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압 아르곤 라즈마 토치의 진동  회 온도 측정 연구                                                                    1895

기압 아르곤 라즈마 토치의 진동  

회 온도 측정 연구

논  문

60-10-14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Vibrational and Rotational Temperature Using 

the Atmospheric Ar Plasma Torch 

최  주*․장 문 국*․한 상 보**․박 재 윤† 

(Kwang-Ju Choi․Mun-Gug Jang․Sang-Bo Han․Jae-Youn Park)

Abstract - This work was carried out for the measurement of vibration and rotation temperature using the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f nitrogen second positive system in the small plasma torch. Among emissions N2 SP systems, 

the emission of N2 SP(0-0) was so strong. Emission peaks of SP system increased until the position of 12.5[mm] from 

the end of plasma torch, after that it decreased. However, vibration temperature decreased from 1540[K] to 1000[K] at 

the position of 12.5[mm]. In addition, rotational temperature was about 400[K] at the position of 10[mm] and it increased 

a little as much of 420[K] at 12.5[mm]. Consequently, the plasma torch discussed in this work is possible to apply in the 

surface treatment process under the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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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라즈마 기술은 반도체 제조에서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용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공정

에 있어서 박막 증착  합성, 미세가공 기술은 매우 요시

되고 있다. 한, 기압 라즈마 기술은 환경 유해물질의 

분해․제거, 세정, 살균, 표면처리, 그리고 메탄올 연료개질

과 같은 에 지 분야로도 활발히 응용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라즈마 발생법이나 새로운 반응기구의 해명을 한 연구

개발이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라즈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와 이온이 거시

으로 기  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서, 외부로부터

의 계  자계에 의해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특히, 라즈마 내부에는 외부로부터 인가된 

계에 의해 가속된 자가 성상태의 원자 는 분자와의 

탄성 는 비탄성 충돌에 의하여 입자에 에 지가 달되며, 

그 에서 비탄성 충돌에 의하여 원자 는 분자 내부의 

자들의 에 지 가 다른 높은 로 여기(Excitation)되

거나, 원자핵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온화(Ionization)된다. 즉, 

자의 운동에 지의 일부가 분자 내부의 치에 지 변화

를 야기시키고, 여기된 상태에서 다른 로 천이하면서 

 사이의 에 지 차이만큼 빛으로 방출하게 된다. 이 게 

방출된 빛을 측정함으로서 라즈마 내부의 여러 화학종의 

분포  내부 상태들을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즈마 로세스를 효율 으로 응용하기 해서는 라

즈마 공간내의 자 도, 자에 지 분포, 계강도, 진동온

도, 회 온도와 같은 라즈마 라메타들은 반드시 확립되

어야 하며, 그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즈마 진단법에는 Langmuir probe를 이용한 탐침법[1], 

이져 유기형 법[2-6], 시-분해 다이오드 이져 흡수법

[7-8]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분 진단법(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9-14]은 측정 장치계가 간단하며 계측

도 쉬울 뿐만 아니라 원리 으로 비 식이므로 측정 상

에  장해를 주지 않는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K. V. 

Kozlov는 기압 배리어 방 에서의 N2 발 에 한 시․

공간  분포로부터 상 인 자 도 산출  계강도에 

한 양  평가를 진행하 으며[7], P. Fauchais는 DC  

RF 라즈마 토치 구조  온도분포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15].  

본 연구에서는 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표면처리  반도

체 에칭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형 라즈마 토치 내부

의 주요한 화학종 분포  온도변화 특성을 논하 다. 그 

결과, 진동온도는 치에 따라서 1540[K]에서 1000[K]까지 

분포하 으며, 회 온도는 최  420[K]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라즈마 리액터를 이용하여 

상온 근처의 낮은 온도에서 표면처리를 효율 으로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라즈마 발 이론과 상 

라즈마의 발 상은 기체 원자 는 분자가 자와의 

충돌에 의하여 여기  리 상태로부터 낮은 로 천이

될 때, 내부 치에 지의 차를 빛으로 방출하는 상으로서 

방출된 스펙트럼은 기체의 원자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특유의 장분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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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N2 분자의 주요한 자  모식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특정 자 간의 천이에 의한 발  스펙트럼군

을 “시스템”이라 부르며, 상당히 많은 시스템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약 40종의 시스템이 보고되고 있지만,  

가시 선에 근 한 역에서 명확히 측정 가능한 시스템으

로는 아래의 ①, ②, ③에 해당되는 3개의 시스템이 존재하

며, 그 이외에 ④, ⑤ 시스템도 발 강도는 약하지만 측정가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N2 분자의 SP(Second Positive System, SP) 밴드 

스펙트럼은 기 방 의 분 분석에 자주 이용되며, SP 밴

드 스펙트럼은 N2의   →
  천이에 동반한 발 으로 

기  방 시 일반 으로 강한 발  상이 나타난다. 

① N2 Second Positive System 

   천이: 
 → 

  ( 장 역: 268～546[nm])

② N2 First Positive System 

   천이: 
 → 


  ( 장 역: 478～2,531[nm])

③ N2 First Negative System 

   천이: 
 

 → 
 

  ( 장 역: 286～287[nm])

④ N2 Gaydon-Herman Singlet System 

   천이: 


 →  
  ( 장 역: 222～367[nm])

⑤ N2 Meinel System 

  천이: 
 → 


  ( 장 역: 550～1,77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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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질소 분자 발 에 한 주요한 에 지   

Fig. 1 The major energy diagram for emissions of N2 

한, N2 가스는 분자이므로 각 시스템은 밴드 스펙트럼

을 나타내며, 분자가 밴드 스펙트럼을 방사하는 것은 각 

자 가 분자의 진동  회 에 의한 미세한 를 가지

기 때문이다. 결국, 각 자 는 다수의 진동 로 분해

가능하며, 각각의 진동 도 미세한 회 로 분해가능하

다. 

N2+ FN(First Negative System, FN) 밴드는 회 구조가 

완 히 분리되어 있어서 일반 분해능의 분 기를 이용하여 

볼츠만 분포로부터 회 온도를 산출할 수 있지만, FN 시스

템으로부터의 발 은 높은 압력  낮은 방 압에서는 거

의 측되지 않는다. 한, N2 SP 시스템은 회 구조가 완

히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높은 분해능의 분 기를 이용

해야만 된다. 따라서, N2 분자의 회 온도는 측정된 발 강

도를 이론 으로 계산된 스펙트럼에 피 시켜 회 온도를 

결정하고 있다. 

 3. 실험장치의 구성  분 분석 이론 

그림 2는 본 연구에서의 실험장치도  라즈마 리액터

를 간략하게 보인 것으로서, 리액터에 공 되는 가스는 

M.F.C (Mass Flow Controller)를 이용하여 Ar 가스 유량 

1[L/min]를 항상 일정하게 공 하 으며, 주 수20[kHz], 

6.5[kV] 이상의 고 압을 리액터에 인가하여 라즈마를 발

생시켰다. 라즈마 리액터는 그림 2(b)에서와 같이 내경  

외경이 각각 1[mm]  3[mm], 두께 1[mm], 길이 200[mm]

인 석 을 사용하 으며, 주입된 가스에 의해 라즈마가 

외부로 분출되는 토치와 유사한 형태이다. 즉, 본 연구에서

는 소형 라즈마 토치라고 명명하 다. 리액터 끝단으로부

터의 토치 각 부분의 발 을 측정하기 하여 슬릿

(5*1[mm](가로*세로))을 설치하고, 슬릿을 통과된 빛만이 

즈를 통하여  이버(19 bundles)에 집속되도록 구성하

으며, 이버를 통과한 빛은 모노크로메터

(Monochromator, Spectra-pro 2300i, 300g/mm gratings, 

500nm blaze)를 통하여 CCD(Charge Coupled Device, 설정 

온도:-40[℃])에서 측정되어 컴퓨터에 자동 으로 장되도

록 하 다. 장된 데이터는 Mathlab 로그래 을 이용하

여 라즈마 내부에 존재하는 활성종의 분포를 비롯하여 특

정 활성종을 상으로 회 온도  진동온도를 산출하 다. 

(a) 실험장치도

(b) 토치형 소형 리액터 구조

그림 2 실험장치도  라즈마 토치 구조 

Fig. 2 Experimental setup and the structure of the plasma 

t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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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라즈마 리액터의 방 특성 

주 수 20[kHz], 6.5[kV]의 고 압을 인가함에 의하여 내

부 극과 석  사이에서 방 이 개시되고, 주입된 Ar 가

스 압력에 의하여 리액터 하단부로부터 토치형태의 라즈

마가 사진 1과 같이 분출되었다. 

이때 리액터의 외부 극과 지측 사이에 항과 콘덴서

의 병렬회로를 구성하여 라즈마 리액터에서 소비된 력

을 측정하 다. 인가된 고 압( ) 측정은 고 압 로

(Tektronix, P6015A, 1000:1)를 사용하 으며, 병렬 콘덴서 

양단의 압()을 측정하여 리사쥬 도형법(Lissajous's 

Figure)에 의하여 아래의 식 (1)을 이용하여 소비 력을 산

출하 다. 

   ⋅⋅ 




      (1)

여기서, : 주 수 [Hz]

        : 콘덴서 정 용량 [F]

        : 리액터 인가 압 [V]

       : 방 류에 의한 콘덴서 충 압 [V]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콘덴서 용량은 0.47[μF]이며, 콘덴서 

충 압은 변 류와 항성 방 류 성분의 합으로서, 

라즈마를 형성시키는 방 류는 매우 빠른 펄스성 류

이며, 원주 수보다 빠른 수백 [kHz]에서 수십 [MHz]에 

이르기까지 매우 범 하게 분포한다. 

      

사진 1 라즈마 토치의 발   (인가 압: 6.5[kV]) 

Photo 1 Emission example of the plasma torch (Applied 

voltage: 6.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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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가 압  콘덴서 압 형 (인가 압: 6.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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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가 압  콘덴서 압 형 (인가 압: 10[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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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가 압과 소비 력과의 계 

그림 3 압 형  인가 압과 소비 력 계 

Fig. 3 Waveform of the applied voltage and the correlation 

with the consumption power

  

그림 3은 인가 압과 리액터 소비 력과의 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림 3(a), (b)에서와 같이 라즈마 공간 내부의 

방 에 따른 변 성분  항성분이 존재함에 의하여 콘덴

서 충 압이 인가 압보다 상이 약간 앞섬을 보이며, 인

가 압을 증가시킬수록 콘덴서 충 압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3(c)에서와 같이 약 6.5[kV](최 값)에서 

방 이 개시되었으며, 인가 압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소비

력이 선형 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

3.2 회 온도의 이론  계산법 

본 에서는 회 온도 계산을 한 이론  방법을 논하

고, 실제 실험에 있어서 분 계측을 통하여 측정된 스펙트럼

으로부터 진동온도에 계산결과에 하여 서술하 다. 

회  사이의 간격은 일반 으로 매우 작으므로  

분포는 거의 열평형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회 온도

와 가스분자의 병진온도(즉, 가스온도)는 거의 비슷하여 “가

스온도=회 온도”의 계가 성립된다. 

각 회 로부터의 발 스펙트럼의 강도를 측정함으로

서 회 상태의 수 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회  

사이의 천이에는 천이규칙에 따라서 상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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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래  회   ″와의 차 는 -1, 0, +1의 3가지가 
허용된다. 

회  J에 의존하는 분자수 N(J)는 열평형상태에서 회

온도 을 이용하여 다음식으로 표 된다. 

  


 


   (2)

여기서, N: 체 분자수, h: 랑크 상수, c: 속도, B: 회

 에 지에 한 분 정수 

본 연구에서는 Phillip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으

로부터 회 온도를 산출하 으며, Phillips 알고리즘은 진동 

스펙트럼이 2개 이상 겹쳐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온도산출

이 어려우므로, 그림 4에서와 같이 다른 진동 와 겹치지 

않는 374.0～382[nm] 역에 존재하는 N2 SP(0,2) 밴드 헤

드에 하여 이론 으로 계산하 다. 

측정결과를 이론  계산된 결과에 피 시켜 회 온도를 산

출하 다. 본 실험장치의 반치폭(Full width half maximum, 

FWHM)은 0.17[nm]로 악되었다. 

(a) SP(0,0) 시스템 (FWHM=0.05[nm])

(b) SP(0,0) 시스템 (FWHM=0.10[nm])

(c) SP(0,2) 시스템 (FWHM=0.17[nm])

그림 4 SP(0,0)  SP(0,2) 시스템의 회 온도  반치폭 변

화에 따른 이론  계산결과 

Fig. 4 Theoretical calculation results for the rotational 

temperature using SP(0,0) and SP(0,2)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emperature and 

FWHM

3.3 진동온도의 이론  계산법 

일반 으로, 진동온도는 회 온도와 값이 다르며, 실제의 

가스온도와도 다르다. 진동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N2 분자

의 SP 밴드에 해당되는  
 → 

   ( 장 역: 26

8～546[nm]) 천이에 있어서, SP(0,2), SP(1,3), SP(2,4), 

SP(3,5)를 이용하 으며, 주요한 상수값들을 표 1에 정리하

다. 

표    1  진동온도 측정을 한 상수값 

Table 1 Constants for the calculation of vibration temperature 

′ ″   [nm]   [  ]   [ ]

SP(0,2) 380.4 3.53(6) 26289.6

SP(1,3) 375.4 4.93(6) 26636.7

SP(2,4) 370.9 4.07(6) 26959.2

SP(3,5) 367.1 2.40(6) 27243.9

N2의 SP 밴드로부터 진동온도를 계산하기 해서는 각 

진동 스펙트럼의 밴드 헤드의 강도를 비교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으로서, N2 분자의 SP 밴드에 해당되는   의 

진동 분포식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 


         (3)

 단, ′
′




′
′ 

  

여기서,  ′는    ′   특정 의 수 도, 

  ′ ′는 
 의 체 도, ′는    ′   

의 진동에 지인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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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에 따른 밴드헤드의 강도를 ′″라 하면, 
′″∝′′″′″  가 성립된다. 여기서, ′″와 ′″는 

′→″  천이에 따른 자연방사계수와 수(=진동수)에 해당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온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  천
이에 따른 발 강도인 ′″  신에 자수 ′″(∝′″′″)
를 이용하여, D를 정수로 치하여 아래의 식 (4), (5)와 같

이 간략화 하 다. 

′″
′″

 



′
′ 


                (4)





′″
′″ 


′

′
                (5)

식 (5)를 이용하여 가로축 ′에 하여 로 하면, 그 

기울기로부터 ′인 진동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즉, ′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므로, 단  변환하면 

×   이며, ′  로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N2의 SP 밴드에 한 ′
는 0, 2869.6  5662로 계산되었다. 

(a) 측정 스펙트럼의  

(b) 진동온도 산출 

그림 5 진동온도 산출을 한 SP 스펙트럼  산출법

Fig. 5 The calculation method and SP spectrum for the 

calculation of the vibration temperature 

분석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측정된 스펙트럼의 

장을 SP(0,0), SP(0,1), SP(0,2) 천이에 해당되는 장 

337.0, 357.6, 380.4[nm]을 기 으로 보정하 으며, 그림 5(a)

에서와 같이 밴드헤드에 해당되는 SP(0,2), SP(1,3), SP(2,4) 

천이에 한 장 380.4, 375.4, 370.9[nm]으로부터 발 강도

(′″)를 도출한 후, 그림 5(b)에서와 같이 기울기로부터 진
동온도를 산출하 다. 

4. 실험결과  분석 

그림 6은 라즈마 리액터에 Ar 유량 1[L/min], 인가 압 

6.5[kV]일 때, 리액터 출구로부터 10[mm] 떨어진 지 에서

의 발 을 측정한 것으로서, 그림 6(a)에는 SP(1,0)에서 

SP(0,5)까지 많은 피크들이 존재하며, SP(0,0) 발 이 가장 

강함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6(b)에서와 같이 650[nm]에

서 780[nm]까지 Ar으로부터의 발 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리액터에 공 된 가스가 Ar 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6(a)

와 같이 N2 SP 밴드 피크들이 존재하는 것은 라즈마가 

리액터 출구로부터 분출될 때, 라즈마 의 자가 기 

의 질소 분자와의 충돌에 의하여 아래의 반응식 (1)～(6)

과 같은 반응들이 발생되기 때문이다[9]. 

반응식 (1), (3), (5)는 자충돌에 의해 여기  리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반응식 (1)에서와 같이 N2 (
 ) 로 

여기시키기 해서는 11[eV]의 높은 에 지가 필요하며, 

리되기 해서는 반응식 (5)와 같이 18.7[eV]의 큰 에 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6(a)에서와 같이 N2+ FN 

시스템이 측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반응식 (5)는 주로 발

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응식 (2), (4), (6)은 

여기  리된 상태에서 다른 로 천이되면서 빛이 발

됨을 의미한다. 

 

  

    →

  ′        (반응식 1)

  (  = 11.0 [eV])


  ′   →  

  ′′          (반응식 2)

  (= 337.1[nm], =40[ns]) 

  

    →

  ′        (반응식 3)

  (  = 11.8 [eV])


  ′   →  

  ′′          (반응식 4)

  (= 328.5[nm]) 

  

    →

 
 
 ′      (반응식 5)

  (  = 18.7 [eV])


 

 
 ′   →

 
 
 ′′        (반응식 6) 

  (= 391.5[nm], =60[ns])

  그림 7은 Ar 유량 1[L/min], 인가 압 6.5 [kV]일 때, 리

액터 출구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분  측정결과를 보인 것으

로서 330[nm]～390[nm] 역의 SP(0,0), SP(0,1), SP(0,2)의 

발 만을 확 한 것이다. 그림 7(c)에서와 같이 리액터 출구

인 0[mm]에서는 거의 SP 밴드 발 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출구로부터 12.5[mm] 떨어진 지 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리액터 출구 부근인 5[mm] 

이내에서 SP 발 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 다소 떨어진 

12.5[mm] 지 에서 강한 것은 리액터 출구의 빠른 Ar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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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속에 의하여 출구부근에서 여기된 질소분자들의 확산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a) 200-500[nm] 역의 측정결과

(b) 500-780[nm] 역의 측정결과

그림 6 발  스펙트럼의 분포

Fig. 6 Distribution of the optical emission spectrum

 

(a) 치 20 ～ 10[mm] 

(b) 치 7.5 ～ 0[mm] 

(c) 치별 SP 밴드 발 피크 변화 

그림 7 치에 따른 330-390[nm] 역의 측정결과  SP 

시스템의 발 피크 변화 

Fig. 7 The measurement results in the region of 330- 

390[nm] and the change of emissions from S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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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치에 따른 진동온도 변화

Fig. 8 The change of vibration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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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 온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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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치별 회 온도 변화 

그림 9 치에 따른 회 온도 변화 

Fig. 9 The change of the rotational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position 

그림 8은 라즈마 토치가 분출되는 치에 따른 SP 밴

드의 진동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출구 0[mm]에서 

5[mm]까지  12.5[mm]에서 20[mm] 사이에서는 SP(2,4) 

밴드의 발  피크가 노이즈 신호의 크기와 비슷하여 진동온

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다. 

동일한 실험 조건인 그림 7(c)에서는 SP 밴드 피크들이 

리액터 출구에서 12.5[mm]까지 증가되었지만, 오히려 진동

온도는 1540[K]에서 약 1000[K]까지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이것은 리액터 출구부분에서 자와 질소분자의 충돌에 

의하여 질소분자가 여기상태로 쉽게 천이되지만, 일정 거리 

떨어진 지 에서는 여기확률이 매우 감소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그림 9(a)는 N2 SP(0,2) 밴드를 이용하여 이론 으로 계

산된 스펙트럼에 피 시켜 회 온도를 산출한 를 보인 것

으로서, 회 온도는 약 550[K]를 보 다. 그림 9(b)에 있어

서, 출구 부근에서는 N2 SP(0,2) 밴드의 발  강도가 약하여 

회 온도를 산출할 수 없었지만, 리액터 출구 하단에서 

7.5[mm]  10[mm] 떨어진 지 에서 약 400[K], 그리고 

12.5[mm]에서 약 420[K]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감소되는 경

향을 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한 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온에서 효율 인 표면처리 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형 라즈마 토치에 한 분 분석법을 

실시하여 치에 따른 진동  회 온도 변화를 조사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라즈마가 리액터 출구로부터 분출될 때, 라즈마 

의 자가 기 의 질소 분자와의 충돌에 의하여 주

로 질소분자를 여기시키고, 리액터 출구로부터 10[mm] 

떨어진 지 에서 N2의 여러 SP 시스템 에서도 

SP(0,0) 발 이 가장 강함을 보 다. 

(2) 리액터 출구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SP 밴드 피크들이 

12.5[mm]까지 증가되었지만, 진동온도는 오히려 1540[K]

에서 약 1000[K]까지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3) 회 온도는 리액터 출구 하단에서 7.5[mm]  10[mm] 

떨어진 지 에서는 약 400[K], 12.5[mm]에서는 약간 상

승하여 약 420[K]을 보 으며, 그 이후부터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형 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표면처리에 따른 분  분석  표면처리 결과

를 으로 분석함으로서, 고분자 표면의 친수성 

는 소수성 처리, 여러 제품 표면에 잔존하는 휘발성 유

기화합물 제거, 고분자 물질의 표면특성 제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용될 수 있도록 응용연구를 추진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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