage

이러한 전극면적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하는 효율 변화를 해

석하기 위해 전압에 따른 ρ1과 ρ2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 (a)에서, ρ1은 방전이 미약한 낮은 전압

영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k가 클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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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ρ1 and ρ2 as a function of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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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0인 중심축 상에서 공간전위 분포의 시간 변화 

(a) k=1, (b) k=100, (c) k=0.01

Fig. 8 Potential variation at r=0 by time 

(a) k=1, (b) k=100, (c) k=0.01

또한, 그림 7 (b)에서, ρ2는 k가 매우 작은 경우를 제외하면 ρ1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림 7 (a)와 

(b)의 결과로부터, k의 증가에 따른 효율의 향상은 ρ1과 ρ2의 증

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앞서 1차원 수치해석 결과에서 설명한 것처럼, 방전 효율은 공

간 전위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8 (a), (b)와 (c)

에 각각 k=1, 100 및 0.01의 경우에 대해, 300V의 전압을 인가

한 경우 중심축(r=0)에서 시간에 따른 전위분포 변화를 나타내었

다. 그림 8(a) (k=1)의 경우에는 그림 3(b)와 같이 선형적인 전

위분포가 방전이 진행되면서 효율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림8(b) (k=100)의 경우에는, 그림 5(b)에서 설명한 것처럼, 방

전의 초기부터 전위분포가 방전효율 향상에 유리한 형태로 형성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극 면적이 매우커서 공간적인 전위변화

가 초기부터 비선형적인 형상을 하고 있고, 방전이 진행되면서도 

양광주 영역의 전위차가 k=1인 경우보다 크게 형성되어 양광주 

영역에서 에너지 소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음극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ρ1이 작은 음극

쉬스 영역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방전 효율이 매우 향상되게 된

다. 그림 8(c) (k=0.01)의 경우에는 그림8(b)와 반대로 양극에 가

까워지면서 전위가 크게 상승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런 형태

에서는 음극의 면적이 양극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많

은 양의 이온들이 생성되어야 음극쉬스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

서 음극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음극쉬스 형성을 위한 이온 

에너지 손실 및 음극쉬스 영역의 증가 때문에 양극의 면적의 증

가에 따른 효율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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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서로 다른 전극구조에서 ρ1과 ρ2의 시간변화

Fig. 9 Time variation of ρ1 and ρ2 at different structures

그림 9는 그림8의 조건에 대해 시간에 따른 ρ1과 ρ2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ρ1의 경우 k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k 값이 클수록 공간 전위분포

가 전자의 에너지 획득에 유리한 구조를 하고 있어 ρ1을 높이기 

때문이다. ρ2값도 k가 작은 경우에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

는데, 양극의 면적이 넓을수록 공간에 형성된 전자들이 양극 유

전체 위에 쌓이더라도 양극의 면적이 넓어서 벽전하에 의한 전위 

감소가 작기 때문에 양광주 영역의 전위차가 유지되는 시간이 길

어져서 여기종 생성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비대칭 전극을 사용하여 공간전위 분포를 변화

시키는 것이 방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교류 형태로 방전을 진행할 경우에는 

음극과 양극이 교대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칭 전극 구조는 오스람의 

Xeradex 램프와 같이 강한 단방향의 짧은 펄스를 이용하는 형태

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 

이외에도 공간 전위분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구조가 존재

할 수 있으며, 비대칭적인 특성 때문에 디스플레이 소자로 활용

되는 데는 구동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나, 그 외에 광 효율이 높

은 소자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4. 결  론

방전의 광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 동안의 연구 결과로 전자의 에너지획득률과 전자가 여기종을 

생성하는데 소비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초

세폭 펄스를 활용한다든지, 양광주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장방전

을 이용한다든지, 가스 혼합비를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어 왔다. 

거기에 더하여 본 논문에서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형상의 공간전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그 한 예로 실린더 

구조에서 음극의 면적이 양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효

율이 향상될 수 있는 공간전계형상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전극의 비대칭성 때문에 활용하는 데는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방전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

효율 소자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메카니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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