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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터용 플라즈마 전원장치의 아크방지를 위한 
에너지 회생회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nergy Recovery Circuit in Sputtering Plasma Power supply 
for arc Discharge Prevention

반 정 *․한 희 민**․김  석†  

(Jung-Hyun Ban․Hee-Min Han․Joohn-Sheok Kim)

Abstract  -  Recently,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cells including the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ies, thin film deposition process is being diversified. Furthermore, to deal with trend of making high-quality and 

fast, the high-capacity and output plasma power supply which can control high density plasma is required. The biggest 

problem is arc discharge caused by using high voltage power supply. Thus, the key function of plasma power supply is 

to prevent arc discharge and there is a need to maintain the possible minimum arc energy. In DC sputtering power 

supply, on a periodic basis (-)voltage powering up is able to significantly reduce arcing, as well as arc discharge 

prevention, and maintaining uniform charge density. This conventional method for powering up (-)voltage requires heavy 

mutual inductance of the transformer to avoid distortion problem of the output voltage. This study is about energy 

recovery circuit for arc discharge prevention in sputtering plasma power supply. By using energy recovery circui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mutual inductance and size of the transformer dramatically, prevent distortion of the output voltage 

and has a stable output waveform. This work was proved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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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반도체  디스 이 분야를 포함하여 태양 지와 

같은 신재생 에 지 분야에서 박막증착 공정이 다양화되고 

박막의 고품질화와 고속화 추세에 응하기 해서 고 도

의 라즈마 제어가 가능한 용량의 고출력 라즈마 원

장치 개발이 요구된다.

스퍼터링은(sputtering)은 진공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표 인 물리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기술의 

하나이며 재 성이 우수하며 사용이 편리하여 그 응용이 

차 확 되고 있다.

코  공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압의 라즈마 

발생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아크 상이라 할 수 있

다. 라즈마 스퍼터 시스템에서 아크가 발생할 경우 부하 

측으로 과도한 아크에 지가 가되며, 아크에 지가 클 경

우 불필요한 불순물(Particle)을 발생시켜서 피코 물(Substrate)

에 증착됨으로써 박막제품의 불량을 발생시킨다.

특히, DC스퍼터링에서는 고 압 인가에 따른 코 물에 

한 과충  문제가 있으며, 이는 아크방 으로 이행될 가능

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기존의 DC스퍼터링 원장

치에서는 일정 주기마다 (-) 압을 인가함으로써 과충 된 

하를 회수하여 아크 상을 히 감소시킬 뿐 아니라 아

크를 미연에 방하며 라즈마 내에서의 균일한 충  도

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2][3].

(-) 압 인가를 한 한 가지 방식으로는 트랜스포머를 

원단과 부하단 사이에 연결하여 스 칭 소자의 작용으로 

비교  간단하게 (-) 압을 인가하는 방식이 리 알려져 

있다. 이 방식은 비교  구조가 간단하고 효과 으로 (-)

압을 부하에 인가할 수 있기 때문에 DC 스퍼터 원 장치

분야에서 큰 장 이 있기에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방

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1][4]. 그러나 이 방식은 (-) 원을 

인가하기 해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므로 자속편자 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한쪽 방향으로만 축 된 상호 인덕턴스의 

에 지를 소모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호 

인덕턴스를 크게 해서 에 지의 축 을 억제하도록 구성해

야하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 압 인가회로

를 기 으로 에 지회생장치를 이용하여 아주 작은 상호 인

덕턴스를 갖더라도 출력 압의 변동이 거의 없이 안정 인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퍼터용 라즈마 

원장치에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 기존  제안된 원장치에 한 연구

2.1. 기존 원장치 동작 특성

다음 그림 1에는 (-) 압 인가를 한 표 인 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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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스 치가 온(on)되면 그림과 같이 

에 지의 흐름이 발생하여 부하여 (-) 압이 인가된다. 이때

(-) 압의 크기는 DC 압의 약 20%정도의 크기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기존 원장치의 스 치 온(on)시 등가회로. 

Fig.  1 Equivalent circuit of the conventional power supply at 

the switch-on state.

그림 2는 스 치 오 (off)시 기존 원장치의 동작을 나

타낸다. DC스퍼터링과 같은 방법으로 DC 원 압이 부하

에 직  달된다.

그림 2 기존 원장치의 스 치 오 (off)시 등가회로

Fig. 2 Equivalent circuit of the conventional power supply at 

the switch-off state.

2.1.1.  기존 원장치 스 치 동작단계 해석

(1) 류 상승구간 :  

그림 3은 기존 원장치의 동작단계별 각부의 압  

류 형을 나타내고 있다. 체주기 에 하여 스 치가 온

(on)되는    구간동안 기존 원장치의 등가회로는 그림 1

과 같다. 트랜스포머 1차측 압 은 입력 압   가 되

고, 자화 인덕터 은 변압기와 병렬 연결된 상태이므로 자

화 인덕터 류 은 다음의 기울기로 증가한다. 




 


   (1)

즉, 스 치가 온(on)되는 구간 동안 자화 인덕터 류   

은 최소 min에서 최  max로 증가한다. 식(1)에서  구간 
동안 자화 인덕터 류 의 상승분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기존 원장치의 동작단계별 각부 압과 류 형

Fig. 3 Voltage and current waveforms of conventional 

power supply.

max min  


∙     (2)

스 치가 온(on)되는 구간 동안 스 치 류 은  최소 

min에서 최  max 로 증가한다. 는 2차측 권선에서 
출력단에 (-) 압을 인가하는 류로 다음과 같다.

 


  (     )   (3)

한, 스 치 온(on)구간 동안 부하단 출력 압은 

  압이 인가된다. 

(2) 류 하강구간 :  

스 치가 오 (off)되는    구간 동안 기존 원장치의 

등가회로는 그림 2와 같다. 자화 인덕터 류 은 변압기

의 2차 권선을 거쳐 출력단으로 달된다. 트랜스포머 2차

측 압 는   (     )가 되므로 류 하강

구간 동안 자화 인덕터의 류 은 다음과 같이 된다.

 







  (4)

스 치 오 (off)구간 동안의 출력 압  는 다음과 같다.

         (5)

는 식(4) 류하강 구간 동안의 자화 류 에 의한 

압 상승분이다.

그림 3의 자화 인덕터 류   의 증가로 출력측 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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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 불가피하며, 압상승은 스 치 온/오 (on/off)시 역기

력을 발생하여 원의 괴 는 스 치에 큰 스트 스를 

가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트랜스포머의 상

호인덕턴스가 충분히 커야하며 이 경우 원장치의 크기  

무게가 크게 증가하는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2.2.  제안한 원장치 동작 단계별 특성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인덕턴스  사이즈를 획기

으로 이기 해 트랜스포머에 축 된 자기에 지를 원

에 반환하는 형태의 새로운 DC 스퍼터 원장치를 제안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3차 권선과 다이오드, 그리고 추가 

원을 사용하여 스 치 온(on)시 축 된 자기에 지를 스

치 오 (off)시 부하 단이 아닌 3차 권선을 통해 감소시키며, 

회생회로의 추가 원 로 압상승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 제안한 원장치의 스 치 온(on)시 등가회로

Fig. 4 Equivalent circuit of the proposed power supply at 

the switch-on state.

그림 4는 제안한 원장치의 스 치 온(on)시 동작을 나

타낸다. 기존 원장치와 같은 동작특성을 가지며, 1차측과 

2차측의 권선비에 의해 (-) 압의 크기를 결정한다. (-) 압

의 크기는 DC 원의 약 20% 정도로 1차 측과 2차 측의 권

선비는 5 : 1 로 설계한다.  스 치 온(on)구간 동안은 기존 

원장치와 같은 동작특성을 보인다. 3차 권선에 인가되는 

류는 다이오드에 의해 도통되지 못한다.

그림 5 제안한 원장치의 스 치 오 (off)시 등가회로

Fig. 5 Equivalent circuit of the proposed power supply at 

the switch-off state.

그림 5는 제안한 원장치의 스 치 오 (off)일 때의 동

작을 나타낸다. DC 원(  )이 직  부하단으로 출력되며, 

스 치 온(on)구간 동안 자화 인덕턴스에 의해 증가한 류 

상승분은 3차 측에서 소비되도록 한다.

류가 다이오드를 통해 도통되고 있을 동안 3차 권선의 

압 ()은 회생회로의 추가 원( )의 (-) 압인   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2.2.1 제안한 원장치 스 치 동작단계 해석

그림 6 제안한 원장치의 동작단계별 각부 압과 류 형

Fig. 6 Voltage and current waveforms of the proposed 

power supply.

(1) 류 상승구간 :  

그림 6은 제안한 원장치의 동작단계별 각부의 압  

류 형을 나태고 있다. 체주기 에 하여 스 치가 온

(on)되는   구간동안 제안한 원장치의 등가회로는 그림 

4와 같다. 이것은 기존 원장의 것과 동일하다. 트랜스포머 

1차측 압 은 입력 압   가 되고, 자화 인덕터 은 

변압기와 병렬 연결된 상태이므로 자화 인덕터 류 은 

식(1)로 써 기존 원장치와 같은 기울기로 증가한다. 

스 치가 온(on)되는 구간 동안 자화 인덕터 류   과 

스 치 류 은 기존 원장치와 동일하며 각각 식(2), 

식(3)에서 구할 수 있다. 한, 스 치 온(on)구간 동안 부하

단 출력 압은       압이 인가됨으로 

기존 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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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권선에 인가된 류는 다이오드에 의해 도통되지 못

하며, 3차권선 압 에는       가 인가된다.

(2) 류 하강구간 :  

스 치가 오 (off)되는    구간 동안 기존 원장치의 

등가회로는 그림 5와 같다. 자화 인덕터 류   은 3차측 

회생회로 다이오드를 통해 소비된다. 류 하강구간 동안 

자화 인덕터의 류   은  다음과 같이 된다. 




 


   (6)

자화 인덕터 류   은 3차측 류 max로 환산되어 
회생회로 다이오드를 통해 소비될 때, 3차 권선의 압 

는 그림 6에서와 같이 회생회로의 추자 원의 역 압인 

  이 인가된다. 

스 치가 오 (off)되는    구간 동안 3차 권선의 압 

가   이 되므로 출력 압의 상승분 는 다음과 

같다.

  


 


    (7)

단,           

 

이며, 이 때 부하측에 인가되는 최종 출력 압은 

        (8)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User)가 DC 원 와 압상승분 를 

히 설계하면 출력 압의 제어가 가능함을 뜻한다.

3. 시뮬 이션 비교 분석

3.1 기존 원장치 시뮬 이션

제안된 에 지 회생회로의 동작 특성을 알아 보기 해

Psim 툴을 사용한 시뮬 이션 분석을 수행 하 다.

그림 7 기존 원장치 시뮬 이션 회로도

Fig. 7 Schematic of the conventional power supply for  

simulation work.

그림 7은 기존 원장치의 시뮬 이션 회로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표 1과 같은 조건과 라미터를 이용하여 기

존 원장치의 동작상황을 시뮬 이션 하 다.

표   1  기존 원장치 시뮬 이션 조건  라미터 

Table 1 Conditions and Parameters of the conventional 

power supply simulation 

Parameter Value

DC 원 (  ) 800 [  ]

스 칭 주 수 350 [KHz]

 주기 (   ) 의 20%

트랜스포머 인덕턴스 50 []

트랜스포머 권선수
1차 10 turn

2차 2 turn

부하단 항 128  (5kW)

기존의 원 장치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인덕턱스를 50  

로 설정하면 상호 인덕턴스에 축 된 에 지로 인하여 출력

압과 류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인덕턴스의 에 지 축  작용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수   정도의 상호 인덕턴스를 가지는 트랜스포머를 사용

해야 하며, 이는 매우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림 8 5kW  기존 원장치의 출력 류와 압 결과 형

(50)

Fig. 8 Output current and voltage waveforms of the 

conventional 5kW  power supply on simulation work.

3.2 제안한 원장치 시뮬 이션

그림 9는 제안한 원장치의 시뮬 이션 회로도를 나타내

고 있다. 모든 조건은 기존 원 장치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트랜스포머에 5 turn의 3차 권선을 감고 이를 이용하여 제

안된 에 지 회생회로를 추가 구성하 다. 회생회로 측에는 

에 지 회생을 한 100V 압원을 추가하 으며 다이오드

의 동작으로 인해 반환되는 에 지만을 흡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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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안한 원장치 시뮬 이션 회로도

Fig. 9 Schematic of the proposed power supply for 

simulation work.

그림 10 5kW  제안한 원장치의 출력 류와 압 결과

형(50)

Fig. 10 Output current and voltage waveforms of the 

proposed 5kW power supply on simulation work.

그림 10은 제안한 원장치에 한 시뮬 이션 결과 형

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원장치 시뮬 이션 결과 형 보

다 안정한 출력과 낮은 압상승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원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트랜스포머의 크기와 

인덕턴스를 획기 으로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실험 장치 구성  결과

4.1 실험 회로도 구성

그림 11 제안한 원장치 실험 회로 구성도

Fig. 11 Circuit schematic diagram of the proposed power 

supply for experimental work.

제안된 펄스 원용 에 지 회생장치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해 실험실 수 의 간이 실험장치를 구성하 다. 산업 장

에서 사용되는 실제 원장치는 5kW  800V 펄스 원장치

이나 실험실 수 에서 구 의 난이도가 있어 800W/150V  

축소모델로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11은 실험실에서 구

된 실험 장치의 구성도이다. 에 지 회생부의 경우  DC 주

원으로 반환하기 한 DC/DC 력장치가 필요하지만 간

이 실험의 목 상 간단한 원장치를 이용하여 항으로 소

비되도록 구성하 다. 실험에 사용된 스 칭 소자는 IXYS

사의 고속 IGBT를 사용하 으며 트랜스포머는 TDK사의 

N87재질 페라이트코어에 리쯔와이어를 감아서 구성하 다. 

스 칭 주 수는 250kHz를 사용하 으며 TMS320F28335의 

내장 ePWM기능을 이용하여 PWM로직을 구 하 다. 그림

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회로에는 고속 스 칭으로 

인한 서지 압으로부터 스 칭 소자를 보호할 목 으로 스

버 회로가 IGBT양단에 추가되었다. 

다음의 표 2에는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라메터 일람이 

요약되어 있다. 

표   2  실험용 원장치 라미터 

Table 2 Parameters of the experimental power supply 

Parameter
Value

제안한 원장치 기존 원장치

DC입력 원 150 [V]

DC출력 원(  ) 170 [V]

회생회로 추가 원( ) 13 [  ] ∙

스 칭 주 수 250 [KHz]

 주기 (   ) 의 20%

트랜스포머 인덕턴스 50 []

트랜스포머 권선비
1차 2차 3차 1차 2차

10 2 5 10 2

부하단 항 30

4.2 실험 결과 

실험실에서 구성된 실험장치를 이용한 실험이 진행되었

다. 먼  그림 12는 기존 원장치와 동일하게 에 지 회생

회로가 없는 경우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품의 부피

를 이고 무게를 작게 하기 해 상호인덕턴스가 매우 작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뮬 이션 결과와 거의 유사

하게 출력 압의 리 이 크게 나타나서 출력 압의 평균 압

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에는 제안된 에 지 회생장치가 부착된 펄스 원

장치의 실험 형이 도시되어 있다. 에 지 회생장치가 없는 

경우에 비해 출력 압이 거의 평탄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트랜스포머의 설인덕턴스 성분의 작용으로 인해 스 치가 

꺼지는(off) 순간 회생회로가 동작하기 까지 약간의 오버슈

트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향후 환형(toroidal) 코어를 

사용하고 권선을 보다 착시키는 공법으로 트랜스포머의 

설 성분을 억제하면 형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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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존 원장치의 출력 압(50V/div), 류(5A/div) 실

험 형

Fig. 12 Experimental Output Voltage(50V/Div) and Current 

(5A/div) waveforms of the conventional power 

supply.

그림 13 제안된 원장치의 출력 압(50V/div), 류(5A/div) 

실험 형

Fig. 13 Experimental Output Voltage(50V/Div) and Current 

(5A/div) waveforms of the proposed power supply.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퍼터용 펄스 원장치의 아크방지를 

한 에 지 회생회로에 하여 연구하 다. 회생회로를 이용

함으로써 트랜스포머의 인덕턴스  사이즈를 크게 이면

서 출력 압의 왜곡을 막고 안정된 출력 형을 얻을 수 있다.

기존 원장치와 제안한 원장치의 시뮬 이션을 통해 

두 원장치를 비교 분석 하 으며, 실험실 수 의 실험을 

통해 실제 구 이 가능함을 입증하 다. 

향후 연구로는 회생용 원부를 주 DC 원과 유기 으로 

연결하여 회로를 보다 간단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제안한 원장치의 제품화가 이루어진다면 

코   련 분야의 발 과 유  산업의 국가 경제력 제고

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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