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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연전극 기반의 대기압 부유전극 유전체 장벽 방전 (floating electrode-dielectric barrier discharge, FE-DBD) 시스

템을 개발하여 플라즈마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연한 파워전극(powered electrode)을 구성하는 유연유전체로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polydiemethylsiloxane (PDMS),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를 발생하였을 때 플라즈마의 광학적 세기와 전자온도는 파워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전압이

일정할 때는 PTFE < PDMS < PET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유전체의 종류와 전압에 따른 축전용량의 변화로 설명

할 수 있었고, 유연전극 기반의 대기압 FE-DBD 플라즈마의 특성은 유연한 파워전극을 구성하는 유전체와 파워전극에

인가되는 전압을 변화함으로써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연전극 대기압 FE-DBD 시스템은 피부 곡면을 따라 플

라즈마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플라즈마 메디신(plasma medicine)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An atmospheric pressure floating electrode-dielectric barrier discharge (FE-DBD) system having flexible

electrodes was developed and its plasma characteristics was investigated.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polydiemeth-

ylsiloxane (PDMS), and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were used as flexible dielectrics for flexible powered-elec-

trodes. The optical intensity and electron temperature of the atmospheric pressure FE-DBD plasma increased with the

voltage applied to the powered electrode, and increased in the order of PTFE < PDMS < PET at a fixed voltage. This

behavior was explained in terms of the change in the capacitance of the flexible dielectrics with the dielectric type and

voltage, implying that the plasma characteristics of an atmospheric pressure FE-DBD having flexible electrodes can be

controlled by modulating the flexible dielectrics for the flexible powered-electrode and the voltage applied to the pow-

ered electrode. Because an atmospheric pressure FE-DBD system can generate a plasma along the curvature of skins, it

is expected to have useful applications in plasma medicine.

Key words: Atmospheric pressure floating electrode-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 Flexible electrode, Dielectrics,

Plasma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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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플라즈마(plasma)는 부분적으로 이온화된 기체로 정의되며 전자

(electron), 이온(ion), 아직 이온화되지 않은 중성입자로 구성된다.

플라즈마는 발생되는 압력에 따라 저압 플라즈마와 대기압 플라즈마로

나뉘어진다. 저압 플라즈마는 반도체소자,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소자, 광소자와 같은 다양한 소자제조공정에서 고종횡비

(high aspect ratio) 구조물을 얻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1-6]. 저

압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발생이 용이하고 안정적인 반면 진공시스

템의 사용이 필수적이어서 장비구축이 고가이고 복잡하다. 대기압

플라즈마는 진공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시스템 구축이 저렴하며 연

속공정이 가능하여 공정처리속도가 빨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되고 있다.

최근에 대기압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활성종인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과 활성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

RNS)을 지혈, 살균, 상처치료 등에 적용하는 시도가 보고되면서 대

기압 플라즈마를 생물학 또는 의학에 이용하는 소위 플라즈마 메디

신(plasma medicine) 분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7-11].

ROS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위 물질들과 쉽게 반응하여 안정된

상태를 이루려는 특징이 있어 세포의 지질,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

분자를 손상 및 파괴하여 살균과 소독에 효과적이다[10]. RNS는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사이토카인(cytokine)의 합성과 섬유아세

포(fibrioblast)의 증식을 촉진하여 상처 치유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대기압 플라즈마를 플라즈마 메디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플라

즈마 발생시 생체 조직에 열 손상을 주지 않아 인체 표면에 직접 노

출될 수 있는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이어야 한다. 플라즈마 메디신에

사용되는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로는 플라즈마 제트(plasma jet)와

유전체 장벽 방전(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플라즈마가 대

표적이다. 

플라즈마 제트[12-14]는 노즐(nozzle)이 달린 반응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기체를 주입하여 축전결합(capacitively coupled) 방식으로

플라즈마를 발생하여 분사하는 방식의 플라즈마이다. 플라즈마 제

트는 다양한 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 플라즈마의 화학적 변화를 조

절할 수 있고, 노즐을 통해 기체가 방출되기 때문에 활성종의 플럭

스(flux)가 높다. 그러나 플라즈마가 분사되는 영역이 수 mm 정도

여서 처리 영역이 매우 좁고 다량의 외부 가스가 사용되어야 한다. 

DBD 방식[14-17]은 두 개의 전극과 유전체로 구성된 단순한 구

조이다. DBD의 한 쪽 전극에 교류(alternating current, AC) 또는

펄스(pulse) 형태의 파워를 인가하면 전극을 감싸고 있는 유전체에

전하(charge)가 축적되고 이 후 전극의 극성이 바뀌면 유전체에 축

적되었던 전하가 방출되면서 전극 사이에 플라즈마가 형성된다. 특히

DBD는 파워를 인가하지 않은 접지전극을 인체 피부로 대체하여도

플라즈마가 발생하며 이를 부유전극 DBD (floating electrode-

DBD, FE-DBD)[18-20]라고 한다. FE-DBD는 대기 중의 공기로도

방전이 가능하여 외부가스 주입 없이 피부 표면에서 플라즈마가 발

생하고 플라즈마 발생 면적도 플라즈마 제트에 비해서 월등히 넓다.

인체 피부의 멸균과 상처 치료에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수 mm 정도의 국소 면적이 아닌 비교적 넓은 면적에서 플라

즈마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DBD 플라즈마가 효과적이다. 또

한, 다양한 곡면을 지닌 인체 피부의 효과적인 멸균 및 상처 치료를

위해서는 DBD 전극과 인체 피부가 최대한 접촉이 잘 되도록 유연

전극(flexible electrode)을 이용한 DBD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DBD의 플라즈마 메디신 응용에서 유연전극을 이

용한 DBD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살균 및 상처치료를 위해 피부 곡면을

따라 플라즈마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연전극 기반의 대기압 DBD

플라즈마 시스템을 개발였고, 유연전극을 구성하는 유전체의 종류

에 따른 플라즈마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기압 DBD 시스템은 FE-

DBD 방식이 되도록 제작하여 플라즈마가 피부에 직접 노출되도록

하였다. 플라즈마 특성으로 RNS와 ROS의 광학적 세기를 비교하

였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온도(electron temperature)도 추산하여 서

로 비교하였다. 

2. 실 험

Fig. 1(a)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연전극 기반의 대기압 FE-

DBD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FE-DBD는 파워가 인가되는 파워전극

(powered electrode)과 피부로 대체된 부유전극(floating electrode)

으로 구성되었다. 이 때 피부는 인체 피부와 매우 흡사한 돼지 피부가

사용되었다. 파워전극은 부유전극의 모양에 따라 구부러질 수 있는

유연전극(flexible electrode)이 되도록 유연커버(flexible cover), 금속

포일(foil), 유연유전체(flexible dielectric) 순서로 적층된 구조로 되

어 있으며, 이 전극의 면적은 50 × 50 mm2 였다. 유연커버는 파워

전극에 외부 전원이 공급될 때 플라즈마가 부유전극 쪽으로 발생하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5 mm 두께의 유연한 polydiemethylsiloxane (PDMS)를 사용하였다.

금속은 전도성이 우수한 구리(Cu)를 사용하였으며 두께가 0.08

mm인 호일로서 잘 구부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유연유전체는 플라

즈마가 발생될 때 아크(arc)로의 전이를 억제하고 분극현상을 통해

글로우 방전(glow discharge)이 되도록 사용되었고, 유연성을 유지

Fig. 1. (a) Schematic of the atmospheric pressure FE-DBD system

having a flexible electrode. (b) Photograph of the FE-DBD

plasma operating in room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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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고분자를 사용하였다. 유연유전체의 종류에 따른 플라즈마

특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0.1 mm 두께의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DMS를 각각 유연유전

체로 사용하였고, 이를 구리 필름 상부에 부착하였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한 파워 제너레이터(power generator)는

금속 호일에 연결하였으며, 25 kHz의 AC 소스를 이용하여 전압을

6~15 kV까지 조절하였다. 전압은 고전압 프로브(high voltage

probe)가 장착된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Tektronix, TDS3034)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1(b)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연전극 기반의 대기압 FE-

DBD 장치를 이용하여 발생한 플라즈마의 실제 사진이다. 부유전극

의 구부러진 면을 따라 파워전극도 잘 구부러졌고 두 전극 사이에 균

일한 플라즈마가 발생되었음을 볼 수 있다.

플라즈마는 별도의 가스를 주입하지 않고 대기 중의 공기만을 이

용하여 방전하였다. 유연한 파워전극과 피부 사이에서 발생되는 플

라즈마의 광학적 세기 및 라디칼(radical)의 상대적 크기는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OES, GetSpec, 2048TEC)를 사용하여 얻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대기압 FE-DBD의 파워전극을 구성하는 유연유전체가

각각 PTFE, PDMS, PET 일 때 파워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에 따른

플라즈마의 OES 스펙트럼이다. 기체를 따로 주입하지 않고 대기

중에서 발생된 플라즈마는 300 nm와 450 nm 사이의 파장에서 질소

라디칼(radical) 피크(peak)가 나타나며 777 nm와 845 nm 사이의

파장에서 산소 라디칼 피크가 나타났다[21,22]. 산소 기체를 따로

주입하지 않고 플라즈마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바닥상태(ground

state)에서 흥분상태(excited state)로의 전이에너지가 더 낮은 질소

가 산소보다 더 많은 라디칼을 생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OES

스펙트럼에서 질소 피크의 세기가 산소 피크의 세기보다 컸다. 3가지

유연유전체(PTFE, PDMS, PET) 모두 전압이 증가할수록 OES 스

펙트럼의 피크 세기가 증가하였다. 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관찰하

기 위하여 여러 유연유전체를 사용했을 때 질소 라디칼이 나타나는

파장에서 전압에 따른 OES 스펙트럼의 피크 세기를 비교하였다.

Fig. 3은 Fig. 2의 OES 스펙트럼에서 가장 세기가 큰 질소 피크

인 359 nm 파장의 피크 세기를 전압과 유연유전체의 종류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유연유전체로 PTFE, PDMS, PET를 사용했을

때 모두 파워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피크 세기가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압이 일정할 때 피크 세기는

PTFE < PDMS < PET 순으로 커졌다. DBD 시스템에서 플라즈마

세기는 유전체의 축전용량(capacitance)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으

며[18,23], 유전체의 축전용량은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1)

여기서 e
0
는 진공의 유전율(permittivity)로 8.85 × 10-12 F/m이고 k는

유전체의 유전상수(dielectric constant)이다. A와 t는 유전체의 면적과

두께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 2500 mm2와 0.1 mm였다. PTFE, PDMS,

PET의 유전상수는 각각 2.1, 2.5, 3.3 이며, 이를 통해 계산된 PTFE,

PDMS, PET의 축전용량은 각각 465, 553, 730 pF 이었다. 따라서

전압이 일정할 때 FE-DBD 플라즈마의 OES 스펙트럼 피크 세기는

파워전극을 구성하는 유연유전체의 축전용량이 클수록 강했으며, 축

전용량이 가장 큰 PET에서 피크의 세기가 가장 컸다. 

DBD 플라즈마 시스템에서 외부 전원이 파워전극에 인가되면 파

워전극을 구성하는 유전체의 분극현상에 의해 유전체 표면에 전자

가 축적되고 음(negative) 전위가 형성된다. 이러한 현상은 메모리

전압(memory voltage)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유전체의 축전용량이

클수록 표면에 축적되는 전자의 양이 증가한다[24]. 표면에 축적된

전자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기장에서 가

C ε
0
k

A

t
----=

Fig. 2. OES spectra of the atmospheric pressure FE-DBD plasmas having flexible dielectrics of (a) PTFE, (b) PDMS, and (c) PET. The volt-

age applied to the powered electrode was varied from 6 to 15 kV.

Fig. 3. Optical intensity of the atmospheric pressure FE-DBD plasma

as a function of voltage applied to the powered electrode. The

flexible dielectrics for the powered electrode were PTFE,

PDMS, and PE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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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어 대기 중의 기체와 충돌하고 충돌한 기체가 여기, 해리, 이온

화되어 플라즈마가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연전극 기반의 대기압 FE-DBD에서 발생된

플라즈마는 파워전극을 구성하는 유연유전체의 종류와 파워전극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플라즈마 세기가 달라졌고 이는 각 경우에서

전자 에너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에너지는

전자온도(electron temperature)로 나타내며, 전자온도가 클수록 기

체 분자 혹은 원자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기체의 해리

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활성종의 생성이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25,26]. 저압 플라즈마에서는 일반적으로 랭뮤어 탐침(Langmuir

probe)을 이용하여 전자온도를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대기압 플라

즈마에서는 입자간 충돌수가 많기 때문에 랭뮤어 탐침을 이용한 전

자온도 측정은 불가능하다[27]. 대기압 플라즈마에서는 탐침을 이

용한 직접적인 측정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자온도를 계산하

는데, Boltzmann plot 방법이 대표적이다. Boltzmann plot 방법은

분광학적 측정법을 이용한 전자온도 계산 방법으로, 플라즈마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중 비교적 큰 에너지 차이를 갖는 둘 이상

의 스펙트럼의 상대적 세기를 이용하여 전자온도를 계산하는 방법

이다[27,28]. 즉, 플라즈마에서 여기되어 상위 에너지 준위로부터

하위 에너지 준위로 전이되어 방출하는 빛의 파장과 세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광학적 측정법으로 전자온도를 계산하기 위한 Boltzmann

plot은 식 (2)를 통해 얻는다.

(2)

여기서 λki와 Iki는 각각 상위 에너지 준위 k에서 하위 에너지 준위 i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과 세기이다. Aki는 에너지 준위 k에서

에너지 준위 i로 전이될 때 전이 확률(transition probability), gk는 에

너지 준위 k에서의 통계 가중치(statistical weight)이다. 전이 확률 Aki와

통계 가중치 gk는 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29,30]. Ek는

여기된 상위 에너지 준위, k는 볼츠만 상수(1.38 × 10-23 J/K), T
e
는

전자온도, c는 상수이다.

Fig. 4는 대기압 FE-DBD의 파워전극을 구성하는 유연유전체가

각각 PTFE, PDMS, PET 일 때 여러 전압에서 발생한 플라즈마의

Boltzmann plot이다. Boltzmann plot은 FE-DBD 플라즈마의 OES

스펙트럼에서 질소에 해당하는 317.7, 340.8, 345.1, 359.4, 367.6,

377.6, 383.0, 393.0, 397.7, 404.7, 431.9, 441.3 nm 파장의 피크를

분리하여 식 (2)로 계산하여 얻었다. Fig. 4의 추세선의 기울기로부터

전자온도를 얻을 수 있는데, 모든 추세선의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는 0.92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Fig. 5는 대기압 FE-DBD 파워전극의 유연유전체를 달리 하였을

때 파워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에 따른 플라즈마의 전자온도를 나타

낸다. 3가지 유연유전체(PTFE, PET, PDMS) 모두 전압이 6 kV에서

15 kV까지 증가함에 따라 전자온도가 1 eV 부근에서 3~5% 정도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극의 구조와 공정조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DBD 시스템에서 6~12 kV 전압으로 질소 플라즈마를

방전 시 전자온도가 1~2 eV 정도이고 전압에 따른 전자온도의 변

화가 미미하다는 보고와 비슷하다[30-32]. 한편, 전압이 일정할 때

플라즈마의 전자온도는 PTFE < PDMS < PET 순으로 커졌는데 이는

Fig. 3에서 나타낸 OES 스펙트럼의 질소 피크(359 nm)의 세기 변

화 순서와 같다. 즉, 일정 전압에서 대기압 FE-DBD 플라즈마의 전

자온도는 파워전극을 구성하는 유연유전체의 축전용량이 클수록

증가하였다. 축전용량이 커질수록 메모리 전압이 더욱 크게 형성되어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3]. 따라서 파워

전극을 구성하는 유연유전체의 축전용량이 클수록 플라즈마의 전

자온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유연전극 기반의 대기압 FE-DBD에서

파워전극을 구성하는 유연유전체와 파워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플라즈마 특성을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λkiIki

Akigk

------------
⎝ ⎠
⎛ ⎞ln

Ek

kTe

--------– C+=

Fig. 4. Boltzmann plots of the atmospheric pressure FE-DBD plasmas having flexible dielectrics of (a) PTFE, (b) PDMS, and (c) PET. The

voltage applied to the powered electrode was varied from 6 to 15 kV.

Fig. 5. Electron temperature of the atmospheric pressure FE-DBD

plasma as a function of voltage applied to the powered elec-

trode. The flexible dielectrics for the powered electrode were

PTFE, PDMS, and PE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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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효과적인 살균 및 상처치료를 위하여 피부 곡면을 따라서 플라즈

마가 발생될 수 있는 유연전극 기반의 대기압 FE-DBD 플라즈마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유연전극을 구성하는 유전체의 종류에 따른

플라즈마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체를 따로 주입하지 않고 대기 중

에서 발생된 플라즈마의 OES 스펙트럼은 질소와 산소 라디칼 피크를

나타냈으며 질소 라디칼 피크의 세기가 산소 라디칼 피크의 세기보

다 컸다. 파워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이 증가할수록 유전체로 PTFE,

PDMS, PET를 사용했을 때 모두 OES 스펙트럼의 피크 세기가 증

가하였다. 전압이 일정할 대 피크 세기는 PTFE < PDMS < PET 순

으로 커졌는데 이는 유전체의 축전용량이 PTFE < PDMS < PET

순으로 커졌기 때문이었다. OES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Boltzmann

plot 방법으로 플라즈마의 전자온도를 계산하였고 이 역시 PTFE <

PDMS < PET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FE-DBD의 파워전극을 구

성하는 유연유전체의 축전용량이 클수록 메모리 전압이 더욱 크게

형성되고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여 플라즈마의 전자온도가 증가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유연전극 기반의 대기압 FE-

DBD에서 파워전극을 구성하는 유연유전체와 파워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을 조절하여 플라즈마 특성이 변화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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