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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r-Xe 혼합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내에서 각 이온종의 거동을
레이저유도형광(LIF) 진단을 통해 관찰하였다. 실험은 비자화된 약한
충돌성의 DC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에서 이루어졌다. 이온 분률
조건의 설정의 위해 단일종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의 입자균형방정식을
각 기체종에 도입하여 예측하였고, Hala[60]가 제안한 이온음파진단을
이용해 측정하여 검증하였다.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분포는 전자방출
정전탐침(E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단일종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분포를 Oksuz[19]의 분석법에
기초하여 해석함으로써, 쉬스의 전위구조를 쉬스-전이영역-프리쉬스의
삼중구조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의 길이와 전위차이를 측정하였다.
실험적으로 구분한 쉬스의 길이는 Child Law 모델이 예측하는 길이에
비하여 디바이 길이의 약 2배 정도 작고, 전이영역은 Riemann[18]의
예측에 비례하며, 프리쉬스는 이온-중성종간 평균 충돌자유행정거리에
비례함을

관찰하였다.

전이영역과

프리쉬스에서의

전위차이는

각각

1.4Te, 0.6Te 이었다.
이종 혼합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분포를 해석하기 위해 Child
Law 모델을 이종 이온이 존재하는 경우로 확장하였고, 이종 이온과
이종의

중성종간의

충돌경로를

고려한

유효

충돌자유행정거리를

도입하였다. 해석 결과, 이온 종의 분률과 상관없이 프리쉬스의 길이는
유효 충돌자유행정거리에 비례하나 전이영역의 길이는 이온이 혼합된
경우 단일 종의 경우보다 큰 값을 가짐을 관찰했다. 전위차이 또한
프리쉬스에서는 약 0.5Te로 일정하나, 전이영역에서는 이온이 혼합된
경우 단일 종의 경우보다 큰 값을 가짐을 관찰했다.

i

단일 이온종 LIF 이온유속 진단결과, 아르곤과 제논 두 경우 모두
실험적으로 구분된 플라즈마 쉬스 경계에서 디바이 길이의 약 2배
떨어진 지점, 즉 전이영역에서 Bohm 조건이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이
지점은 Child Law 모델로서 계산한 값과 동일한 지점이었다.
이종의 이온 쉬스에서의 LIF 이온유속 진단결과, 실험적으로 구분한
쉬스 경계에서 디바이 길이의 약 2배 떨어진 지점에서 각 이온의
속도가 Baalrud[11]가 제안한 instability 모델의 예측값과 일치하였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13]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Instability가 발생함을
확증하고, 각 이온 종이 instability에 의하여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속도가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이온의 상대속도 분포를
전위분포와

함께

비교하였다.

그

결과,

프리쉬스에서

상대속도가

증가하다가 전위영역에서 일정하게 유지됨과 그 크기는 Baalrud의
예측값과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함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에서 일반화된 Bohm 조건을 만족시키는
단일한 해를 예측하는 Baalrud의 instability 모델을 확증 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단일종/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 구조상에서 Bohm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이 모두 전이영역에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한
현상적인 해석을 진행함으로써, 이온-중성종간의 충돌이나 이온종간의
instability가 존재할 경우 Bohm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이영역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플라즈마 쉬스, 프리쉬스, 전이영역,
Baalrud 이론, 이종 흐름 불안정성, 레이저유도형광진단
학 번 : 2011-23420

ii

목

차

초

록 ...........................................................................i

목

차 ......................................................................... iii

표 목 차 ..........................................................................v
그림목차 ......................................................................... vi
제 1 장. 서

론 ......................................................... １

제 2 장. 선행연구 ......................................................... ５
2.1. 단일기체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 .......................... ５
2.2. 단일기체 플라즈마 쉬스의 경계와 이온의 유동속도 ...... １１
2.3. 이종기체방전 플라즈마 쉬스와 일반화된 Bohm 조건.... １３

제 3 장. 실험장치 ...................................................... １９
3.1. DC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 발생장치............................ １９
3.2. 랭뮤어 정전탐침 (Langmuir Probe; LP) ...................... ２２
3.3. 전자방출 정전탐침 (Emissive Probe; EP) ................... ２５
3.4. 레이저 유도 형광 진단 (Laser Induced Fluorescence;
LIF)........................................................................................ ３１
3.5. 이온 음파 진단(Ion Acoustic Wave; IAW) .................. ３８

제 4 장. 이종기체 플라즈마 내 각 이온의 밀도 ......... ４３
4.1.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의 입자균형모델을 이용한 Ar-Xe
플라즈마 이온농도의 예측 ...................................................... ４４
4.2. IAW를 이용한 Ar-Xe 플라즈마의 이온농도 진단 ........ ４７

iii

제 5 장. 플라즈마 쉬스 전위 구조 ............................. ５１
5.1. 단일 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전위구조 ............... ５１
5.2.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전위구조 .................... ５７
5.2.1.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e-Free High Voltage 쉬스 .....５７
5.2.2.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약한 충돌성 프리쉬스 모델 ......５９
5.2.3. Ar-Xe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전위구조 ..........６２

제 6 장. 플라즈마 쉬스 내 이온의 운동..................... ６７
6.1. 단일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 내 이온의 운동 ............. ６７
6.2. 이종기체방전 플라즈마 쉬스 내 이온의 운동................. ７０
6.2.1. 이종기체방전 플라즈마 쉬스 경계에서 이온의 유동속도 ..７０
6.2.2. 이종기체방전 플라즈마의 쉬스구조 속 이온의 운동 .........７３

제 7 장. 결

론 ...................................................... ７７

참고문헌 ..................................................................... ８３
부

록 ..................................................................... ９１

A. Labview® 기반의 데이터 획득 프로그램과 데이터 수집
DAQ 회로의 구성 ................................................................... ９１
A.1. Labview® 기반의 데이터 획득 프로그램............................９１
A.2. 전자방출 정전탐침 구동회로 ...............................................９６

Abstract .................................................................... ９７

iv

표 목 차
표 3.1.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 발생장치의 특징 요약. ...................２０
표 3.2. 전자방출 정전탐침을 이용한 전위 측정법의 특징[47]. ........３０
표 3.3 여러가지 아르곤 LIF 경로[48]. ............................................３２
표 3.4. 아르곤 준안정준위 이온의 종류와 존재시간[49]. .................３２
표 5.1. 아르곤 단일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구조 해석 결과 .....５４
표 5.2. Ar-Xe 이종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각 이온종의 충돌경로. ５９

v

그림목차
그림 2.1. 쉬스 이론의 모순점. C-L 쉬스로 예측하는 쉬스 경계에서의
전기장은 0으로수렴하는 반면, 프리쉬스 모델로 예측한 프리
쉬스 경계에서의 전기장은 무한대로 발산함[5]. .................. ７
그림 2.2. Oksuz와 Hershkowitz의 쉬스 전위구조 해석과정[19]. ...... ８
그림 2.3 측정한 쉬스 길이와 C-L 모델(식(2.6))로 예측한 쉬스 길이
의 비교[20]. 이 둘은 거의 일치하나 예측값이 실측값보다
큼. ........................................................................................ ９
그림 2.4. 측정한 전이영역의 길이와 Riemann의 전이영역 예측값의 비
교. 측정값과 예측값은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19]. ............. ９
그림 2.5. Ar-He 방전 플라즈마의 전위분포와 Ar+의 유동속도분포[6,7]
.........................................................................................１４
그림 2.6. Ar-Xe 플라즈마의 쉬스 경계에서 전위분포와

각 이온의 유

동속도[9]..........................................................................１５
그림 2.7. Baalrud의 모델에 의한 쉬스 경계에서 일반화된 Bohm 조건
을 만족하는 각 이온 유동속도의 형성[11]. .....................１６
그림 2.8. Ar-Xe 혼합 플라즈마에서 Baalrud의 모델에 의해 예측된 쉬
스 경계에서 각 이온의 유동속도와 측정값[13]. ..............１６
그림 3.1.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 소스의 개요도. ............................２１
그림 3.2. 반응기내 반경방향 이온 및 전자 밀도 분포와

균질 밀도 영

역에 설정된 실험 영역. .....................................................２１
그림 3.3. 랭뮤어 탐침의 구조와 바이어스 전위 공급회로[29]. ........２２
그림 3.4. Discharge current (power)에 따른 Xe 플라즈마의 전류-전
압 특성곡선의 변화. ..........................................................２４

vi

그림 3.5. 전자방출 정전탐침의 전류-전압 특성곡선의 구조[22]. ....２７
그림 3.6. 부유전위 측정법. 전자방출 정전탐침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
류-전압 특성곡선의 부유전위가 플라즈마 전위로 다가감
[24]. .................................................................................２７
그림 3.7. 탐침의 온도 증가에 따른 전류-전압 특성곡선의 미분 그래프.
탐침에서 방출된 전자에 의해 공간 전위의 작은 감소가 발생
함. .....................................................................................２８
그림 3.8. 변곡점 측정법[22,25]. 수집전류(Ic)에 대한 방출전류(Ie)가
감소할수록 변곡점의 전위값이 플라즈마 전위로 다가감. ..２８
그림 3.9. 아르곤 3d’ 2G9/2 이온의 LIF 경로와 에너지 도표[50]. (공기
매질에서의 파장으로 기록됨) ...........................................３３
그림 3.10. 제논 5d4D7/2 이온의 LIF 진단경로와 에너지 도표[32]. (공
기 매질에서의 파장으로 기록됨) ......................................３４
그림 3.11. Dye 레이저에 사용한 dye의 종류와 Ar+/Xe+ 여기 레이저
파장...................................................................................３４
그림 3.12. LIF 진단 장비의 개요도. .................................................３６
그림 3.13. LIF 검출기의 광학 진단계 구성. .....................................３６
그림 3.14. 타겟 앞 60 mm 지점에서 얻은 Xe 이온의 LIF 신호. ....３７
그림 3.15. 이온음파 측정 장치 개요. 반응기의 윗 쪽 벽으로 IAW 발진
기(grid)와 수신기(LP)가 삽입됨. 펄스의 하강시간에 트리거
된 오실로스코프로 전류측정저항 양단의 전위를 측정함. ..３９
그림 3.16. 이온음파 펄스 인가 메쉬와 랭뮤어 탐침 사이의 거리 증가에
따라 측정된 이온음파 신호. ..............................................４０
그림 3.17. 이온음파 발진기로부터 수신기의 거리에 따른 피크 점의 지
연시간 그래프. ..................................................................４０

vii

그림 4.1. Ar-Xe 혼합기체의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에서 입자균형방정
식으로 예측한 각 이온 밀도 비율. 이온화 반응단면적의 부정
확성(  20 %)을 반영할 경우 특정한 범위를 가지는 영역으로
예측됨. ..............................................................................４６
그림 4.2. Ar-Xe 플라즈마의 Ar 기체 혼합비에 대한 Ar 이온의 분률.
.........................................................................................４８
그림 4.3. Ar-Xe 플라즈마의 이온분률 측정값과 입자균형방정식의 예측
값 비교. 이온화 반응단면적비가 1.52일 때 예측과 실험이 일
치함...................................................................................４９
그림 5.1. 플라즈마 쉬스 전위구조 해석과정. Child Law 쉬스 모델을 이
용해 실험적인 쉬스를(X2), Riemann의 모델로 프리쉬스(X1)
를 구분한 뒤, X2와 X1 사이를 실험적인 전이영역으로 정의
함. .....................................................................................５２
그림 5.2. 0.4 mTorr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경우 플라즈마 밀도 증
가(방전초기전자 전류 증가)에 따른 각 쉬스 영역의 길이 변
화. 압력이 일정한 경우 프리쉬스의 크기는 변하지 않음. .５３
그림 5.3. 방전 초기전자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한 경우 아르곤 중성기체
압력의 증가에 따른 각 쉬스 영역의 길이변화. 압력이 증가함
에 따라 프리쉬스의 크기는 감소함. ..................................５３
그림 5.4. 이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 쉬스 전위구조 해석과정.
Child 모델(식(5.5))로 e-free sheath 경계를(X2), Riemann
의 모델(식(5.10))로 프리쉬스(X1)와 벌크플라즈마(X0)를
구분한 뒤, X2와 X1 사이를 실험적인 전이영역으로 정의함.
.........................................................................................６３
그림 5.5. 총 이온에 대한 아르곤 이온의 분률에 따른 각 쉬스 영역의
길이 변화. 프리쉬스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전이영

viii

역은 기체가 섞여 있을 경우 특이한 경향을 보임. ............６３
그림 5.6. 아르곤 이온의 분률에 따른 프리쉬스 및 전이영역에서의 전위
강하. y축은 전자온도 Te에 대한 배율을 의미함. ..............６５
그림 6.1. 아르곤 단일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와 쉬스 구
조 내부에서 아르곤 이온의 유동속도................................６８
그림 6.2. 제논 단일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와 쉬스 구조
내부에서 제논 이온의 유동속도. .......................................６８
그림 6.3. Ar-Xe 혼합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와 쉬스 구
조 내부에서 아르곤과 제논 이온의 유동속도. ...................７２
그림 6.4. 이종이온 플라즈마 쉬스 경계에서의 각 이온의 유동 속도. 이
종 이온간 instability를 고려한 Baalrud의 이론(점선)과 측정
결과(점). ...........................................................................７２
그림 6.5. Ar-Xe 혼합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에 따른 쉬
스 구조 내부에서 아르곤과 제논 이온의 유동속도. ..........７４
그림 6.6.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아르곤과 제논 이온의 상대 속
도와 쉬스의 전위구조. ......................................................７４
그림 A.1. 선형동작의 수동조작(Manual Control)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선형동작레일의 리드(lead), 스텝모터 드라이버에 공급하는
펄스신호의 주파수 및 드라이버의 분해능은 작동 전에 미리
입력 받도록 함..................................................................９１
그림 A.2. 이온음파(Ion Acoustic Wave;IAW)위상속도 측정 프로그램.
Receiver의 위치를 설정한 뒤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함.
Oscilloscope를 무선송수신을 통해 제어하고 컴퓨터에 획득
신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함. ............................................９２
그림 A.3. 전자방출 정전탐침(Emissive Probe;EP) 측정 프로그램. 타
겟 앞 탐침의 위치스캔 지점, 탐침 가열 전류의 크기, 바이어

ix

스 스캔 범위를 미리 설정한 뒤 자동획득한 신호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함. ........................................................９３
그림 A.4. 레이저유도형광(Laser-Induced Fluorescence;LIF) 측정 프
로그램. 측정용 광학 모듈의 타겟 앞 위치와 획득 파장 및 획
득 개수, 평균 횟수 결정 후, 오실로스코프에서 획득한 신호
를 컴퓨터에 저장함 ...........................................................９４
그림 A.5. 랭뮤어 정전탐침(Langmuir Probe;LP) 측정 프로그램. 탐침
의 바이어스 범위, 스캔 횟수, 스캔 주파수, 신호획득 주파수
(Sampling Frequency)를 결정한 후 획득한 신호를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함. ..................................................................９５
그림 A.6. 전자방출 정전탐침(Emissive Probe;EP) 구동회로. 컴퓨터의
DAQ 보드에서 공급한 신호의 크기에 따라 1 kOhm 저항에
흐르는 Input current가 결정됨. NPN 트랜지스터에서 전류를
증폭하여 EP 가열전류로서 공급함. 가열전류의 크기는 전류
측정저항(RI,sensing) 양단의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피드백이 가
능하도록 함. 회로 전체는 바이어스 공급회로가 공급하는 바
이어스 전위를 따라다니도록 floated common 회로를 구성함.
Floated common을 구성하기 위해 Analog Device 사의
AD210AN 고립증폭기(Isolation Operational Amplifier)를
사용함. ..............................................................................９６

x

제 1 장. 서

론

Equation Chapter 1 Section 1
플라즈마에서 플라즈마와 대면한 물체로 흘러나가는 다종 이온의 유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식각 공정[1],
이온 임플란트 공정[2]이나, 핵융합 장치의 디버터로의

열속(heat

flux)형성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종으로 구성된 플라즈마로부터
입사되는 이온의 유동의 특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온의 여러
가지 유동특성 중 쉬스 경계로 유입되는 이온의 속도는 대면 물체로
유입되는 이온의 도즈를 결정하는 인자로서 특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Riemann[3]은 다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의 쉬스
경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화된 Bohm 조건이 만족해야 함을 보였다.
2

n v 
k n0,k  vB,k   1
0, e 
k 
여기서 vB ,k 는 k 이온 종 고유의 Bohm 속도
경계에서의 유동속도,

(1.1)

kBTe M ik , vk 는 쉬스

n0,k 는 쉬스 경계에서 각 이온 종의 밀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일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쉬스 경계에서의 이온의
입사속도가 Bohm 조건[4]에 의해 단일한 속도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다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의 쉬스 경계에서 이온의 입사속도는
Riemann의 일반화된 Bohm 조건으로 결정되지 못한다. 이는 식 (1.1)
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방정식에 대하여 많은 미지수가 존재하여, 식(1.1)
을 만족하는 해 vk 는 무한한 경우의 수로 존재 하기 때문이다. 다종의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 조건 가운데 가장 간단한 두 종의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에 대하여 식(1.1)은,

１

n0,1
2
1 B ,1

Mv



n0,2
2
2 B ,2

Mv



n0,e

(1.2)

kBTe

로 쓸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1.2)
의 단일한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에서 식(1.2)의 해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어 Franklin[5]은 약한
충돌성을 가정한 유체모델을 통해 쉬스 경계에서 각 이온의 유동속도가
자신의 고유한 Bohm 속도가 됨을 주장하였다. Severn[6,7]은 He-Ar
플라즈마

쉬스에서의

아르곤의

유동속도가

LIF

이온속도

자신의

진단을

Bohm

통해

속도보다

쉬스

경계에서

빠르게

측정됨을

관찰하였는데, 이후 Lee[8,9]가 Ar-Xe 플라즈마에서 LIF 진단을 통해
쉬스 경계에서 각 이온의 유동속도가 측정의 오차범위 이내에서 벌크
플라즈마 이온음파의 위상속도를 가짐을 관찰함으로써, Severn의 보고가
타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He-Ar 플라즈마에서 아르곤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에

Baalrud[10,11]가

이종의

이온

흐름간에

작용하는

two

streaming instability를 도입하여 쉬스 경계에서 가벼운 이온은 자신의
고유한 Bohm 속도보다 느린 속도를, 무거운 이온은 자신의 고유한
Bohm 속도보다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Baalrud는
자신의 모델을 일반화된 Bohm 조건(식(1.2))에 대입함으로써 단일한
해를 가짐을 제안하였고, 이는 Yip 과 Hershkowitz[12], Hershkowitz

et al.[13]이 Ar-Xe, He-Xe 플라즈마 쉬스 경계에서의 LIF 이온
유동속도 진단을 통해 일차적인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일반화된 Bohm
조건(식(1.2))의 해를 찾는 일련의 시도가 마무리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이론의 개발 및 실험적 검증 과정에도 불구하고 Nong

et al.[14], Gudmundsson과 Lieberman[15]은 자신들의 유체모델과

２

Montecarlo-PIC 시뮬레이션에서 instability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쉬스 경계에서의 각 이온의 입사속도는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각
이온 고유의 Bohm 속도가 됨을 다시 주장하여 식(1.2)의 해를 찾는
과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였다.
Baalrud가

제시한

쉬스

경계에서

식(1.2)의

단일한

해와

실험

결과[12,13]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지속되는 까닭은 Baalrud의
모델에서 여전히 모호하게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즉, 그간의 쉬스
경계에서의 이온 속도 측정을 통해 Baalrud의 모델로 예측한 이온의
유입 속도가 측정결과와 일치함은 보였으나, 모델의 핵심인 실제로
instability에

의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체적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Baalrud의 모델이 성립하여 이종
이온 플라즈마 쉬스 경계에서 단일한 해를 결정할 수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instability의 본체를 규명하는 논의, 즉 쉬스 구조상 어느
공간에서 instability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각 이온의 속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실험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종 이온 플라즈마의 쉬스 내 이온의 운동을 쉬스의 각 전위구조와
비교하여 Baalrud 이론의 핵심인 instability의 물리적인 발현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식(1.2)의 해를 찾기 위한 본 논쟁의 끝을 맺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플라즈마 쉬스이론과
Baalrud 의 instability 모델을 기술하였다. 3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플라즈마 발생장치와 여러 진단장비를 기술했고, 4 장에서는 ArXe 플라즈마의 각 이온 밀도 분률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이온 밀도
분률 예측모델과 측정결과를 담았다. 5 장에서는 단일 기체종과 이종
이온

방전

플라즈마에서

형성된

쉬스

전위구조를

분석하였으며,

6 장에서는 분석된 전위구조 안에서 측정된 이온의 유동속도로부터
instability 가 발현될 경우 예측되는 각 이온의 운동을 관찰하였다.

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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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Equation Chapter 2 Section 1

2.1. 단일기체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
준중성(quasi-neutral)상태의 플라즈마와 경계를 이루는 모든 대면체
근방에는 비중성의 공간전하에 의해 강한 전기장이 형성된 쉬스(sheath;
덮개)라는 독특한 공간이 존재한다. 쉬스의 전위구조는 플라즈마의
가둠에 영향을 주고 대면체로 유출되는 하전입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므로 쉬스의 전위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플라즈마 분야가 시작됨과
동시[16,17]에 플라즈마를 응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분포는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다양한
조건만큼이나 다양한 특성을 지녀 이상적인 조건에서 형성되는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분포 특성을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맥스웰-볼츠만 분포를 이루는 온도 Te의 전자와 cold 이온으로
구성된 비충돌성의 이상적인 플라즈마에 대하여 쉬스의 전위분포   x 
는 다음의 Poisson 방정식을 따름이 알려졌다.
1/2
  
d 2 ens 
2e  
exp    1 

 
dx 2  0 
Te   M i us2  




(2.1)

여기서, ns 는 쉬스 경계에서의 전자(또는 이온)밀도, Te 는 eV 단위의
전자온도, M i 는 이온 질량, us 는 쉬스 경계에서의 이온의 초기속도를
의미한다. 쉬스 경계에서의 전위와 전기장의 세기가 0이라 가정하면
식(2.1)를 적분함으로써,

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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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 
 

 
2  dx 
0  e
Te 
e  M i u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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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위분포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얻는다. Bohm[4]은 식(2.2)의 안정된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us  uB  kBTe M i

(2.3)

의 조건, 즉, Bohm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유도하였다. 이온이 쉬스
경계에서

식(2.3)의

Bohm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와

쉬스의 사이에 이온의 가속을 위한 프리쉬스(presheath)가 존재해야
함이

예측되었다.

비충돌성의

프리쉬스에

대하여

프리쉬스에서의

전위차이는 Te 2e 가 되어야 하며, 보다 현실적인 약한 충돌성을 가지는
프리쉬스에 대하여 Riemann[3]이 다음의 전위구조를 가짐을 보였다.

  x   0 

Te
e

x  x0

(2.4)

i n

식(2.2)를 이용하여 쉬스 전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식(2.2)를
수치적(numerical)으로 풀어야만 한다. 단, 바이어스 전위가 매우 커

eVb

Te , eVb

1 2 M i us2 를 만족하여, 쉬스 내부에는 전자가 없으며

이온의 초기 운동에너지 역시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식(2.2)의 해석적
(analytic)해를 구할 수 있다. 이 전위분포를 e-free high voltage Child
Law(C-L) 쉬스라 하며 전위분포는 다음의 식(2.5)와 같이 거리의 4/3
승에 비례하는 분포를 가진다.

T  3  x  x0  
  x    e 

2e  2Ds 

4/3

(2.5)

여기서 Ds 는 쉬스 경계에서의 디바이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식(2.5)
로부터 예측한 C-L 쉬스의 크기는 Ds 에 비례하는,

６

 2V 
2
s
Ds  b 
3
 Te 

3/4

(2.6)

이 된다.
그러나 이상의 이상적인

비충돌성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 구조는

모순점을 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림 2.1 에서와 같이 식(2.5) 또는
식(2.2)에서 예측하는 쉬스 경계에서의 전기장은 0 으로 수렴하는 반면,
식(2.4)에서 가정하는 프리쉬스 경계에서의 전기장은  로 발산한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원칙적으로

플라즈마에서

형성되는

쉬스의

전위분포가 하나의 일관된 이상적인 수식으로 설명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림 2.1. 쉬스 이론의 모순점. C-L 쉬스로 예측하는 쉬스 경계에서의
전기장은 0으로수렴하는 반면, 프리쉬스 모델로 예측한 프리쉬스 경계에
서의 전기장은 무한대로 발산함[5].

７

Riemann[18]은 그림 2.1과 같이 두 이론의 모순을 보이는 근방에서
두 전위구조를 수학적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중간구조, 즉, 전이영역
(transition region)을 도입함으로써 쉬스 경계에서의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Riemann은 유체 모델로부터 유도한 전이영역의
크기가 대략 다음과 같음을 주장하였다.
4/5 1/5
TR ~ Ds
i n

(2.7)

Oksuz와 Hershkowitz[19,20]은 Riemann의 쉬스 구조이론을 약한
충돌성의

플라즈마에서

얻은

실험적인

전위분포의

해석에

처음

도입하였다. 그들은 쉬스 영역을 식(2.5)로 피팅한 뒤 서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실험적으로 구분한 쉬스의 경계(X2)라 정의하였고,
마찬가지로 프리쉬스 모델(식(2.4))과 일정한 전위를 가지는 벌크의
경계(X0)와 프리쉬스 경계(X1)를 구분하였으며 이들 두 모델로서
설명할 수 없는 남는 영역(X1-X2)을 실험적 전이영역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2.2. Oksuz와 Hershkowitz의 쉬스 전위구조 해석과정[19].

８

그림 2.3 측정한 쉬스 길이와 C-L 모델(식(2.6))로 예측한 쉬스 길이의
비교[20]. 이 둘은 거의 일치하나 예측값이 실측값보다 큼.

그림 2.4. 측정한 전이영역의 길이와 Riemann의 전이영역 예측값의 비교.
측정값과 예측값은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19].

９

그림 2.3 은 Oksuz 와 Hershkowitz[19,20]가 실험적으로 구분한
쉬스 영역의 길이와 C-L 모델(식(2.6))로 예측한 쉬스 길이를 비교한
것 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에서 점선을 추가하였다. 이들의
측정결과 실험적으로 구분한 쉬스의 길이가 계산으로 예측한 값에
비하여 약 0 ~ 1 mm 정도 큰 경향을 보인다. 특히 쉬스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쉬스의 크기가 큰 경우 이 둘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데, 이 차이에 대한 별도의 해석은 이들의 보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2.4 에는 이들이 실험적으로 정의한 전이영역을 Riemann 의
예측값(식(2.7))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이영역의
길이는 이들의 측정값이 예측값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예측값과 측정값의 길이가 크기범주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비례함을
근거로, 수학적으로 도입된 전이영역이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는 실제
하는 공간으로써 관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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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일기체 플라즈마 쉬스의 경계와 이온의 유동속도
단일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에

대한

C-L

모델과

프리쉬스

모델간에 모순이 존재함에도 쉬스 경계에서의 이온의 유동속도가 Bohm
속도가 되어야 함은 두 모델 모두 일관되게 예측한다. 따라서 쉬스
경계에서 이온의 유동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전위구조에 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쉬스 내부에서 LIF 진단법을 이용한 최초의 이온 유동 속도 측정은
Goeckner et al.[21]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들은 LIF 진단을 이용해
타겟 근방의 쉬스 내부에서 이온의 flux가 C-L 모델과 같이 보존됨을
관찰하였으나 쉬스 경계에서의 Bohm 속도가 만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쉬스 경계 근방에서 측정한 유동 속도의
오차가 Bohm 속도의 크기를 넘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Severn et al.[6]은 아르곤 플라즈마 쉬스 경계에서의 LIF
진단을 통해 C-L 모델로 계산한 쉬스 경계지점(식(2.6))에서 이온이
Bohm

속도에

전위분포도

도달함을

측정했으며,

관찰하였다.
프리쉬스와

그들은

쉬스

EP를

사이에

이용해

전위의

쉬스

기울기가

급격히 바뀌는 지점을 쉬스 경계점으로 정의하고 이 지점이 약 0.2 
1.1 mm 오차로 이온이 Bohm 속도에 도달하는 지점과 일치함을
관찰하였으나 일치에 대한 특별한 해석은 언급하지 않았다.
쉬스의 전위구조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이온 유동 속도 측정은
Oksuz와 Hershkowitz[20]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앞서 2.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EP 진단으로 얻은 전위분포를 프리쉬스-전이영역쉬스의 3중의 전위구조로 해석하였으며, LIF로 보정된 Mach 정전탐침을
이용해 진단한 이온 유동속도가 전이영역 내부에서 Bohm 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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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함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지점의 전위구조적 위치에 대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단일기체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
구조상에서 쉬스 경계에 대한 일관된 예측과 이온이 Bohm 속도에
도달하는 위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관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L
모델로 계산한 쉬스 경계점이 Oksuz와 Hershkowitz[19,20]의 쉬스
분석과정상

정의된

전이영역에

존재함을

고려하면,

이온이

Bohm

속도에 도달하는 지점이 C-L 모델로 계산한 지점과 일치함을 관찰한
Severn et al.[6]의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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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종기체방전 플라즈마 쉬스와 일반화된

Bohm

조건

여러 가지의 응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즈마는 목적에 따라 다종의
혼합 기체를 방전하여 생성한다. 따라서 다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는 다종의 이온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단일 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Riemann[3]은 다종이온으로 구성된 쉬스의 경계에서 각 이온이
일반화된 Bohm 조건(식(1.1))을 만족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단일
이온종 플라즈마에서의 Bohm 조건이 단일한 해가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가장 간단한 이종의 이온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단일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가장 간단한 이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 쉬스에서 일반화된 Bohm 조건의 해를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Franklin[5]은 약한 충돌성을 가정한 유체모델을 통해 쉬스
경계에서 각 이온이 자신의 고유한 Bohm 속도로 유출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Severn[6,7]에 의해 Ar-He 혼합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경계 근방에서 아르곤 이온의 유동속도가 고유의 Bohm 속도보다
빠름이 관찰됨으로써 (그림2.5) 쉬스경계에서 이온의 유동속도에 대한
일반화된 Bohm 조건의 해를 찾기 위한 실험이 이어졌다.
한편 Severn[6,7]이 이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 쉬스 전위분포와
이온의

유동속도

모두를

측정하였음에도

쉬스

경계에서의

속도를

구분하지 못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이온이 Bohm 속도를
가지는 지점을 관찰해 전위분포상 쉬스 경계점을 구분할 수 있었던 단일
기체 플라즈마와는 달리, 이종 기체 플라즈마 쉬스 경계에서 이온유동
속도가 일반화된 Bohm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전위분포상에서 쉬스의 경계점을 우선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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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r-He 방전 플라즈마의 전위분포와 Ar+의 유동속도분포[6,7]

Wang과 Hershkowitz[22]는 전자방출 정전탐침의 변곡점 분석시
(3.3절) 변곡점이 이루는 기울기가 실험적으로 구분된 C-L 쉬스(2.1절)
경계 안쪽에서 음의 기울기로 바뀌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이용하여
e-free 쉬스의 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쉬스의 경계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김으로써 일반화된
Bohm 조건의 해를 찾기 위한 실험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Lee[8,9]는

Ar-Xe

플라즈마에서의

LIF 이온속도

진단을

통해

다음의 그림 2.6과 같이 쉬스 경계에서의 각 이온의 유동속도가 측정의
오차범위

이내에서

플라즈마

이온음파의

위상속도와

동일함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결과는 이후 Baalrud[10,11]가 이론적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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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써 가능해졌다.
Baalrud는 프리쉬스 내부에서 가속되면서 이종의 이온이 상대속도가
벌어짐으로써 two-streaming instability이 발생하여 어느 값에 도달한
이후 서로의 상대속도가 더 이상 벌어지지 못해, 쉬스 경계에서 가벼운
이온은 자신의 고유한 Bohm 속도보다 느린 속도를, 무거운 이온은
자신의

고유한

Bohm

속도보다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그림 2.7).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상대속도는,


1 1
1


 2eTi
2   M 1 1    M 2 

Vc 

(2.8)

가 되며, 이를 일반화된 Bohm 조건에 대입함으로써 쉬스 경계지점에서
각 이온의 유동속도가 다음이 됨이 예측되었다.

V1  cs 

n2 cs22
n1 cs21

V
,
V

c

Vc
c
2
s
ne cs2
ne cs2

그림 2.6. Ar-Xe 플라즈마의 쉬스 경계에서 전위분포와
각 이온의 유동속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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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림 2.7. Baalrud의 모델에 의한 쉬스 경계에서
일반화된 Bohm 조건을 만족하는 각 이온 유동속도의 형성[11].

그림 2.8. Ar-Xe 혼합 플라즈마에서 Baalrud의 모델에 의해 예측된
쉬스 경계에서 각 이온의 유동속도와 측정값[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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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9)에 해당하는 Baalrud 의 결과는 이종 이온 플라즈마 쉬스
경계에서 측정된 각 이온속도의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적
해석일 뿐 아니라 Riemann 일반화된 Bohm 조건의 단일한 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후 식(2.9)는 Yip 과 Hershkowitz[12,13]이
Ar-Xe 혼합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Wang 과 Hershkowitz[22]의
쉬스경계

결정법으로

전위분포상

결정한

쉬스

경계에서의

이온

유동속도를 LIF 진단으로 측정하여 다음의 그림 2.8 과 같이 실험결과와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일차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Baalrud 모델의 검증과정[12,13]에서는 기존의 실험결과[69]를

설명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쉬스

경계에서

형성된

속도만을

관찰하였을 뿐, Baalrud 가 제안하는 instability 의 개시조건이 쉬스 전위
구조상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며, instability 의 결과물로써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이온의 속도변화가 실험적 관찰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Baalrud 의 모델, 즉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경계에서 일반화된 Bohm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해의 결정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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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장치
Equation Chapter 3 Section 1
이 장에서는 Ar/Xe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형성되는 쉬스의
전위구조와 쉬스 내에서 각 이온의 거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플라즈마 발생장치와 플라즈마 진단 도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3.1. DC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 발생장치
본 연구에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용한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플라즈마는 내경 38 cm, 안쪽 높이 약 33 cm로 48
L 들이,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형 반응기에서 DC 필라멘트 방전법[2327]을 이용하여 발생시켰다. 반응기 내에는 토륨(Th)이 2% 함유된 3
가닥의  0.5 텅스텐 필라멘트를 설치하여 열전자를 생성하도록 하였고,
필라멘트 가열 회로와 함께 반응기 벽면 대비 -60 V의 바이어스 전위
공급회로를 설치하여 필라멘트로부터 방출된 열전자가 약 60 eV의
에너지를 가진 고에너지 방전초기전자(primary electrons)로서 반응기
내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플라즈마는 반응기 내에 존재하는 중성 기체가
방전초기전자에 의해 이온화되어 생성된다.
낮은 압력에서 방출된 방전초기전자의 대부분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반응용기 내벽으로 유실되므로 방전초기전자의 손실을 막고 반응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진공용기 외벽에 최대 500 Gauss의 자기장세기를
가지는 일련의 영구자석 커습(multidipole B-Cusp)구조를 설치하였다.
Leung[24]은 실험을 통해 방전초기전자 및 플라즈마 전자의 밀도를
최대로 만드는 최적의 커습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장치의 경우
실험적으로 총 24줄의 영구자석 커습이 설치된 경우 최대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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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표 3.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 발생장치와 플라즈마의 특징을 요약하였다.

cs

Characteristi
Property

Plasma

System

표 3.1.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 발생장치의 특징 요약.
Chamber

Aluminum

Volume

38 L (I.D=380 mm, H=330 mm)

Operation Pressure

0.15 ~ 1 mTorr (base 0.01 mTorr)

Filament

2 % Thoriated Tungsten

Discharge Mechanism

Mono-high energy e-impact

Discharge Gas

Argon / Xenon

Primary Electron Energy

~ 60 eV

Confinement

Permanent Magnet Cusp (500 G)

Electron Density

~ 109 cm-3

Electron Temperature

0.8 ~ 1.5 eV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방전초기전자는 커습 구조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가두어지고, 커습 자기장은 내벽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여 약 4 cm 떨어진 지점에서 약 1 Gauss 미만의 값을 가지므로,
이온화 반응에 의하여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영역은 커습구조의 안쪽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플라즈마 소스는 그림 3.2와
같이 중심부의 밀도가 높고 커습 영역 안쪽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전하분포를 가진다. 전하분포의 균질도에 따라 반응기 중앙에서 8 cm
지점까지를 균질밀도영역, 8~14 cm지점을 천이영역, 14 cm~내벽까지를
커습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플라즈마 쉬스를 형성하기 위한 -150 V
전위의 타겟은 균질 밀도 영역에 위치하도록 하여 플라즈마 쉬스 구조
해석시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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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 소스의 개요도.

그림 3.2. 반응기내 반경방향 이온 및 전자 밀도 분포와
균질 밀도 영역에 설정된 실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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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랭뮤어 정전탐침 (Langmuir Probe; LP)
플라즈마의 밀도(ne) 및 온도(Te)와 같은 플라즈마 기본 특성은
랭뮤어 정전탐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랭뮤어 정전탐침의 기본적인
원리와 동작은 다양한 참고자료에 소개되어있다[28-34].
플라즈마 진단을 위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정전탐침의 간단한
구조와 구동회로를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탐침의 도체
전극으로는 굵기 0.3 mm, 길이 15 mm 원통형 형태의 텅스텐(W)을
사용하였다. 플라즈마에 삽입된 도체전극에 바이어스 전위가 인가되면,
공급하는 바이어스 전위( Vb )와 플라즈마 전위( V p )의 차이에 따라서
탐침의 도체 전극으로 플라즈마 전자 혹은 이온의 전하가 유입된다.
하전 입자의 유입은 곧 전류 신호가 되며 탐침 DAQ 회로의 전류측정
저항 양단의 전압 차이로부터 측정할 수 있다.

그림 3.3. 랭뮤어 탐침의 구조와 바이어스 전위 공급회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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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전자가 충분히 평형상태를 이루어 맥스웰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인가된 전압 대비 측정되는 전류의 전류-전압 특성곡선은
다음의 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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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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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식 3.1로부터 전자온도는 플라즈마 전위 이하의 영역에서 log(Vb)-

Vb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구할 수 있으며, 전자 밀도는 전자온도가
결정된 후, 플라즈마 전위에서의 포화전류로부터 구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얻은

전형적인

전류-전압

특성곡선은

그림

3.4에

나타내었다. Xe 0.4 mTorr에서 방전초기전자 방출전류에 변화를 주어
곡선을
v.2.2)를

얻었다.

데이터의

구성하여

획득은

Labview®기반의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DAQ(FUnDAq

화면과

DAQ회로는

Appendix에 수록하였다. 필라멘트 방전 소스는 커습 구조에 의한 낮은
전자 손실로 인해 0 V 근방에서 플라즈마 전위가 형성되며 이는
그림에서 꺾이는 지점(knee point)으로 나타난다. 전자 포화전류는 식
3.1과는 달리 전자 쉬스의 확장으로 인해 탐침의 바이어스 전위를
높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곡선으로부터

플라즈마

인자를

구하는 과정은 1) 이온전류의 직선 피팅 후 제거 2) semi-log 그래프
변형 후 transition 영역에서 전자 온도 읽기 3) knee point에서 전자
포화전류를 읽어 전자 밀도를 계산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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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Discharge current (power)에 따른
Xe 플라즈마의 전류-전압 특성곡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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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자방출 정전탐침 (Emissive Probe; EP)
랭뮤어 탐침 진단을 통해 전자 밀도, 온도, 플라즈마 전위와 같이
벌크를 구성하는 플라즈마 인자는 측정할 수 있으나, 하전입자의 밀도가
낮고 전위의 구배가 큰 쉬스 영역의 경우, 도체로 구성된 탐침이
쉬스영역에 삽입됨으로 인해 타겟 앞에 형성된 쉬스의 전위구조를
차단하여 쉬스 내부에서의 플라즈마 특성 진단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35]. 비교적 전위구배가 작은 프리쉬스 영역 내부라 하더라도 랭뮤어
정전탐침을 이용하여 전위를 구하기 위한 실험자의 선형 피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수 볼트(V)에 달하여, 수 cm 에서 1 V 이내의
전위차를 가지는 경향을 따라 측정해내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 음의 바이어스 전위가 인가된 타겟 앞에 형성된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 분포는 전자방출 정전탐침(EP)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EP는 DC 플라즈마[6-9,12,13], RF 플라즈마[36],
펄스

플라즈마[37],

자화

플라즈마[38],

Tokamak

플라즈마[39],

etching/ashing 플라즈마[40,41], 심지어 진공에서도 [42,43] 신뢰할
수 있는 공간 분해능 및 전위 분해능을 가지는 거의 유일한 전위 측정
장비이다.
전자방출 정전탐침은 탐침 전위(Vb)와 주변의 공간 전위(Vs) 차이에
따라 유입되는 (collected) 하전 입자에 의해 전류가 형성되는 랭뮤어
정전탐침과는 달리, 탐침 전위(Vb)와 주변의 공간 전위(Vs) 차이에
따라 전자가 방출되는 특성을 이용한다(그림 3.5)[35]. 즉, 열전자를
방출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된(텅스텐 wire의 경우 2500
K 이상)도체 탐침이 자신의 전위가 주변 공간의 전위보다 높은 경우
전자를 공간으로 방출하지 못하고, 탐침의 전위가 주변 공간의 전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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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경우에만 공간으로 전자를 방출하는 특성이다. 따라서 탐침의
전위를 바꾸어줌에 따라 전자의 방출이 일어나게 되는 전위의 경계값을
측정하면 공간의 전위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플라즈마 환경 하에서는 3.2절에서 서술한 랭뮤어
탐침과 같이 탐침의 전위가 플라즈마 전위보다 낮은 경우 이온전류가,
점차 탐침의 전위를 높일 수록 플라즈마 전자(Te)의 전류가 동시에
측정되어 방출되는 전자에 의한 전류만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방출되는 열전자 자신이 가진 고유한 열운동 에너지(Tw=2500 K 일 때

Tw /e ~ 0.25 V)와 전자방출 정전탐침의 필라멘트 가열 전류를 만들기
위해 도체 탐침의 양 단 사이에 형성되는 전위구배 등의 이유로 전자
방출의 천이 지점이 불연속을 이루지 않아 전위의 경계값을 직접적으로
읽어내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전위의 경계값을 실험자의 특성과 상관 없이 결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다. 하나는 다음의 그림 3.6과
같이

전자방출

부유전위가

탐침의

플라즈마

온도를

전위로

높여

다가가

방출전류를

증가시킬

포화(saturation)되는

수록
현상을

이용한 부유전위 측정법(Floating Point Method; FPM)이고[44,45]
다른 하나는 그림 3.7과 그림 3.8 같이 전자 방출 탐침의 온도가
증가할수록(방출 전자가 많아질수록) 탐침 근방의 공간전위의 미약한
감소가 일어나 변곡점의 전위값이 플라즈마 전위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이용한 변곡점 측정법(Inflection Point Method; IPM)이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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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전자방출 정전탐침의 전류-전압 특성곡선의 구조[22].

그림 3.6. 부유전위 측정법. 전자방출 정전탐침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류-전압 특성곡선의 부유전위가 플라즈마 전위로 다가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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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탐침의 온도 증가에 따른 전류-전압 특성곡선의 미분 그래프.
탐침에서 방출된 전자에 의해 공간 전위의 작은 감소가 발생함.

그림 3.8. 변곡점 측정법[22,25]. 수집전류(Ic)에 대한 방출전류(Ie)가
감소할수록 변곡점의 전위값이 플라즈마 전위로 다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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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두 전위 측정법은 각 특징에 따라 점차로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47]. 부유전위 측정법에서는 대개 탐침의 온도를 높여
방출전류가 최대로 포화된 상태에서의 부유전위만을 측정하므로 대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플라즈마 전위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강한 방출 전류에 의해 국부적으로 강한 전자밀도의
변화를 야기하는 특성으로 인해 플라즈마 쉬스 내부에서와 같이 전자
밀도의 변화에 따른 전위 변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부적절하다. 부유전위 측정법의 정확도(accuracy)는 Sheehan[48]에
의하여 약 Te,eff/e 정도임 밝혀졌으며, 분해능(resolution)은 Kemp와
Sellen[44]이 주장에 따르면 약 0.01 V이나, 물리적으로는 Tw/e ~ 0.2
V 정도가 타당하다[47].
변곡점 측정법은 일반적으로 그림 3.7과 그림 3.8에서 나타나듯이 한
지점의 전위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서로 다른 탐침 온도 조건에서
얻은 전류-전압 특성곡선을 미분한 뒤 변곡점의 변화를 추적하게
되므로 실시간 진단으로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유전위
측정법에 비하여 매우 낮은 방출전류 조건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므로
플라즈마 쉬스 내부의 전위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해왔다.
변곡점 측정법의 정확도 및 분해능은 Sheehan[47]에 따르면 약 Tw/e
~ 0.2 V인 것으로 보인다. 표 3.2에 앞서 설명한 두 방법의 정확도,
분해능과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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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전자방출 정전탐침을 이용한 전위 측정법의 특징[47].
Method
Inflection
Point
Method
Floating
Point
Method

Uncertainty

Characteristics

(Resolution)

Tw/e ~ 0.2 V
(Tw/e ~ 0.2 V)

* fast(  >  RC ) measurement
(time-resolved measurement)
* operation in the limit of large emission

Few Te,eff/e
(Tw/e ~ 0.2 V)

* accurate measurement
* steady state sheath measurement
* operation in the limit of zero emission

본 연구에서는 전자방출 정전탐침 진단의 변곡점 측정법을 이용하여
쉬스 내부의 전위구조를 측정하였다. 전자방출 정전탐침은 굵기 0.025
mm (1 mil.), 길이 약 5 mm의 2% 토륨이 함유된 텅스텐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linear 형태로[47]으로 제작하였다. 전자방출 정전탐침은 그림
3.1과 같이 타겟의 법선 방향으로 설치되었고, 스텝모터가 장착된
정밀도 ± 0.1 mm의 선형동작레일(Linear Motion Guide)에 의하여
타겟으로부터 탐침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겟 근방의
쉬스 내부에서 정전탐침의 위치는 0.5 mm씩 이동하도록 하였다.
타겟 앞 각 위치에서 필라멘트의 온도 조절은 가열 전류를 조절하여
이루어졌다.

가열

전류는

190~210

mA

범위에서

여섯

단계를

공급하였으며, 가열전류를 제어하기 위하여 트랜지스터 정전류 공급
회로를 개발하였다. 위치와 가열 전류량은 Labview® 기반으로 개발한
DAQ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절 하였고, 탐침의 바이어스 조절 및
데이터의 수집은 랭뮤어 정전탐침용 DAQ 회로를 활용하였다(부록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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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레이저 유도 형광 진단
(Laser Induced Fluorescence; LIF)
단일종 및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 내에서의 이온유동속도는
레이저 유도 형광(laser induced fluorescence; LIF) 진단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IF 진단은 EP 진단과 함께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진단
도구이다. 이는 쉬스 전위구조의 침해 없이 정밀한 전위분포 측정이
가능한 EP와 마찬가지로, 쉬스 구조의 침해 없이 오직 광신호에 의하여
이온의 유동속도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LIF 진단은 준안정준위의 이온이 특정 파장( 1 )의 레이저에 의해
여기된

후

즉시(~수십

ns

이내)

다른

파장( 2 )의

특정

빛을

방출하면서 안정화되는 현상을 이용한다[48]. 안정 상태(ground state)
아르곤
가시광선

이온의

LIF

영역의

경로는
레이저를

준안정준위(metastable

state)

자외선

영역의

레이저를

이용하기

위해

여기종을

이용하는

이용하므로

아르곤
여러

이온의
경로가

개발되었다. 표 3.3에 지금까지 알려진 가시광선 대역의 레이저를
이용한 아르곤의 LIF 경로를 나타내었다[48]. 본 연구에서 준안정준위
여기종은 바닥상태의 이온과 열평형을 이룸으로써 같은 운동상태를
가짐을 가정하였다.
이온이 레이저의 진행방향( k )으로 속도 v 로 진행하는 경우 여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플러 천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여기가 일어나는 레이저의 주파수  1* 를 측정함으로써 이온의 유동속도

v|| 를 계산할 수 있다.

2  2  v1*  1   v  k  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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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 3.4에는 아르곤 준안정준위의 종류를 나타내었다[49].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의 경우 고에너지의 전자가 풍부하게 존재하여 이들
준안정준위 모두가 충분한 밀도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들
준안정준위 이온종 중 Severn et al.[48]은 G9/2 상태의 준안정준위
아르곤

이온의

밀도가

다른

파장대역보다

많게는

10배까지

높게

존재함을 보였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세기의 신호를
얻기에 유리한 표 3.3의 첫 번째 경로를 이용했다. 해당하는 LIF 진단
경로의 에너지 도표는 그림 3.9에 나타내었다.

표 3.3 여러가지 아르곤 LIF 경로[48].

A12 , A23 : absolute spontaneous transmission probability
 23 : branching ratio for the fluorescence transition

v : intrinsic minimum velocity resolution

표 3.4. 아르곤 준안정준위 이온의 종류와 존재시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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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아르곤 3d’ 2G9/2 이온의 LIF 경로와 에너지 도표[50].
(공기 매질에서의 파장으로 기록됨)

플라즈마 진단에 사용해온 제논 LIF 진단의 경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로 Hall 추력기 플라즈마의 이온속도 진단에 사용되었던
5d4D7/2→(605.1 nm)→6p4P5/2→(529.2 nm)→6s4P5/2의 경로이며[51],
하나는 플라즈마 쉬스 내 이온속도 진단에 사용되었던 5d4F7/2→(680.6
nm)→6p4D5/2→(492.1 nm)→6s4P3/2의 경로이다[9]. 이들 경로 중
하나를 선택 하는 것은 사용 가능한 레이저의 특성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예로 diode 레이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605.1 nm 영역대의
파장을 방출하는 diode 레이저가 없어 후자의 파장대를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LIF

진단을

위해

diode

레이저에

비하여

파장

변조범위가 넓은 한대의 tunable dye 레이저(Sirah社 Cobra-Stretch,
0.08 cm-1 @ 570 nm)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한대의 dye 레이저를
이용하여 아르곤과 제논 이온을 함께 진단하기에 용이하도록 제논의
LIF 경로와 dye의 종류를 선정했다(그림 3.10, 3.11)

３３

그림 3.10. 제논 5d4D7/2 이온의 LIF 진단경로와 에너지 도표[32].
(공기 매질에서의 파장으로 기록됨)

그림 3.11. Dye 레이저에 사용한 dye의 종류와
Ar+/Xe+ 여기 레이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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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에 연구에서 쉬스 내부의 이온 유동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LIF 진단 장치의 개요도를 나타내었다. 1차 펌핑 레이저로서 10
Hz의 주파수로 작동하는 15 ns 펄스 Nd:YAG 532 nm 레이저(Lotis TII
LS-2137)를 사용하였다. 532 nm의 레이저는 dye 레이저를 거쳐
원하는 파장으로 변조된다. Dye 레이저에서 방출된 3 mm 크기의
레이저는

노이즈

대비

구분

가능한

LIF

신호를

얻을

수

있는

반응부피를 만들기 위해 -40, 120 mm의 초점거리를 가지는 두 개의
25 mm 렌즈를 거쳐 9 mm의 크기로 확장시켰다. 레이저는 다시
잠망경(periscope)과 쿼츠(quartz) 시창구(window)를 거쳐 진공 챔버
안으로 입사되어 반응기 안에 위치한 타겟에 수직으로 입사되도록
하였다. 타겟에 레이저가 입사될 경우 반사 및 산란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신호가 생성될 수 있어 타겟에는  10의 구멍을 뚫고 스테인레스
관을 연결하여 레이저가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과한 빛은
반응기의 바깥에 설치한 면도날로 만든 beam dump에서 소멸되도록
하였다.
LIF 신호 검출기는 이온의 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설치하였고
스텝모터로 제어하는 선형운동레일(분해능  0.05 mm)을 이용해 측정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출기의 광학계는 그림 3.13과 같다.
이온으로부터 방출된 LIF 빛은 각각 f=50, 35 mm의 PCX 렌즈를 지나
PMT(Hamamatsu, H10721-110)로 들어갔다. 공간 분해능은 지름 1
mm의 pinhole에 의하여 결정되며, 약 2mm가 되었다. 필라멘트 및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배경복사선은 O.D. 6 이상, 선폭 (center
wavelength)  20 nm의 bandpass optical filter를 사용하여 최대한
PMT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노이즈 대비 신호의 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PMT의 전류 신호는 50  , 200 MHz Pre-amp를 거쳐
전압 신호로 변환하였고 Oscilloscope로 측정하였다. Oscilloscop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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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YAG

레이저와

트리거를

맞추었다.

스텝모터를

사용한

선형운동레일의 위치 변화와 dye 레이저의 파장 변환 및 데이터 수집은
Labview® 기반의 DAQ 프로그램으로 제어하였다(부록 A.1).

그림 3.12. LIF 진단 장비의 개요도.

그림 3.13. LIF 검출기의 광학 진단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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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 측정의 한 예는 다음의 그림 3.14에 나타내었다. -100 V의
바이어스 전위가 인가된 타겟 앞 60 mm 지점에서 얻은 Xe 플라즈마의
LIF 신호이다. 한 위치에서의 신호를 얻기 위해 총 50 nm의 파장을 0.5
nm 마다 측정하였다(101 acquisition point). 잡음 대비 신호의 세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나의 파장에서 LIF 신호는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250 번 (10 Hz, 25초) 평균하였다. Goeckner et al.[28-30]은 dye
레이저를 이용한 LIF신호를 얻기 위해 하나의 파장에서 200 `~ 1200
회 정도의 평균을 하였으나 1000회 이상 측정할 경우(250회 평균시 한
위치당 2500초, 1000회 평균시 위치당 10000초 소요) 쉬스 측정
동안에 발생하는 장 주기의 플라즈마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bulk
플라즈마 기준으로 잡음 대비 신호의 세기가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250 회 평균을 기준으로 정했다.

35

Ar100_n030V
S-G smoothing

Signal [mV]

30
25
20
15
10
5
0

605.09

605.10

605.11

605.12

605.13

Wavelength [nm]
그림 3.14. 타겟 앞 60 mm 지점에서 얻은 Xe 이온의 LIF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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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온 음파 진단(Ion Acoustic Wave; IAW)
플라즈마

내부에서의

국부적인

전기장의

전파하는

이온의

이온

교란에

음파(Ion
의해

인가된

진동이다[30,52,53].

Acoustic
전기장
이온

Wave;

IAW)는

교란의

방향으로

음파의

위상속도는

플라즈마 시스템 이온 음속(the ion sound speed of the system; the
system sound speed)이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의 이종 이온 밀도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플라즈마 이온음파의 발진과 측정은 펄스가 인가되는
망(grid)에서

발진된

이온음파를

랭뮤어

탐침을

수신기로

사용해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했다[53-58]. 이온음파의 측정장치는
다음의 그림 3.15에 나타내었다. 이온음파의 발진을 위해 플라즈마
내부에 삽입된 지름 60 mm의 스테인레스 망에는 함수발생기로부터 약
-8 V 크기의 펄스가 인가되었다. 펄스의 폭은 100 ns (rise/fall =
1/1)로 하였으며, 반복 주파수(repetition frequency)는 이온 플라즈마
주파수(~few MHz)보다 매우 작은 10 kHz로 설정하였다.
플라즈마에 이온음파가 발진됨으로써 이온 밀도의 불균형이 파동을
형성하므로 -45 V의 바이어스 전위가 공급된 랭뮤어 탐침으로 이온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이온음파를 측정했다. 탐침으로 흘러들어오는 이온
전류는 500 k Ω 의 전류 측정 저항(current sensing resistor)을
이용하여

전압으로

변환되었으며,

함수발생기

펄스의

하강시간에

트리거(trigger) 된 오실로스코프로 500회 평균하여 측정했다. 이온음파
발진 망으로부터의 랭뮤어 탐침의 위치를 변화시킴에 따라 랭뮤어
탐침으로 측정한 전류 신호는 다음의 그림 3.16과 같이 지연된 형태의
신호를 형성했다. 그림 3.17와 같이 랭뮤어 탐침 신호의 최대점(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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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의 위치에 따른 지연 시간(delayed time)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이온음파의 위상속도(vph)를 구하였다.
탐침의

위치는

스텝모터(stepping

motor)와

선형동작레일(linear

motion guide)을 이용해 2 mm (분해능 0.05mm) 단위로 조절하였다.
스텝모터의 회전각은 Labview® 기반으로 개발한 DAQ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DAQ

제어하였으며,

board에서

오실로스코프

펄스신호(TTL/4.8
또한

무선랜

통신을

kHz)를

생성하여

이용해

제어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했다(부록 A.1).

그림 3.15. 이온음파 측정 장치 개요. 반응기의 윗 쪽 벽으로 IAW 발진
기(grid)와 수신기(LP)가 삽입됨. 펄스의 하강시간에 트리거된 오실로스
코프로 전류측정저항 양단의 전위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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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이온음파 펄스 인가 메쉬와 랭뮤어 탐침 사이의
거리 증가에 따라 측정된 이온음파 신호.

그림 3.17. 이온음파 발진기로부터 수신기의 거리에 따른
피크 점의 지연시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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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 기체 방전 비충돌성 플라즈마에서 이온음파의 위상속도는,

 kBTe
 
v ph    
Mi
k

1
1    k D 

.

(3.3)

2

가 된다[53]. 여기서, Te 는 켈빈(K) 단위의 전자온도이고, k B 는 볼츠만
상수(Boltzmann constant),   c p cv 는 등적비열에 대한 등압비열의
비로써

등온조건에서

1이다[55].

낮은

주파수의

파동에

대하여

k D  1 이 되어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이온음파 위상속도는
플라즈마 경계에서의 Bohm 속도(Bohm velocity)와 동일하게 된다.

v ph 

kBTe
 vB
Mi

(3.4)

이종의 혼합 기체 방전 비충돌성 플라즈마에서 이온음파의 위상속도는,

v ph 

n1 2 n2 2
vB1  vB 2
ne
ne

(3.5)

이다[60]. 여기서 vBj  k BTe M j 는 j 이온종의 Bohm 속도이며, n j 는

j 종의 이온밀도로서 ne  n1  n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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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종기체 플라즈마 내 각 이온의 밀도
Equation Chapter 4 Section 1
일반적으로 이종의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방전을 일으킬 때 생성되는
각 이온의 분률은 중성기체 종의 비율와 같지 않다. 예를 들어 He-Ar
방전 플라즈마에서 중성기체 종의 비율이 He/Ar=80/20의 경우에도
He의 방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종의 혼합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형성되는 이온 분률을 예측하거나 측정하는 것은 이후의
실험 조건 설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각 이온의 밀도 분률이 특히
중요한 변수임은, 각 이온의 밀도 분률이 Baalrud의 모델에서 가정하는
instability 효과에 의해 쉬스 경계지점에서 각 이온의 입사 속도가
결정되도록 하는 핵심 인자이기 때문이다(식(2.9)).
4장 에서는 본 실험에 앞서, Ar-Xe 이종기체 중성종의 밀도 분률에
따른 플라즈마 내 각 이온의 밀도 분률을 산출하여 Baalrud 모델에서의
instability가

존재하는

실험조건을

4.1절에서는

입자균형모델을

설정하는

필라멘트

방전

과정을

기술하였다.

소스에서의

Ar-Xe

혼합기체 방전 플라즈마에 적용하여 각 이온 밀도의 분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수립했다. 4.2절에서는 3.5절에서 기술한 IAW 진단을 이용하여
Ar-Xe 혼합 방전 플라즈마의 이온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이를 4.1절의 예측과 비교하여 이온 농도의 형성에 대한 입자균형모델
예측이 타당함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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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의 입자균형모델을 이용한
Ar-Xe 플라즈마 이온농도의 예측
이 절에서는 이종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이온 밀도를 알아내기 위해
기존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에서의 입자균형방정식(particle balance
equation)을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해석에 적용하여 각 이온의
밀도를 이론적으로 예상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단일 종 플라즈마의 하전입자 밀도의 예측은 입자균형 방정식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선입관과는

달리

대개

에너지균형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진다[28]. 이는 입자균형방정식에서 하전입자의 생성항이 전자
온도 Teff의 함수이기 때문에 전자 온도 또는 온도의 분포를 모르고서는
입자의 생성과 손실관계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
온도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입자균형 방정식으로부터 밀도의 예측이
가능해지며, 특히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 소스처럼 하전입자의 생성이
벌크 플라즈마의 전자 온도와는 큰 관련 없이 주로 단일에너지의
방전초기전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벌크 플라즈마 전자온도의
분포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비교적 손쉽게 밀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함이 알려졌다[26,27].
본 연구에서는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 소스에서의 입자균형방정식을
Ar-Xe 혼합기체 방전 플라즈마 각 이온입자의 생성과 손실관계에
도입하여 각 이온 밀도의 분률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입자균형방정식을
Ar-Xe 혼합기체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에 적용하면 각 이온의 밀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i , Xe 

n p nXe iz , Xe v pV



0.6vloss , Xe WXe Lc  Ao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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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ni , Ar  
여기서,

n p nAr iz , Ar v pV

0.6vloss , Ar WAr  Lc  Aobj 

n p 는 방전초기전자의 밀도,

nAr ,

(4.2)

nXe 는 아르곤과 제논

중성기체종의 밀도, v p 는 방전초기전자 속도, V 는 플라즈마 생성 부피,

vloss , Ar , vloss, Xe 는 이온의 유출속도, Lc 는 자기장 커습의 총 길이, Aobj 는
타겟 및 탐침 등 플라즈마 내에 삽입된 물체의 총 면적을 의미한다.

WAr  , WXe  는 자기장커습의 손실 폭(leak width)으로, 하이브리드
라모어 반경,

rci rce

정도의 크기 이다[62].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플라즈마 반응기 내에는  100의 타겟, EP/LP, IAW launching 그리드,
Maxwell Demon 장치 등이 삽입되어 있어 이온의 주된 손실 경로가
벽면보다 삽입된 물체에 의하여 이루어짐과, 각각의 이온이 고유의
Bohm 속도 vB  kBTe M i 로 유출됨을 가정하면 식(4.1)과 (4.2)로부터
다음의 식(4.3)과 같이 각 이온 밀도의 비율을 예측할 수 있다.

ni , Xe
ni , Ar 


  iz , Xe

 iz , Ar

M Xe
M Ar

 nXe
n
 3.3 Xe

nAr
 nAr

(4.3)

식(4.3)의 계산에서 60 eV의 방전초기전자에 의한 아르곤과 제논의
이온화 반응단면적은 3  10-16 cm2[63], 5.5  10-16 cm2[64]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20 %의 오차를 가졌다.
식(4.3)으로부터 각 이온의 밀도비가 중성기체의 밀도비에 비례하는
값을 가짐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제논과 아르곤 혼합기체 방전의 경우
그 비례상수가 3.3이 된다. 이온화 반응단면적의 부정확성(  20 %)을
반영할 경우 식(4.3)으로 예측한 이온의 밀도는 다음의 그림 4.1과
같이 특정한 범위를 가지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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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Ar-Xe 혼합기체의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에서 입자균형방정
식으로 예측한 각 이온 밀도 비율. 이온화 반응단면적의 부정확성( 
20 %)을 반영할 경우 특정한 범위를 가지는 영역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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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AW를 이용한 Ar-Xe 플라즈마의 이온농도 진단
4.1절에서는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 소스에서의 입자균형모델을
Ar-Xe 이종 혼합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 적용하여 각 중성 기체 종의
혼합비에 대한 각 이온 종의 밀도 비율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온화
반응단면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단일 값이 아닌 최대 20 %의
불확실성을 가지는 영역을 구분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실험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온 분률의 실험적인 측정이 필요했다.
실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혼합기체 플라즈마의 각 종의 이온 밀도
분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mass spectroscopy[65] 혹은 masssensitive IEA[66]과 같은 직접적인 측정법과 spectroscopy[67],
이온음파(IAW) 진단[60]과 같은 간접적 측정법이 있었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이론이 명료하고, 장치가 간단하여 벌크 플라즈마 전자
밀도와 전자 온도를 크게 변화시키거나 이온을 별도로 인출할 필요가
없이 벌크 플라즈마 내부에서 형성된 각 이온의 밀도 분률을 측정할 수
있는 IAW 진단을 이용했다.
이종 혼합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IAW 위상속도와 이온 농도의 관계는
식 (3.5)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되었다[60](식(4.5)).

v ph  

kTe
kT
 1    e
M1
M2

v 2ph  vB2 2 ni 2
ni1
  2
,
 1
ne
vB1  vB2 2 ne

(4.4)

(4.5)

2
2
여기서 v Bj 은 j 종의 Bohm 속도로서 vBj  kTe M j 이다. 식 (4.5)에서

보이듯이 이온의 분률은 IAW 위상속도와 각 이온의 Bohm 속도

kTe M j 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IAW 위상속도와 전자온도를 측정하면

４７

각 이온의 농도 nij ne 를 계산할 수 있다[60].
실험은 3.1절의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에서 이루어졌다. 이온음파
위상속도는 3.5절의 IAW 진단을 이용하였으며, 전자온도는 3.2절에서
기술한 랭뮤어 정전탐침으로 측정했다. 실험이 이루어지는 중성기체
압력은 경우에 따라 0.16 ~ 0.73 mTorr의 범위 내에서 조절하였으며,
필라멘트 방전초기전자 방출전류는 100 ~ 245 mA의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플라즈마 전자 밀도를 5.6 ~ 5.8  109 cm-3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플라즈마 전자 온도는 1 ~ 1.4 eV의 좁은 범위 내에서
형성되었다. 실험 동안 타겟에는 쉬스 형성시와 동일한 -150 V의
바이어스 전위를 인가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Ar-Xe 플라즈마의 Ar 기체 혼합비에 대한 Ar 이온의 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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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의 아르곤 중성기체의 분률에 대한 아르곤 이온의 분률의
그래프에서 측정된 이온의 분률은 그림에 표시한 점선의 아래로 볼록한
개형을 그렸다. 이는 Ar-Xe 혼합기체 방전시 제논에 비하여 아르곤의
이온화가 잘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측정된 결과에 따르면, 예를
들어 아르곤 이온이 50 %를 차지하는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르곤 중성 기체 종의 분률이 7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의 그림 4.3에는 IAW 측정 결과(그림 4.2)와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에서의 입자균형방정식으로 예측한 이온 분률 예측 결과(그림
4.1)를

함께

나타내었다.

그

결과

측정값은

예측값의

영역

내에

존재하였으며, 특히 측정이 다양한 플라즈마 조건에서 이루어졌음에도

 iz , Xe  iz , Ar  1.52 의 경우의 예측과 잘 맞았는데, 이는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이온

밀도

분률이

각

이온의

생성과

손실관계로부터

결정되어 입자균형방정식으로 예측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그림 4.3. Ar-Xe 플라즈마의 이온분률 측정값과 입자균형방정식의 예측
값 비교. 이온화 반응단면적비가 1.52일 때 예측과 실험이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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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플라즈마 쉬스 전위 구조
Equation Chapter 5 Section 1
본 장에서는 전자방출 정전탐침을 이용하여 측정한 쉬스 전위분포의
구조적 해석을 진행하였다. 쉬스 전위구조의 해석은 이후 6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온 유동속도 해석에서 각 이온의 유동속도 형성에 미치는
쉬스 전위구조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선결 연구로서
진행되었다.

5.1절에서는

Oksuz와

Hershkowitz[19,20]의

실험에

기초하여 우선 아르곤 단일 기체종 방전 플라즈마 쉬스 전위분포의
구조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관찰결과를 보완하는 실험적 관찰
결과를 기술하였다. 5.2절에서는 Ar-Xe 혼합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구조적 해석결과를 서술하였고, 이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5.1. 단일 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전위구조
2.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EP 진단을 통해 얻은
아르곤

단일기체종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전위분포를

실험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을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High voltage의 Child Law
쉬스 모델(식(2.5))과 실험 데이터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실험적
electron-free high voltage 쉬스의 경계(X2)로 구분하였고(왼쪽),
Riemann의 프리쉬스 모델(식(2.4))과 일정한 전위분포를 가지는 별크
플라즈마의

교점을

벌크플라즈마-프리쉬스

경계(X0)로

구분하였다.

이후 프리쉬스의 시작점(X1)과 쉬스의 경계(X2)사이에 구분되지 않고
남는 영역을 실험적으로 정의된 전이영역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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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플라즈마 쉬스 전위구조 해석과정. Child Law 쉬스 모델을 이
용해 실험적인 쉬스를(X2), Riemann의 모델로 프리쉬스(X1)를 구분한
뒤, X2와 X1 사이를 실험적인 전이영역으로 정의함.
실험은

프리쉬스와

식(2.7))을

관찰하기

전이영역
위해

각

구조의

압력을

변수로

물리적인
하여

특성(식(2.4),

크게

두

가지

조건에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이온중성종간 충돌자유행정거리가 일정한 조건에서 방전초기전자 전류를
증가시켜 플라즈마 밀도를 변화시켰을 때의 각 전위영역의 구조적
특징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5.2에 나타내었다.
먼저, 실험적인 쉬스의 크기 s ,exp 는 Child Law 모델로 예측한 쉬스
크기 CL (식(2.6))와 비례하는 관계를 보였으나, Oksuz와 Hershkowitz
[19,20]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Child

Law

모델로

계산한

쉬스의

크기보다 측정된 쉬스 길이가 작게 측정되었다. 이 차이는 0.5 ~ 1.5
mm 정도이다(그림(a)). 압력이 일정한 경우 측정된 프리쉬스의 크기는
거의 일정했다 (그림(c)). 전이영역(그림(b))의 길이는 Riemann의
예상(식(2.7))과 비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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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0.4 mTorr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경우 플라즈마 밀도 증
가(방전초기전자 전류 증가)에 따른 각 쉬스 영역의 길이 변화. 압력이
일정한 경우 프리쉬스의 크기는 변하지 않음.

그림 5.3. 방전 초기전자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한 경우 아르곤 중성기체
압력의 증가에 따른 각 쉬스 영역의 길이변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프
리쉬스의 크기는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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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에는 방전초기전자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아르곤
중성기체의 압력을 증가시켜 플라즈마 밀도를 변화시켰을 때의 각
전위영역의 구조적 특징 변화를 나타내었다. 앞선 등압 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험적으로 정의한 electron-free high voltage 쉬스는
Child Law로 계산한 쉬스의 크기와 비례하나 약 1 ~ 2 mm 정도 더
작게 측정됨이 관찰되었다. 전이영역 또한 압력이 변하여 이온-중성종
간 충돌 자유행정거리 i  n 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Riemann의 예상 이론,
4/5 1/5
Ds
i n 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고, 프리쉬스 영역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크기가 감소하였다.
이상의 아르곤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 구조해석에서 관찰된 각
구간의 길이와 각 구간에서의 전위강하를 다음의 표 5.1에 정리하였다.

표 5.1. 아르곤 단일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구조 해석 결과

Vtarget
[V]

p Ar

Ds s ,exp CL

[mTorr] [mm] [mm] [mm]

CL  s ,exp
[mm]
([  λDs])

TR*

TR*

PS

 PS

[mm] [  Te ] [mm] [  Te ]

-100

0.4

0.44

5.9

6.5

0.6 (1.4λDs)

3.1

1.45

18

0.52

-100

0.4

0.51

6.5

7.8

1.3 (2.5λDs) 4.19

1.25

17.3

0.58

-100

0.4

0.68

9.5 11.1 1.6 (2.4λDs)

4.9

1.37

17.6

0.69

-100

0.4

0.79 14.5

15

0.5 (0.6λDs)

5

1.57

17.7

0.66

-30

0.4

0.97

6

8.5

2.5 (2.6λDs)

2.9

1.36

26.3

0.57

-30

0.6

0.94

5.8

7.6

1.8 (1.9λDs)

2.2

1.30

25.5

0.63

-30

0.75

0.72

3.7

5.6

1.9 (2.6λDs)

2.3

1.21

22.5

0.58

-30

1.0

0.64

3.6

5.2

1.6 (2.5λDs)

1.5

1.49

22.3

0.60

Average

~2.1λ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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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Te

~0.6Te

먼저, 실험적으로 Child Law와 일치하는 영역으로서 구분된 실험적인

s ,exp 는 Child Law로 계산한 쉬스 길이

쉬스의 크기

CL 보다

평균적으로 쉬스 경계에서 정의된 디바이 길이 Ds 의 2배 정도 짧은
값을

가짐을

관찰하였다.

같은

Child-Law

모델을

사용하여

구분하였음에도 두 길이가 차이를 보임은 언뜻 모순인 것으로 보이나,
각 과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오히려 차이를 가짐이 타당하다. 실험적으로
쉬스를 구분하는 과정은 e

k BTe , e

1 2 mv02 일 때 성립하는

Child Law 모델의 4/3승 규칙과 일치하는 전위분포를 가지는 영역, 즉
이온의 움직임이 주로 강한 전기장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 이미 freefall 운동을 하고 있는 공간만을 구분해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점은 쉬스가 형성되기 위한 Bohm flux가 형성되어 쉬스가
개시되는 근방의 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 Child Law 자체로서
쉬스의 크기 CL 을 계산하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 혹은
Bohm flux가 만족되는 지점으로부터 바이어스 타겟까지의 길이를
계산함을 의미하므로 CL 이 s ,exp 보다 긴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본 관찰 결과로부터 Bohm 조건이 만족하는 쉬스 개시점으로부터
디바이 길이의 약 두 배 길이 이후에 free-fall이 개시되어 급격한
전위변화가 일어난다는 현상적인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이 구간의
길이, 혹은, 쉬스의 특징길이가 쉬스 경계에서 정의된 디바이 길이임을
고려할

때

Child-Law

high

voltage

쉬스

특성의

플라즈마로의

침투길이가, 쉬스 경계에서 정의된 디바이 길이의 약 2배 정도로 관찰된
것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은 추후의 연구로 남겨두고 현상적으로 관찰된 결과에
기초하여 이후의 해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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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프리쉬스는 Riemann의 예측과 같이 이온-중성종간 평균
자유행정거리에 비례하는 크기를 가졌다. 즉, 이 공간의 특징 길이
(characteristic length)는 이온-중성종간 평균 자유행정거리 i  n 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비례경향을 보임은 프리쉬스 공간이 심지어 1
mTorr 이하의 낮은 압력조건에서도 이온과 중성종간 충돌이 빈번히
일어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프리쉬스에서의 전위강하는 평균적으로 약
0.6Te

였는데

이는

Bohm

속도를

만들기에는

충분한

크기이나

프리쉬스가 이온-중성종간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는 영역임을 고려할 때,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구조에서 Bohm 속도가 만족되는
지점은 실험적으로 구분된 프리쉬스 경계점에서 더욱 타겟 방향으로
이동한 지점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실험적으로 정의된 쉬스와 프리쉬스 사이에 구분된 전이영역의
크기는

Riemann이

예상한

것과

같이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으로

디바이길이 Ds 와 이온-중성종간 자유행정거리 i  n 의 하이브리드 평균
4/5 1/5
형태( Ds
i n )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이브리드 평균 형태의

크기를 가짐은 이 영역이 단순히 쉬스와 프리쉬스 두 이론으로 구분되지
못한

남겨진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이온-중성종간

충돌(특징길이

i  n )에 의해 지배되는 프리쉬스로부터 타겟 전위를 가리는 비충돌성
쉬스(특징길이

Ds )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물리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임을 의미한다. 또한 쉬스와 프리쉬스에서의 해석 결과에 따르면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분포상에서 Bohm 조건이
만족하는 쉬스의 개시 지점은 실험적인 쉬스와 프리쉬스 경계 사이의
전이영역에 위치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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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전위구조
본 절에서는 Ar-Xe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형성된 쉬스의
전위분포를 구조적으로 해석하였다. 해석과정은 앞선 절과 마찬가지로
Oksuz와 Hershkowitz[19,20]의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 해석법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구조적 해석에 앞서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 전위분포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해석은 시도된 바가 없다.
따라서 5.2.1절과 5.2.2절에서는 각각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와 프리쉬스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 도구를 도입하는 과정을 우선
기술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5.3.3절에서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의
전자방출 정전탐침으로 얻은 전위분포의 구조적 해석을 진행하였다.

5.2.1.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e-Free High Voltage 쉬스

본 절에서는 쉬스 전위분포의 수학적 모형을 도입하기 위해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의 e-free high voltage Child Law 쉬스
수식구조를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구조로 확장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우선, 낮은 압력에서 약하게 이온화된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영역의 크기가 이온-중성종간에 일어나는 탄성충돌 및
전하교환

충돌,

이온화

충돌의

자유행정거리보다

매우

작아

쉬스

내부에서 이온의 충돌에 의한 반응은 무시할 수 있으며, 이 공간 내의
강한 전기장으로 인해 다른 모든 이온간의 상호작용에 비하여 전기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함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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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각 종의 이온은 각각 에너지와 유속이 보존되는 운동을 함을
가정 하였고, 이를 일차원의 공간에서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Energy Conservation :

1
M ij u 2j  x   e  x 
2

(5.1)

Flux Conservation : en j  x  u j  x   J 0 j

(5.2)

식 (5.1)과 (5.2)에서 첨자 j 는 각 이온종의 종류를 의미한다. 각
이온의 쉬스 내부에서의 밀도는, 식 (5.1)과 (5.2)로부터,

J 0 j  2e 
nj  x 


e  M ij 

1/2

(5.3)

가 된다. 전자는 쉬스 내부의 강한 전기장으로 인해 쉬스 내부에
존재하지 못함을 가정하면, 전위 분포는 다음의 Poisson 방정식을
적분함으로써 식(5.5)와 같이 위치의 4/3승에 비례하는 분포를 가짐을
유도할 수 있다.

J0 j
d 2 e 
Poisson Equation :  2   
dx
 0  j 1,2 e

 
3 
  x    
2 
 

 J 0 j M ij 
j 1,2

0



1/2

 2e 
 

 M ij 



1/4
 2e  



1/2






(5.4)

4/3

x 4/3

(5.5)

식(5.5)는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 분포가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수식 구조와 같은 4/3승 비례 특성을 가짐을 의
미한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에서 측정한
전위분포를 식(5.5)의 함수식을 따라 x의 4/3 함수식으로 피팅하여 efree high voltage 쉬스 영역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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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약한 충돌성 프리쉬스 모델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프리쉬스의 전위분포는 단일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iemann의 프리쉬스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x   0 

x  x0

Te
e

(5.6)

i n

그러나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프리쉬스는 두 종의 이온이 각각 두
종의 중성 기체와 겪는 4가지 경우수의 충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식 (5.6)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종의 이온 각각이 중성종간에 겪는
충돌자유행정거리(collisional

mean-free-path)가

실질적인

유효한

특징길이가

되는

아닌,

충돌자유행정거리

프리쉬스의

eff 를 우선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표 5.2. Ar-Xe 이종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각 이온종의 충돌경로.
Incident
Particle

Background
Particle

Collision
Elastic
Resonant Charge Transfer

0

Ar



Ar  Ar  Ar  Ar

Ar+
(Eiz=15.8eV)
Xe





Ar  Xe  Ar  Xe
+

Ar

/

Xe

+

Ar0





Xe
(Eiz=12.1eV)
Xe



Xe  Xe  Xe  Xe
+

Ar

/

Xe



W  3.7eV

Elastic
Resonant Charge Transfer

0

+



Coulomb Interaction

b Estimation by atomic radiu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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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b

W  3.7 eV

Coulomb Interaction
Elastic
Asymmetric Charge Transfer

Xe  Ar  Xe *  Ar

+

1[28]

W  0

Elastic
Asymmetric Charge Transfer

0

Crossection
[  10-14 cm2]

Neglect
0.7b
Neglect

2[68]

W  0
Neglect

아르곤과 제논의 혼합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각 종의 이온이 가질
수 있는 충돌 경로를 표 5.2에 정리하였다. 각 종의 이온은 동일원소의
중성종

및

가능하다.

이온종,
본

이종원소의

연구에서는

중성종

약하게

및

이온화된

이온종과

모두

플라즈마에서

충돌이
이온간의

Coulomb 충돌은 매우 희박한 빈도로 일어남을 가정하여 무시하였다.
아르곤 이온의 경우 아르곤 중성종과 탄성 및 전하교환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들의 총 충돌 반응단면적은 약 1  10-14 cm2[28]으로써
이온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가정하였다. 아르곤 이온이 제논
중성종과 충돌 할 경우 탄성충돌 및 전하교환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들의 총 충돌 반응단면적은 원자의 반경을 고려하여 약 1.2  10-14
cm2임을

가정하였다.

제논

이온

및

중성종

또한

탄성

및

전하교환충돌을 일으키며 이들의 총 충돌 반응단면적은 약 2  10-14
cm2로[28] 가정했다. 반면 제논 이온이 아르곤 원자와 충돌할 경우에는
아르곤의 이온화 에너지가 제논의 이온화 에너지에 비하여 약 3.7
eV만큼 크기 때문에 전하교환충돌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탄성충돌만을
고려하였으며 그 크기는 원자의 반경을 고려하여 약 0.7  10-14
cm2임을 가정하였다. 이들로부터 각 이온의 평균 자유행정거리는,

Ar 


Xe 


1
 nXe0  Xe0 ,tot

(5.7)

1
nAr 0  Ar 0 ,el  nXe0  Xe0 ,tot

(5.8)

nAr 0  Ar 0 ,tot

으로 각 중성 종의 밀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프리쉬스 내에서 이온이 겪는 실질적인 유효 자유행정거리를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이온 종의 분률에 대한 가중 평균을 적용하여
다음의 식(5.9)과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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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 

nAr 
ne

Ar 


nXe
ne

Xe



(5.9)

식(5.9)는 식(5.6)과 함께 전자방출 정전탐침을 이용해 얻은 Ar-Xe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분포로부터 프리쉬스를 구분하는
데에 사용하였다(식(5.10)).

  x   0 

Te
e

x  x0

eff

(5.10)

쉬스 이전의 공간, 즉, 프리쉬스 내부에서 instability가 발생하는
조건이 형성됨을 주장한 Baalrud의 모델(2.3절)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이온-중성종간의 충돌 만을 고려한 식(5.10)를 적용하여
이종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분포로부터 프리쉬스를 구분하는
것은, Baalrud가 주장하는 프리쉬스를 instability가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 의미로서의 약한 충돌성 프리쉬스와 instability가 작용하는
공간으로 구분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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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Ar-Xe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전위구조

Ar-Xe 혼합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전위구조를 해석하는 과정을
그림 5.4에 나타내었다. 과정은 단일 이온종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
해석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각 영역의 구분을 위해 식(5.5)과
식(5.10)을 이용하였다. 두 식에 기초하여 e-free high voltage 쉬스
영역과 이온-중성기체간 약한 충돌성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프리쉬스
영역을 실험적으로 구분해 내었으며, 두 모델로서 구분이 불가능한
남겨진 영역을 실험적인 전이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실험은 아르곤과 제논의 중성종 압력을 0.16 ~ 0.73 mTorr의
범위에서 조절하여, 총 이온에 대한 아르곤 이온의 분률이 0, 20, 37, 58,
100 %인 조건에서(그림 4.3) 타겟의 바이어스 전위를 -150 V로
인가하여 이루어졌다. 아르곤 이온 분률이 0 %인 조건은 제논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를 의미하며, 아르곤 이온 분률이 100 %인 조건은
아르곤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경우를 의미한다. 각각의 경우
벌크 플라즈마의 전자 밀도는 5.6 ~ 5.8  109 cm-3으로 거의 일정하도록
했으며, 전자온도는 1 ~ 1.43 eV의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형성되었다.
각 경우의 쉬스 구조 해석 결과를 그림 5.5에 나타내었다.
그림 5.5에서 우선 실험적으로 구분한 e-free high voltage 쉬스의
길이는 각 이온분률 조건에서 거의 일정함이 관찰되었다(왼쪽). 이는
이온 분률이 다른 경우에도 전자 밀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전자 온도도 1 ~ 1.4 eV의 좁은 영역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종 이온-중성종간 유효자유행정거리를 사용한 식(5.10)으로
구분한 전통적 의미로서의 약한 충돌성 프리쉬스의 크기(오른쪽)는 총
압력이 증가하여 자유행정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감소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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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이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 쉬스 전위구조 해석과정. Child
모델(식(5.5))로 e-free sheath 경계를(X2), Riemann의 모델(식(5.10))
로 프리쉬스(X1)와 벌크플라즈마(X0)를 구분한 뒤, X2와 X1 사이를 실
험적인 전이영역으로 정의함.

그림 5.5. 총 이온에 대한 아르곤 이온의 분률에 따른 각 쉬스 영역의 길
이 변화. 프리쉬스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전이영역은 기체가 섞
여 있을 경우 특이한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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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역 사이의 전이영역은, 그러나, 단일종 플라즈마에서 관찰된
결과와 다른 특징을 보였다. 그림 5.5의 가운데 그림에 실험적으로
정의된 전이영역의 길이와 Riemann의 예측값의 비를 여러 아르곤
분률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관찰되듯이 기체가 섞여 이종의
이온이 존재하는 경우, 단일 이온종으로 구성된 플라즈마의 경우에
비하여 Riemann의 모델로 예측한 것보다 더 큰 길이를 가짐을 보였다.
단일 이온종에서 관찰된 결과에 의하면, 전이영역은 단순히 쉬스와
프리쉬스

이론으로

구분할

수

없는

남겨진

영역이

아니라,

약한

충돌성의 프리쉬스(특징길이 i  n )로 부터 비충돌성의 쉬스(특징길이

Ds )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두 특징길이의 하이브리드 평균
형태를 가졌다. 그러나 이종의 이온이 섞인 경우에 전이영역의 길이가
단일 종에서 관찰된 경향보다 더 길게 측정된 것은, 이종의 이온이

i  n )로

존재하는 경우의 전이영역에서는 단순히 프리쉬스(특징길이

부터 쉬스(특징길이 Ds )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물리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종의 이온이 존재하는 경우 전이영역 길이에서 관찰되는 독특한
특징은 전이영역에서의 전위강하의 경향에서도 관찰되었다. 그림 5.6은
아르곤 이온의 분률에 따른 프리쉬스 및 전이영역에서의 전위강하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Riemann의

모델(식(5.10))로

구분한

프리쉬스에서의 전위강하는 아르곤 이온의 분률에 따라 변함이 없이
0.5Te로 일정하였다. 이는 단일종 이온에서의 쉬스 구조에서와 같은
경향의 결과인데, 즉, 이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에서도 단일
이온종

플라즈마에서와

지배적으로
의미한다.

일어나는
그러나

마찬가지로
전통적

이종의

의미의

이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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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중성종간의
프리쉬스의
구성된

약한

영역이

전이영역의

충돌이
존재함을

경우

이

구간에서의

전위강하가

단일종

이온으로

구성된

전이영역에서의

전위강하보다 약 0.8Te정도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실험적
관찰로부터

이종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

쉬스의

전이영역에서는

프리쉬스에서 쉬스영역으로 물리적 전이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남을 유추할

수 있다. 앞선 2.3절의 Baalrud의 모델

관점에서 볼 때, 이종 혼합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이영역에서
존재함이 예상되는 또 다른 현상으로는 이종의 이온간에 발생하는
instability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위구조상에서 관찰된
결과만으로써는 결론을 지을 수 없으며, 이후 6장에서의 이온 유동속도
측정 결과와 상호 보완적인 비교를 통해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그림 5.6. 아르곤 이온의 분률에 따른 프리쉬스 및 전이영역에서의 전위
강하. y축은 전자온도 Te에 대한 배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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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플라즈마 쉬스 내 이온의 운동
Equation Chapter 6 Section 1
본 장에서는 LIF 진단을 통해 측정한 이온의 유동속도와 전자방출
정전탐침 진단을 통해 측정한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를 비교하였다.
6.1절에서는 이종 이온 플라즈마에서의 분석에 앞서 아르곤 및 제논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 내 이온의 유동을 기술하였으며,
6.2절에서는 아르곤과 제논의 이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에서
쉬스의 구조와 각 종의 이온 유동을 기술하였다.

6.1. 단일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 내 이온의 운동
아르곤과 제논의 단일 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 내에서 이온의
유동 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그림 6.1과 그림 6.2에 나타내었다. 실험은
총 이온에 대한 아르곤 이온 분률이 각 0(제논 100%), 100 %인
조건에서

이루어졌다(그림4.3).

그림에는

각각의

조건에서

형성된

쉬스의 전위구조를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음의

바이어스가

인가된

타겟에서

각

이온은

벌크

플라즈마에서는 거의 0에 수렴하는 유동속도를 가졌다. 이온은 프리쉬스
영역으로 내에서 점차 가속이 되었는데, 프리쉬스-전이영역의 경계에서
이들의

유동속도는

Bohm

속도에

미치지

못하였다.

프리쉬스에서

이온이 겪는 전위차이가 약 0.5 ~ 0.6 Te임에도 프리쉬스 경계에서
Bohm

속도에

미치지

못함은,

5.1절에서

예상한

대로

프리쉬스

내부에서는 전기장의 가속 방향 이외의 방향으로 모멘텀을 분산시키는
충돌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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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아르곤 단일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와 쉬스 구조
내부에서 아르곤 이온의 유동속도.

그림 6.2. 제논 단일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와 쉬스 구조
내부에서 제논 이온의 유동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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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쉬스에서 일차 가속된 각 종의 이온은 전이영역에서 추가로
전위강하를 겪으며 Bohm 속도에 도달하였다. 특징적으로 Bohm 속도에
도달하는 위치는 전위구조 분석에서 구분해낸 쉬스의 경계가 아니라 그
지점으로부터 약 1 m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르곤과 제논 플라즈마에서 쉬스 경계에서의 디바이 길이는 약
0.41, 0.44 mm 인데, LIF 진단의 공간분해 한계가  1 mm 임을
고려하면 Bohm 속도에 도달하는 위치는 실험적으로 구분한 쉬스의
경계로부터 디바이 길이의 2.3 ~ 2.5배 정도 떨어진 지점에 해당했다.
앞서 5.1절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실험적으로 구분해낸 e-free high
voltage 쉬스의 크기보다 Child Law 모델로 계산한 쉬스 크기가
평균적으로 디바이 길이의 2.1배 정도 길었던 것과, 이온의 유동속도가
Bohm 속도에 도달하는 지점 역시 쉬스 경계지점에서 디바이 길이의 약
2.3 ~ 2.5배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형성된 것은 상호 매우 유사하다.
앞선 2.2절에서 기술한 것 같이, 전위분포로부터 쉬스의 개시점을
정하는데 있어 Severn[6,7]은 쉬스와 프리쉬스 두 영역을 피팅한
직선이 이루는 교점으로서 정의하였으며 이는 C-L 모델의 예측값과
Bohm 조건이 모두 일치하는 지점이었으나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였고,
Oksuz와

Hershkowitz[20]은

C-L

피팅으로서

쉬스의

경계를

지정하였으나 이 점에서 Bohm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던 간극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관찰, 즉 이온이 Bohm 속도에
도달함으로써 쉬스가 개시되는 지점이 Child Law로서 예측한 쉬스의
경계와

일치하며,

이는

C-L

피팅으로

구한

쉬스의

경계로부터

디바이길이의 약 2배 떨어진 지점으로 특정할 수 있음은, 단일종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분포로부터 쉬스의 개시점을 찾기 위한 기존의
혼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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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종기체방전 플라즈마 쉬스 내 이온의 운동
본 절에서는 이종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 쉬스 내부에서 이온의
유동속도를 기술하였다. 6.2.1에서는 이종 기체 방전 프라즈마 쉬스
경계에서의 이온의 유동속도 측정결과를 Baalrud의 모델과 비교하였다.
6.2.2에서는 instability가 발생 할 경우 예상되는 각 이온의 상대속도와
모델에서의 예측을 비교하고 이를 전위구조와 비교하였다.

6.2.1. 이종기체방전 플라즈마 쉬스 경계에서 이온의 유동속도

앞선 절에서 단일 기체종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 해석과
이온의 유동속도 측정을 통해, 각 이온이 Bohm 속도에 도달하는
위치가 Child Law 쉬스 이론으로 계산한 쉬스의 위치(식(2.6))와
일치함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이종 혼합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경우
쉬스 경계에서의 각 이온의 속도가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는 까닭에
식(2.6)와 같이 쉬스의 경계점을 특정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종 혼합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쉬스 형성을 위해
각

이온이

만족해야

하는

유입속도가

결정되는

지점의

위치를

실험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5.2절에서와 같이 우선 e-free high voltage
쉬스의 위치를 구분하였다. 이후, 이 경계로부터 디바이 길이의 약 2배
정도의 떨어진 지점, 즉, LIF 진단의 공간분해 한계가  1 mm 임을
고려하여 약 1 mm 떨어진 지점의 위치를 이종이온 방전 플라즈마에서
쉬스를 형성하기 위해 이온이 만족해야 할 속도, 즉 일반화된 Bohm
조건을 만족하는 위치로 정의하였다.
실험은 총 이온에 대한 아르곤 이온 분률이 58 %(제논 이온 4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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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이루어졌다(그림4.3). 아르곤 및 제논 이온의 유동속도 측정
결과는 그림 6.3에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조건에서 형성된 쉬스의
전위구조 분석 결과도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단일 기체종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르곤과 제논 이온 모두 벌크 플라즈마에서는 거의 0의 유동속도를
가졌다. 이후 프리쉬스 안쪽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면서 가속이 되기
시작했으나 단일 이온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리쉬스의 경계에서 두
이온

모두

Bohm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각

이온

종은

전이영역안으로 유입된 후에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에 따라 실험적으로 구분된 e-free high
voltage 쉬스의 경계(타겟 앞 7 mm)로부터 약 1 mm(~2 Ds =0.92 mm)
떨어진 지점(타겟 앞 8 mm)을 일반화된 쉬스조건을 만족하는 쉬스경계
*
라 가정하고 이 지점에서 각 이온들의 유동 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xsh
*
결과 xsh
에서 아르곤 이온의 유동 속도는 약 1430  110 m/s, 제논

이온의 속도는 1080  120 m/s로 나타났다. 실험에서 플라즈마 온도는
약 1.0 eV이었으며, 해당하는 아르곤 이온의 Bohm 속도는 1590 m/s,
제논 이온의 Bohm 속도는 880 m/s 이었다. 즉, 쉬스 경계점에서
아르곤은 자신의 Bohm 속도에 비하여 낮은 속도로, 제논 이온은
자신의 Bohm 속도에 비하여 높은 속도로 유입됨이 관찰되었다. 이는
다음의 그림 6.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종이온간의 two streaming
*
instability를 도입해 이종 혼합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쉬스경계 xsh
에서

가벼운 이온은 자신의 Bohm 속도에 비하여 낮은 속도로, 무거운
이온은 자신의 Bohm 속도에 비하여 높은 속도로 타겟을 향해 유입됨을
예측한 Baalrud의 선행연구와 오차 범위내에서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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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Ar-Xe 혼합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와 쉬스 구조
내부에서 아르곤과 제논 이온의 유동속도.

그림 6.4. 이종이온 플라즈마 쉬스 경계에서의 각 이온의 유동 속도. 이종
이온간 instability를 고려한 Baalrud의 이론(점선)과 측정결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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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이종기체방전 플라즈마의 쉬스구조 속 이온의 운동

앞서 2.3절에서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이루어진
Baalrud 모델의 검증과정[12,13]은 쉬스 경계에서의 속도자체의 해석에
중점을 둠으로써, 일반화된 Bohm 조건을 만족하는 속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실체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instability에 의하여
쉬스 경계에서의 속도가 결정됨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쉬스 전위공간에
대한 이온 유동속도의 구조적 관점에서의 해석, 즉 instability에 의하여
예측되는 각 이온의 속도가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alrud 모델의 성립
가정 하에 이종 이온 플라즈마의 쉬스 구조 내부에서 이온의 움직임과
각 쉬스 전위구조를 비교함으로써 Baalrud 이론의 물리적인 발현
과정을 보다 구체화 하고자 하였다.
그림 6.5는 Ar-Xe 혼합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측정된 각 이온종의
유동속도와 전위구조의 해석결과를 함께 나타낸 것이고, 그림 6.6는
아르곤 이온과 제논 이온의 상대적인 유동속도( vrel = vd , Ar  - vd , Xe )를
쉬스의 전위구조와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각 종의 이온은
프리쉬스 영역내에서 점차로 가속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종의 이온이
같은 전위구간을 지날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르곤 이온은 제논 이온에
비하여 속도 증가가 크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형성된 약 0.5Te의
전위차이를 겪으며 두 이온의 상대속도가 쉬스 전위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두 이온이 전이영역 안쪽에 유입되면서 타겟 앞 약 12 mm
지점에서 상대속도가 약 250  136 m/s에 도달한 이후 상대속도의
증가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시작됨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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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Ar-Xe 혼합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에 따른 쉬스
구조 내부에서 아르곤과 제논 이온의 유동속도.

그림 6.6.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아르곤과 제논 이온의 상대 속도
와 쉬스의 전위구조.

７４

상대속도 증가가 일시적으로 정체 되는 구간은 C-L 쉬스 경계로부터
디바이길이의 약 2배 떨어진 지점(타겟 앞 8 mm), 즉 일반화된 Bohm
조건이 만족되는 지점까지 지속되었다. 이때, 이 구간에서 이온의
평균적인 상대속도는 약 283  114 m/s 이었다.
이종 이온 플라즈마 쉬스 전위구조 내부에서 각 이온종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Baalrud는 프리 쉬스 공간내에서 각 이온종의 상대속도가
어떤

한계속도

Vc (식(2.8))에 다다르면 두 이온종의 흐름간에

instability가 발생하여 쉬스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서로의 속도가
보상되면서 가속되어, 전위차이가 형성된 공간을 지남에도 이온간의
상대속도는 한계속도 Vc 로 유지됨을 주장한 바 있다. 본 실험에서
해당하는 실험 조건을 이용하여 계산한 Vc 의 값은 약 324  20 m/s
이고, 이는 측정된 평균적인 상대속도와 오차범위 이내에서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는 Baarlud가 주장한 이종 이온간의 two streaming
instability에 의해 쉬스 경계에서의 일반화된 Bohm 조건을 만족하는
단일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쉬스 경계에서의 속도측정을
통한 검증[12,13]과 더불어, instability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각
이온의 속도변화가 실험적으로 관찰됨으로써 Baalrud 모델에 대한
그간의 검증과정이 완비성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electron-free high voltage 쉬스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대속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 영역에서는 이온간의 instability
보다 강한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의 영향이 지배적인 이유로 각 이온은
더 이상 instability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free-fall
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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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Equation Chapter 7 Section 1
본 연구에서는 Ar-Xe 이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 쉬스 내부에서
각 이온종의 유동속도를 측정함으로써 Baalrud의 모델이 예상하는
instability 현상이 전이영역에서 발생함을 처음으로 관찰하였다.
이종의 혼합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이온 분률 실험조건은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 소스의 입자균형 방정식을 도입하여 예측하고, IAW
진단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iz , Xe  iz , Ar  1.52 를 사용한 입자균형
방정식의 예측과 잘 맞았다. 이는 필라멘트 방전 플라즈마에서 형성되는
각 이온 종의 분률은 이종기체간의 Penning 이온화 등에 의함이 아니라
방전초기전자에 의한 각 이온의 독립적인 생성과 소멸(또는 유실)의
관계로써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Baalrud의 모델이 예상하는 대로 instability 현상에 의하여 쉬스
경계에서의 유동속도가 결정됨을 실험적으로 관찰하기 앞서 잘 알려진
단일종 이온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 해석과 이온 유동속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전위구조 해석 결과 약하게 이온화된 플라즈마 쉬스의 전위구조는
쉬스-전이영역-프리쉬스의 3중 구조를 가짐을 관찰하였다. 실험적인
쉬스는 Child Law 쉬스 개형과 벌어지는 지점을 경계로 설정하였는데,
이때 실험적으로 정의한 쉬스의 크기는 Child Law 쉬스 모델로 계산한
크기에 비하여 디바이 길이의 약 2배 정도 작은 값을 보였다. 이는
실험적인 쉬스를 구분하는 과정은 이미 강한 전기장이 작용하고 있는
영역, 즉 free-fall 움직임을 하고 있는 영역만을 구분해내는 반면
Child Law 모델로서 계산한 쉬스의 크기는 Bohm flux가 공급되는
지점으로써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을 경계로써 구분해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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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쉬스는 Riemann의 모델에 따라 이온-중성종간 자유행정거리에
비례하는 크기를 가짐을 확인했으며, 이는 낮은 압력의 조건에서도
프리쉬스에서 약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리쉬스에서의
전위차이는 약 0.6Te정도였는데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온이 Bohm 속도를 가지는 지점은 프리쉬스의 경계로부터 더 타겟
쪽으로 들어간 지점에서 형성될 것이 예상되었다. 실험적으로 구분된
전이영역의 길이가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Riemann의 예측을
따라 디바이 길이와 이온-중성종간 충돌자유행정거리의 하이브리드
평균 형태의 크기를 가짐으로부터, 전이영역은 실험 과정에서 남겨진
미지의 영역이 아닌 이온-중성종간 충돌이 지배하는 프리쉬스로부터
타겟의 전위를 가리는 비충돌성의 쉬스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물리적
의미를 가진 공간임을 이해하였다.
전위구조 해석결과와 이온의 유동속도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단일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쉬스 형성을 위한 Bohm 조건이 만족되는 지점은
C-L 피팅을 통해 실험적으로 구분된 쉬스 경계로부터 벌크 플라즈마
쪽으로 디바이길이의 약 2배 떨어진 지점에서 형성됨을 관찰하였으며
또한, 이 지점은 Child Law 모델로 계산한 쉬스의 길이와 일치하는
지점이었다. 이를 통해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전위분포로부터
쉬스의 개시점을 찾는 과정에 존재하던 그간의 혼선이 하나의 일관된
설명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6.1절).
Baalrud의 instability 모델이 예측하는 쉬스 경계에서의 각 이온의
유동속도가 만족하는 이종 이온 플라즈마 쉬스의 개시점을 정의하기
위해 전위분포의 구조적 해석을 우선 수행하였다. 이종 이온 플라즈마
쉬스 전위분포의 구조적인 분석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전위구조 분석을 위해 high voltage Child Law
쉬스의 수식구조를 이종의 쉬스로 확장하였으며 그 결과 식 (5.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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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4/3승 규칙을 여전히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자 밀도가
일정한 경우 실험적으로 구분한 e-free high voltage 쉬스의 크기는
거의 일정함을 관찰하였다. 프리쉬스의 해석을 위해 각 이온이 혼합기체
내에서

겪는

유효

플라즈마에서도

충돌자유행정거리를

평균적인

가정했으며,

이온-중성종간

충돌성에

분석결과
의하여

이종
구분이

가능한 전통적 의미로서의 프리쉬스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에서 전이영역의 경우 Riemann의 예측을 따르지
않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혼합된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의

전이영역에서는 약한 충돌성의 프리쉬스에서 비충돌성의 쉬스로 물리적
전이가 일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으며,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의하면

이는

이종의

이온간에 작용하는 instability가 전이영역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였으나 실험적으로부터 구분한 쉬스 경계로부터
디바이 길이의 약 2배(~1 mm)만큼 이동한 지점이 실험적으로는 쉬스의
형성을 위한 Bohm 조건이 만족하는 쉬스의 개시 지점임을 Ar-Xe
플라즈마 쉬스 구조 및 이온 유동 해석에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아르곤은 자신 고유의 Bohm 속도보다 느리고 제논은 자신 고유의
Bohm 속도보다 빠른 속도가 측정되었으며, 각 속도 모두 Baalrud의
모델의 예측값과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가 instability에 의하여 결정됨을 확증하기
위해서

instability에

의하여

예상되는

이온의

속도분포(velocity

profile)에 대한 전위구조적 해석을 진행하였다. 아르곤과 제논 이온의
상대속도를

전위구조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Baalrud의

모델이

예측하는 것과 같이 상대속도가 일정한 영역이 전이영역으로 구분된
공간

안에

존재함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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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Baalrud가

예상하는 instability에 의한 각 이온 종의 속도변화과정이 측정됨으로써,
Baalrud

모델의

검증을

위해

기존에

선행되어

이루어진

쉬스

경계에서의 이온 유동속도 측정결과[12,13]와 더불어 Baalrud의 모델에
대한 일련의 검증과정이 완비성을 갖추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상의 관찰로부터 이종 이온 쉬스의 전위구조와
그 안에서 각 이온의 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쉬스의 경계는 단일 종 및 이종의 경우에 모두 전이영역 안에
형성되며, 그 지점은 실험적인 C-L 모델 피팅의 경계점으로부터 디바이
길이의 약 2배 떨어진 지점으로 나타난다. 둘째, 이종의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의 쉬스가 형성되기 위해 쉬스 경계에서 각 이온이
가져야 하는
일치한다.

속도는 Baalrud의 instability 모델이 예측하는

셋째,

instability가

발생하기

위한

이종의

것과

이온간의

상대속도는 이온-중성종간 충돌이 지배하는 전통적 의미의 프리쉬스
공간에서 발생하고, instability가 발생함에 따라 전이영역에서 유지된다.
넷째, 각 이온 종 간에 발생하는 instability가 전이영역에서 발생하는
까닭에

이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에서

전이영역은

기존

Riemann의 모델에 의한 예측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즉, 이종 이온으로
구성된

플라즈마

전이영역은

기존에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쉬스에서 해석된 것과 같이 프리쉬스에서 쉬스로의 물리적 전환이
일어나는 공간에 더하여 instability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

중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와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 모두의 경우에서 Bohm 조건,
또는, 일반화된 Bohm 조건을 만족하는 쉬스의 개시점이 실험적으로
구분된 전이영역에 존재함은 단지 현상으로 드러난 결과로서뿐만 아니라
Bohm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이영역의 역할로써도 공통점이 있음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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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일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경우, 충돌이 존재할 때 Bohm
속도를 가지기 위한 가속구간의 전위차는 프리쉬스에서의 약 0.5Te
보다 큰 값으로써 전이영역의 전위차 1.4Te를 포함할 경우 약 2Te
정도의 큰 값에 해당한다. 이는 이온이 충돌로 잃는 에너지를 보상하기
위해 결론적으로 약 4배의 에너지가 필요함을 의미하는데, 모든 가속
이온이

중성입자와

충돌한다면

약

절반의

에너지가

충돌을

통해

손실되므로 평균적으로 0.5Te의 두 배의 전위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이영역에서의 큰 전위차는 불필요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온이 쉬스 영역으로 가까워지면서 가속이 커지므로 동시에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도 커져 Bohm 속도에 도달하기 위한 전이영역의 큰
전위차이가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instability에 의하여 이온의 속도가 형성됨이 입증된
이종 기체 방전 플라즈마의 경우, 마찬가지로 각 이온이 Bohm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전위차이가 프리쉬스의 약 0.5Te보다 큰
값, 즉, 전이영역에서의 전위차이까지를 포함하는 값이 요구된다. 그림
5.6에서

관찰되듯이,

혼합된

이온이

instability를

일으키는

경우

전이영역의 전위차이가 단일 이온의 경우에 비하여 더 큰 값을 가지는데,
이는 이온-중성종간 충돌효과와 더불어 instability가 발생하는 경우
무거운 이온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온이
가지는 에너지가 전달됨으로써, Bohm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플라즈마 쉬스 전위구조에서 전이영역은 쉬스의 개시점에서
Bohm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속구간의 의미를 가지며, 큰 범주에서
전통적 의미의 프리쉬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임을 결론 지을 수 있다.
따라서, Riemann 방식의 프리쉬스 모델이 아닌 충돌 역학을 고려한
프리쉬스의 전위분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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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Labview® 기반의 데이터 획득 프로그램과 데이터 수
집 DAQ 회로의 구성

A.1. Labview® 기반의 데이터 획득 프로그램

그림 A.1. 선형동작의 수동조작(Manual Control)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선형동작레일의 리드(lead), 스텝모터 드라이버에 공급하는 펄스신호의
주파수 및 드라이버의 분해능은 작동 전에 미리 입력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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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이온음파(Ion Acoustic Wave;IAW)위상속도 측정 프로그램.
Receiver의 위치를 설정한 뒤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함. Oscilloscope를
무선송수신을 통해 제어하고 컴퓨터에 획득신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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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전자방출 정전탐침(Emissive Probe;EP) 측정 프로그램. 타겟
앞 탐침의 위치스캔 지점, 탐침 가열 전류의 크기, 바이어스 스캔 범위를
미리 설정한 뒤 자동획득한 신호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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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 레이저유도형광(Laser-Induced Fluorescence;LIF) 측정 프
로그램. 측정용 광학 모듈의 타겟 앞 위치와 획득 파장 및 획득 개수, 평
균 횟수 결정 후, 오실로스코프에서 획득한 신호를 컴퓨터에 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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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 랭뮤어 정전탐침(Langmuir Probe;LP) 측정 프로그램. 탐침의
바이어스 범위, 스캔 횟수, 스캔 주파수, 신호획득 주파수(Sampling
Frequency)를 결정한 후 획득한 신호를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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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전자방출 정전탐침 구동회로

그림 A.6. 전자방출 정전탐침(Emissive Probe;EP) 구동회로. 컴퓨터의
DAQ 보드에서 공급한 신호의 크기에 따라 1 kOhm 저항에 흐르는 Input
current가 결정됨. NPN 트랜지스터에서 전류를 증폭하여 EP 가열전류로
서 공급함. 가열전류의 크기는 전류측정저항(RI,sensing) 양단의 전압을 측
정함으로써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함. 회로 전체는 바이어스 공급회로가
공급하는 바이어스 전위를 따라다니도록 floated common 회로를 구성함.
Floated common을 구성하기 위해 Analog Device 사의 AD210AN 고립
증폭기(Isolation Operational Amplifier)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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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on Motion in Transition Region
Formed Between Sheath and Presheath
in Ar-Xe Plas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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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tions of Ar+ and Xe+ in the plasma sheath in Ar-Xe
discharged plasmas were studied

by using a laser-induced

fluorescence (LIF). The experiments were done in the weaklyionized, unmagnetized DC filament discharged plasma source. The
particle balance equation of filament discharged plasma source was
applied to the each ion species, in order to establish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ion concentrations of each ion species which were
also verified by measurement of the phase velocity of the ion acoustic
wave(IAW)[60]. The potential profiles of the plasma sheath were
measured by using emissive probes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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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pure argon discharges the potential profile was classified
into the 3 layers according to the Oksuz and Hershkowitz’s[19]
method, which are the sheath, transition region, and presheath. The
length of each region was also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ngth of the experimentally separated sheath region was smaller
than the expectation of the Child Law about twice of the Debye length
at the sheath edge, the length of the transition region was
proportional to the expectation of Riemann[18], and the length of the
presheath was proportional to the ion-neutral collisional meanfree-path. Each potential difference in the presheath and the sheath
were revealed about 0.6Te and 1.4Te.
For the analysis of the sheath structure of the Ar-Xe plasma
sheath, the Child Law was expanded to include two ion species, and
the effective collisional mean-free-path considering collisions
between both two ion species and two neutral species.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length of the presheath was proportional to
the effective i-n collisional mean-free-path regardless of the ion
concentration, but the length of the transition region was revealed to
be larger when the ions are mixed. The potential difference was also
about 0.5Te inside the presheath, but became larger inside the
transition region when the ions are mixed.
The LIF result, for a pure species case, shows that the Ar+ and
Xe+ ions reaches their own Bohm velocity, about twice of the Debye
length off the experimentally defined sheath edge, and the point
coincide with the expectation of the Chil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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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wo-ion species plasma, the velocities of Ar+ and Xe+ at
the point about twice of the Debye length off the experimentally
defined sheath edge made a good agreement with the Baalrud’s [11]
theoretical model considering the streaming instability between two
ion species, which already observed by Yip and Hershkowitz[12,13].
In order to confirm the Baalrud’s model, however, the distribution of
relative ion velocity, which were expected by the model, should be
observ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 it is observed that the
relative velocity increased inside the presheath and became constant
inside the transition region. And the mean relative velocity inside the
transition region was revealed to be same with the expectation of the
Baalrud’s model within error. This was the first observation as we
knew.
In addition, phenomenal analysis on the fact that the Bohm criterion
was satisfied inside the transition region in both single and two-ion
species case was carried out. Thus the role of the transition region
to make the ions to satisfy the Bohm criterion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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