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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mospheric pressure plasma is used in the biological and medical fields. Miniaturization and safety are important
in the application of apply atmospheric plasma to bio devices. In this study, we made a small, pocket-sized inverter for the
discharge of atmospheric plasma. We used pulse power to control the neutral gas temperature at which the, when plasma was
discharged. We used direct current of 5 V of bias(voltage). The output voltage is about 1 to 2 kilo volts the frequency is about
80 kilo hertz. We analyz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tmospheric plasma using OES(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and the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 of pulse power. By calculating of the current voltage characteristics, we were able to determine
that, when the duty ratio increased, the power that actually effects the plasma discharge also increased. To apply atmospheric
plasma to human organisms, the temperatur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e were able to control the temperature by
modulating the pulse power duty ratio. This means we can use atmospheric plasma on the human body or in other areas of
the medical field.
Key words pulse plasma, atmospheric plasma, bio plasma, pulse power.

1. 서

론

즈마를 이용한 치아 미백과 병원균 파괴 등의 바이오 연
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바이오 분야의 활용에서
주요한 이슈들은 장치의 소형화 및 제어의 용이성, 인
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5) 플라즈마를 인체
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전압의 전극이 인
체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극에 인
가되는 구동전압 및 전류를 제어해야 한다. 소형 플라
즈마 소스들은 주로 아크 플라즈마로 전이하는 것을 막
기 위해 DBD(Dielectric Barrier Discharge) 전극 구조 형

산업용 플라즈마는 반도체에서 플라즈마 식각(Plasma
Etch) 및 증착(PECVD :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1) 금속이나 고분자의 표면처리, 신물질의 합
성 등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공정의 미세화, 저온
화의 필요성 때문에 플라즈마 공정이 종래의 공정을 대
체하고 있다.2) 최근에는 생태 적용과 바이오 분야의 응
용 가능성으로 관련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3,4) 특히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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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사용하고, 펄스, AC 또는 RF 전원을 인가하여 플
라즈마를 발생시킨다.4,6)
본 연구에서는 일정 주파수의 펄스변조 형태로 플라즈
마 온, 오프 타임을 제어할 수 있는 소형 펄스 전원 장
치를 제작하였다. 바이오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펄스 변
조의 듀티비 변경에 따른 출력 전압과 전류를 측정 하
였고, 샘플의 표면온도와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광원
의 스팩트럼을 측정하여 DBD 대기압 플라즈마의 특성
을 연구하였다. 아울러 플라즈마 방출 광원 스팩트럼을
이용하여 기체 및 전자온도를 계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펄스 변조할 수 있는 소형 펄스전원 공
급 장치를 제작하였다. Fig. 1은 펄스 변조 듀티비 변경
에 따른 출력 전압, 전류, 샘플의 표면온도, 스팩트럼의
플라즈마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한 계략도 이다. 플
라즈마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용된 소스는 DB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타입으로, 두 개의 평행한
도체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즈마 방전 시 샘플
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InfraRED)를 이용하였으며, 일관된 표면온도를 분석하기 위
해 스탠드 타입의 스테이지에 플라즈마 소스를 고정 하
였다. 또한 DBD 대기압 플라즈마의 균일한 방전을 위
하여 소스와 샘플의 방전 거리는 0.2 mm 로 하였고, 열
화상 카메라를 샘플의 정면에서 300 mm 거리에 설치하
여 표면온도를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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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 대기압 플라즈마의 출력 전압은 Metal Electrode
에 High voltage probe를 연결하여 소스에 인가되는 전
압을 측정하였고, Ground에 Current probe를 연결하여
출력 전류를 측정하였다. 또한,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OES(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HR-4000,
Ocean Optics)를 이용하여 광학적 진단을 하였고, 플라
즈마 방전 시 측정된 N2 성분을 기준으로 전자 시뮬레
이션 하여 전자 온도를 계산하였다. 대기압 플라즈마 소
스의 방전 형식은 다음과 같다. 펄스전원 공급 장치는
입력전압 DC 5 V의 고정 전원을 사용 하였으며, 출력
단은 AC-AC converter를 사용하여 부하단의 플라즈마
소스에 전원이 인가된다. 펄스 공급 장치의 출력조건은
전압 1~2 kV, 주파수 80 kHz, 듀티비는 20 %, 40 %, 60
%로 조절이 가능하다.
Fig. 2의 a)는 펄스 변조형태로 플라즈마 방전 시
Ground(ITO Glass) 정면에서 촬영한 이미지이다. 대기압
플라즈마 방전 시 육안으로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 소스
(Source)의 테두리에서 방전이 시작되어 점차 내부로 방
전이 확대됨을 볼 수 있다. Air 대기압 플라즈마 방전
은 대기중의 N2 성분으로 방전되며, 방전 시 소스의 테
두리로 N2 성분이 가장먼저 유입되어 방전이 이루어지
고 내부로 방전이 확대 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b)
는 CW(Continuous Wave) 파워로 방전한 이미지 이다.
CW 플라즈마 방전은 펄스 변조형태의 플라즈마 방전과
같이 소스의 테두리에서 방전이 시작되지만, 소스의 내
부로 균일하게 방전이 확대되지 않는다. 이는 대기중의
N2 성분이 소스의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고 테두리에서
계속적으로 방전이 이루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펄스 변조와, CW 방전 형태의 DBD 대기압 플라
즈마 방전에 따른 표면온도를 측정 및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3는 펄스 변조의 듀티비 변경에 따른 특성 곡선
으로 플라즈마 온, 오프 타임의 듀티비 변경에 따른 방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at
atmospheric plasma device for driving.

Fig. 2. plasma discharge image at Electrode surface: a) Pulse
modulation plasma discharge, b) Continue wave plasma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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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aveform of output voltage the applied at plasma source
with 80 kHz.

Fig. 3. V-I curve characteristic of applied voltage with the variation
of duty ratio at the pulse modulation a) 20 %, b) 40 %, and c)
60 %.

전 특성을 나타낸다. Fig. 3 a)의 플라즈마 온 타임 주
기는 12 ms로 듀티비 20 %, b)는 16 ms 로 듀티비 40 %,
c)는 24.5 ms로 듀티비 60 %로 펄스 변조하여 듀티비를
변경하였다. 펄스 변조는 플라즈마의 온, 오프 방전 주
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진행되어야 했으나, 플라즈마 방
전에 따른 온, 오프시간의 지연을 전원장치 소자로 미
세 조정 할 수 없어 플라즈마 방전 시간의 한주기를 일
정하게 고정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플
라즈마 온타임의 변경에 따른 특성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Fig. 4는 DBD 대기압 플라즈마 소스에 인가되는 출
력 전압신호로 주파수가 80 kHz인 정현화 형태를 보인
다. 전압 측정 시 신호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Acquire
mode를 Average하여 전압을 측정하였고, 듀티비 20 %,
40 %, 60 % 변경에 따른 전압은 1.1 kV 정도로 일정하게
소스에 인가하였다. Fig. 3에서 전압값은 Acquire mode
를 Sample로 측정하여 1.3 kV 정도로 측정 되었으며,
Fig. 4와의 200 V 정도의 전압 차이는 잡음으로 인한 오

Fig. 5. V-I Characteristic curve of the applied plasma with the
variation duty ratio.

차로 볼 수 있다.
Fig. 5는 펄스 변조의 듀티비 변경에 따른 출력 전압,
전류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특성곡선의 결과로 플라즈마
소스에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는 듀티비의 조절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며, 플라즈마 온, 오프 타임의 듀티비 조
절을 통해 표면온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듀티비
에 따른 전압, 전류의 변화는 플라즈마 방전 시간에 따
른 인가 전원의 오차범위로 볼 수 있다.
Fig. 6은 플라즈마 온 시간에 인가되는 방전 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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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livered power of plasma source with respect to duty ratio.
Table 1. Delivered Power of plasma source with the variation duty
ratio.

Table 1과 같이 산출하여 계산하였다. 플라즈마 방전 시
소스에 인가되는 Delivered power는 1 W 미만으로 듀티
비가 변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은 펄스의 듀티비에 따른 플라즈마 방전 시 OES
(HR-4000) 를 이용하여 파장별 Intensity 측정하였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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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ptical emission spectrum of the discharge with respect to
duty ratio.

정 OES는 Wavelength 200~1100 nm, Optical resolution
0.75 nm이고, 측정 결과 335 nm ~ 432 nm 파장의 N2 성
분들이 측정되었다. 플라즈마 방전 시 별도의 가스를 사
용하지 않고 Air 대기압 플라즈마 방전되기 때문에 대
기중의 78 %를 차지하는 N2의 밀도가 OES 측정 시 가
장 높게 측정되었다.
플라즈마 방전 시 듀티비의 조절에 따른 전자온도, 회
전온도, 진동온도의 결과를 Fig. 8에서 보여주고 있다. 플
라즈마 내의 전자온도, 회전온도, 진동온도는 N2밴드의
“SPECAIR”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된 스펙트럼과 fitting
방법을 통해 설명하였다. Fig. 8(a)는 전자온도의 측정 결
과로 듀티비 60 %에서 0.83 eV로 가장 높게 측정 되었
으며, 이는 Fig. 5에서와 같이 듀티비 60 % 일 때 인가
되는 전압, 전류가 높아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활발함으
로 전자온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Fig. 8. (a) Electron temperature and (b) Vibrational and Rotational temperature of Nitrogen molecular with respect to dut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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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Surface temperature of ITO Glass grounded with
respect to the duty ratio.

플라즈마에서 입자들의 운동은 양전하와 음전하의 국
부적인 밀도에 영향을 미친다. 전하의 밀도는 전기력을
만들어 원거리의 입자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 멀리 떨
어져 있어도 플라즈마 내의 입자들은 서로 영향을 받으
며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50 kHz 보다 높은 주파
수에서는 진동하는 전자들이 이온화시킬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방전은 이차 전자의 방출 정도
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차전자의 수율과 무관하
게 방전이 유지된다. Fig. 7(b)는 플라즈마 방전 시 질
소 분자의 회전운동에너지와 진동 운동에너지를 나타내
고 있다. 분자는 일정 전압 이하에서는 회전과 진동을
반복하여 운동에너지가 플라즈마 방전에 사용되지만, 일
정 전압 이상에서는 이온이 직선운동으로 에너지를 소
비하기 때문에 Fig. 7과 같이 OES 측정하였을 경우 듀
티 60 %에서 Intensity 가 낮게 나옴을 유추 할 수 있다.
표면온도는 플라즈마 방전에 따라 Ground의 정면에서
열화상카메라(Infra-Re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열화상
카메라의 촬영방식은 Ground와 수직방향으로 촬영거리
300 mm로 고정하였고, 방사율(E = 0.9)을 적용 하였다. 열
화상카메라는 일반적으로 8~14 um 파장대역의 광원만 식
별할 수 있다. 반면 플라즈마 광원의 경우 보통 1 um 미
만의 파장이 방출되므로 직접적인 플라즈마의 온도를 측
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Ground의 온도를 간접적으로 측
정하여 온도를 확인 하였고, 이는 플라즈마의 방전 시
Ground에 가해지는 온도로 볼 수 있다. 듀티비 20 %,
40 %, 60 % 조절하였으며, 플라즈마 방전 10분 후 열화
상카메라 측정 결과 대기 플라즈마가 직접적으로 접촉
하여 Ground 표면에서 방사되는 온도가 26도 정도로 일

Fig. 10. Surface temperature of ITO glass with plasma discharge
compared CW and pulse modulation.

정하게 유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플라즈마
온, 오프타임의 반복으로 인하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플라즈마가 방전되는 소
스의 표면온도보다 낮을 수 있다. 대기압 플라즈마를 바
이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수분과 탄력을 유지
할 수 있는 온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Fig. 9의 결과를
통하여 펄스를 이용한 듀티비의 조정에 따라 플라즈마
의 표면 온도를 조절 및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에서 펄스와 CW(Continue Wave) 방식의 플라
즈마 방전에 따른 표면온도 측정을 비교 하였다. 펄스
의 시간에 따른 표면온도 측정은 듀티 20 %를 기준으
로 하였으며, 플라즈마 방전 30분 동안 측정을 진행 하
였다. 펄스 방식의 플라즈마 방전은 플라즈마의 온, 오
프 타임이 반복되기 때문에 표면온도가 최대 27.5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CW 방식의 방전은 플라즈마가
온타임 동작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계속적
으로 온도가 상승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펄스 변조
를 통해 표면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함으로써 플라즈마를
바이오 분야에 적용 가능함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듀티비를 조절 할 수 있는 소형 전원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듀티비의 조절에 따라 플라즈마의
방전 특성을 연구하였다. 대기압 플라즈마 방전 시 별
도의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소형 전원장치의 출력

펄스변조의 듀티비 변경에 따른 DBD 대기압 플라즈마 특성 연구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듀티비를 20 %, 40 %, 60 %
조정함으로써 플라즈마의 온, 오프 타임을 조정하였다. 플
라즈마 방전 시간에 따라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표
면온도를 측정하였다. 표면온도의 측정은 열화상 카메라
를 Ground 와의 거리를 300 mm 로 고정하여 일관된 측
정을 진행하였고, Ground(ITO glass)의 방사율( = 0.9)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듀티의 조정에 따라 온
도가 26도로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한, 펄스 변조 형식의 파워와 CW 형식의 파워를 시간
에 따라 표면온도를 측정 및 비교하여 표면온도의 변화
를 비교 하였다.듀티비를 이용한 온도의 조절은 본 연
구의 전원 공급 장치가 바이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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