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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상압플라즈마를 이용한 제염 공정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는 비고착성 및 고착성으로 표면 오염된 방사성 금속폐기물

이 지속적으로 배출·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금속 표면 오염물질을 습식 공정으로

처리할 경우 2차 폐기물이 과다 발생하고, 일반적인 물리적 건식 제염 방법은 공

정이 복잡하며 낮은 제염률로 제염 처리 후 환경 방출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차 폐기물 발생량이 현격히 적으며

친환경적이고 표면 오염 제거에 탁월한 플라즈마 건식 제염기술을 연구하였다. 특

히 기존 저진공 플라즈마 제염 기술은 진공 조건의 제약이 있으므로 시설 벽면 등

으로 적용성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상압 플라즈마 제염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산업적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압플라즈마 장치의

종류 및 특성을 분석하여 제염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장치 모드를 선정 및 제작하

여 그 장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염공정에 사용될 상압플라즈마 장치는 현장 적

용성, 즉 이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속성폐기물 모제의 회수를 위하여 300 ℃ 이하

의 낮은 온도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

분석된 상압플라즈마 운영 모드 중에서 저온 플라즈마 토치 방식이 가장 최적의 조

건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염 공정 개발을 위하여 플라즈마 토치 전극의

설계 및 제작 그리고 특성 분석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염 후 탈착된 비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비산분진 회수 및 필터링에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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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제염 공정 실험을 위해서 채택된 저온 플라즈마 토치 장치는 3D 입체면 처리를 위

한 원통형 형식과 평탄한 대면적 처리를 위한 직육면체 형식의 2가지 방식으로 제

작되었다. 2가지 형식 모두 전원은 13.56 MHz의 RF 출력을 사용하였으며 전극은

열 및 전도성이 우수한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또한 안정적이고 균일한 플라즈마

의 발생을 위하여 두 전극 사이에 1mm 두께의 석영관을 장착하였다. 제작된 장치

의 전극 형태별 및 실험인자 변화에 따른 특성 분석 통해서 최적의 공정조건을 도

출하기 위한 입력인자 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플라즈마 기체로 사용된 헬륨 및 아르

곤의 유량률과 기체 조성비 변화, 인가되는 RF 출력 값에 따른 라디칼 강도 변화

그리고 기체의 온도 분포 및 플라즈마 플레임 크기를 조사 분석하였다.

플라즈마 기체로 사용된 헬륨 및 아르곤 두 기체 각각의 유량률 변화에 따른 라디

칼 강도 변화 실험에서 주어진 출력 조건에서 헬륨 기체의 유량율이 1 slm에서 10

slm까지 증가함에 따른 라디칼 강도 변화가 두 형식 모두 헬륨의 유량율이 5 slm

정도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으며 가장 안정적인 플라즈마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에

반해 아르곤 기체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형식 모두 매우 불안정한 플라즈마 조건

을 형성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헬륨 기체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플라

즈마 조건을 형성한 후 아르곤 기체를 혼합할 경우 두 기체 모두 라디칼 강도는 감

소하였으나 안정적인 플라즈마 조건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효율

적인 제염 공정을 위해서는 일정 길이 이상의 플라즈마 플레임이 요구되는데 가벼

운 헬륨 기체만을 사용할 경우 수 mm의 짧은 플레임 길이를 형성하였지만 헬륨

기체에 무거운 아르곤 기체를 각각 10 slm 단위로 혼합할 경우 플라즈마 플레임 길

이를 1.5 cm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플라즈마 기체의 온도

분포에 대한 실험에서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라디칼

과의 화학반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온도조건이 요구되는데 원통형

형식의 경우에는 헬륨 기체만을 사용할 경우가 더 높은 온도 조건을 형성할 수 있

는 반면, 직육면체 형식의 경우에는 헬륨 기체와 아르곤 기체를 혼합하는 것이 더

높은 온도조건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전극과의 거리에 따른 온도 분포는 두 형

식 모두 비슷한 특성을 보였으며 5cm 부근에서 상온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상압플라즈마 제염 공정 후 발생하는 비산분진의 회수를 위하여 기본적인 필

터링 이론을 정리하였으며 상용 pre, medium 필터 및 HEAP, charcoal 필터로 구성

되는 필터링 모듈을 설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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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따라서 지금까지 확보한 저온․저진공플라즈마 제염기술을 기반으로 현장 적용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상압플라즈마 장치의 개발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입증된 저온․저진

공플라즈마 제염기술과 접목한다면 방사성 오염 제염에 이 기술의 뛰어난 적용성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상압플라즈마 제염 공정을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저진공 플라즈마 기술과 연계하여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다음과 같은 제염 분야의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 할 것이다.

· 축적된 고착성 표면 오염 폐기물 처리 혹은 모재 회수 예정 폐기물

· 원자력 시설 표면 고착성 오염

· 제염 처리가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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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 Study on Decontamination Process Using Atmospheric Pressure Plasma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urface contaminated metallic radioactive wastes are being discharged

continuously from domestic and foreign nuclear facilities. These wastes can be

decontaminated by wet process but the wet decontamination process gives rise

to the toxic secondary wastes problems. There are also dry decontamination

process. But, until the present time, dry methods are bearing complicated

process and have low decontamination rate. Now a days one of the promising

decontamination method, low vacuum cold plasma decontamination process is

developed. This dry process rarely makes secondary wastes and has fast

reaction rate over the that of wet process. But the conventional plasma

decontamination process is restricted by vacuum environment. In this research to

overcome the limits of vacuum condition and to expand the applicability,

atmospheric pressure plasma and filtering system are studied.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research two types of cold plasma torches were manufactured in order to

develope an atmospheric pressure plasma technology can be applicable to the

radioactive waste decontamination process. One of the cold plasma torches is the

cylindrical type with two coaxial electrodes which can be used in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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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ree-dimensional surfaces. The other cold plasma torch is the rectangular

type with two flat electrodes applicable to the treatment of flat and large

surface areas. The RF power of 13.56MHz and the aluminum electrode which is

excellent in both thermal conductivity and electrical conductivity were applied to

both the types. Also, the quartz tube of one millimeter in thickness was located

between two electrodes for the stable and uniform plasma condition.

Ⅳ. Result of Project

In this study cylindrical and rectangular types of the plasma torches were

developed and experimentally analyzed by varying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gas flow rates, gas compositions and RF powers. Especially, radical densities,

gas temperatures and the plasma flame length were qualitatively evaluated for

flexible applications of the plasma torches. In testifying radical densities,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 was utilized.

First of all, the radical intensities of the two plasma torches was investigated at

various gas flow rates of He and Ar, each of which was used as plasma carrier

gas at a fixed power. In case of the plasma torches using He, both of them

showed the most effective radical intensity at the 4-5 slm flow rates. On the

other hand, the plasma torches using Ar were very unstable and had higher

breakdown voltages than those of plasma torches using H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plasma torches using He are definitely superior to those using

Ar. However, He is so lighter than Air that the discharged He gas emitted

through the electrodes was easily dispersed into the atmospheric circumstance

and generated only a few-millimeter plasma flame length. This short flame

length is a fatal drawback of the torch using He gas in that cold plasma

torches typically require longer plasma flames for the effective treatment of

complex surfaces when the atmospheric pressure plasma technology is applied to

the decontamination process. In order to compensate this flaw, Ar was added to

the plasma torches using He as plasma carrier gas, and then the length of

plasma flame was improved up to 1.5 cm at maximum.

To increase the interactions between radicals and objective materials, the

appropriate temperature which is not damage base materials may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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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ylindrical plasma torch took the higher temperature in single using of He

as plasma carrier gas than in using the composition of He and Ar, but the

rectangular plasma torch took higher temperature in using the composition of He

and Ar than in single using of He. The temperature of both ranged about 100

℃ at the distance of 2 cm from the end of the electrode and decreased to 30 ℃

at the distance of 5 cm

Through the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two plasma torch types on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gas flow rate, gas compositions and RF power, the

inducement of the optimized process and the field applicability of the cold

plasma torches was found

Besides in this study filtering module using pre, medium, charcoal, and HEPA

filter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More intensive study for developing

filtering system will be followed.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It is possible that the development of the atmospheric pressure plasma torch

based on the low temperature and low vacuum plasma decontamination

technology which has developed and verified can make the complementation of

the site applicability and the certification of the superiority of the plasma

technology among radioactive waste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By development of decontamination equipment and optimum decontamination

process our technical status can be remained as competitive in the worldwide

plasma decontamination field.

The results can be directly utilized for the manufacturing by equipment supplier

and for the commercial scale decontamination project, if steady and practical

equipment application is continued.



- vii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Section 1.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1

Section 1.2 Objectives of the Research ··············································································4

Chapter 2. State of the Ar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 5

Section 2.1 Concept of Plasma ·····························································································5

Section 2.2 Cold Plasma Chemistry and Plasma Etching ···········································14

Section 2.3 Introduction to Plams Decontamination Technology ······························17

Section 2.4 Characterization of Atmospheric Pressure Plasma ··································19

Chapter 3. Scope and Results of the Research ····························· 46

Section 3.1 Development of Atmospheric Pressure Plasma Torch ···························46

3.1.1 Experimental Apparatus ·····································································46

3.1.2 Experimental Procedure ······································································48

3.1.3 Results and Discussion ·······································································49

Section 3.2 Analysis of the Scattered Dust and the Filtering System ···················84

3.2.1 Basic Adsorbing Theory and Adsorbent ·······································84

3.2.2 Design and Manufacturing of Filtering Module ··························87

Chapter 4. Degree of Achievement and Contribution ·················91

Chapter 5. Utilization of the Reserch Results ································92

Chapter 6. Present Technology Information ··································· 93

Reference ······································································································ 102



- viii -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1.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4

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5

2.1 절 플라즈마의 개념과 분류 ·······················································································5

2.2 절 저온 플라즈마 화학과 플라즈마 식각 반응 ···················································14

2.3 절 불연성 방사성 폐기물 플라즈마 제염 기술 개요 ·········································17

2.4 절 상압플라즈마 특성 분석 ·····················································································19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46

3.1 절 상압플라즈마 토치 개발 ·····················································································46

3.1.1 장치의 개요 ········································································································46

3.1.2 실험 절차 ············································································································48

3.1.3 결과 및 논의 ······································································································49

3.2 절 비산분진회수 및 필터링 시스템 특성 분석 ···················································84

3.2.1 기본적인 흡착 이론과 흡착제 ········································································84

3.2.2 필터링 모듈의 설계 제작 ················································································87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91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92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93

참고문헌 ········································································································· 102



- 1 -

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1.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원자력 발전은 지구 온난화, 산성비 등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혹은 유해 가스 배

출량이 적어 전력 생산 과정에 있어서는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비교적

청정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

다. 원자력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은 대부분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으로써 오염 물

질 및 경로에 따라 단기적/장기적 기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

을 미치게 되는데, 지표/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을 초래했을 때 생태계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따라서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 에

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실정상 방사성 오염 물질의 관리 및 처리는 매우 중요

한 문제이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상태나 형태에 따라 과정의 차이는 다소 있지

만 중·저준위 폐기물은 대개 부피를 최소화하여 드럼에 저장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기체상 방사성 오염 물질의 경우 흡착필터로 포집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액체

상의 경우 증발농축법 또는 이온교환흡착처리법을 채택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을 제

거한다. 고체 폐기물은 원자로 건물에서 나온 각종 기기류, 부품, 공구류 등의 금속

폐기물과 작업복, 장갑 등이 있는데 일정한 장소에 보관 후에 압축하여 드럼으로

밀봉하여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성 방사성폐기물 중 상당수는 그 자체가 방사

성 오염 물질이라기보다는 오염 핵종을 표면에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염 공

정을 거쳐 폐기한다면 드럼에 보관해야 하는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폐기물에 대한 제염과 함께 특히 제염 공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원전 운영 중에 방사성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1000

MWe급 원자력발전소 1기를 1년간 가동 시 폐기물량은 사용후핵연료 약 19톤과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약 200 드럼에 달한다. 또한 수명이 다하여 운전이 정지된 원

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경우는 원자로를 포함한 1차 계통 대부분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고방사능을 띠고 있으며 폐기물의 양 또한 매우 많이 발생한다. 경제협력

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Nuclear

Energy Agency, OECD/NEA)의 보고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원자력시설의 제염해체

과정에서 약 3천만 톤의 금속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원자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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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러시아형 RBMK 1000 원자로 한

호기를 해체할 때 약 3만 5천 톤의 크롬강과 니켈 금속합금 등이 발생할 것으로 추

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로 2호기, TRIGA MARK-Ⅲ의 해체 및 고리원자력발

전소 1호기의 노후로 인한 기기 및 부속의 보수와 교체로 금속 방사성 폐기물의 제

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가 선정되어 처분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저장 방법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한정

된 처분 시설의 여건에서 드럼에 밀봉 보관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

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

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폐기물 중 상당수는 그 자체가 방사성 오염 물질이라기

보다는 오염 핵종을 표면에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표면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공정을 거쳐 모재에서 제거된 오염 핵종만을 폐기한다면 드럼에 보

관해야하는 폐기물에 대한 획기적인 감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실제 제염의 수행에서는 오염 핵종과 폐기물의 방사선 준위 및 형태와 상태를 고려

하여 단일 혹은 둘 이상의 복합 처리 공정이 선정된다. 이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어떤 공정이 최대 총폐기물량의 감용 효과를 낼 수 있는 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금속의 부식막 등에 축적되는 방사성 부식 생성물(CP;

Corrosion Product)과 핵분열 생성물(FP; Fission Product) 핵종이나 U, Pu과 같은

TRU(Trans-Uranium) 핵종 제염 작업 중 발생하는 표면 오염성 폐기물의 경우 표

면의 오염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모재(base or substrate material)의 제

염 처리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엄청난 폐기물 감용 효과와 함께 공정의 축소에 따른

지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의 제염처리 방법에는 크게 습식 처리법과 건식 처리법이 있다. 기존

의 방식은 주로 강한 산을 이용한 습식 처리법으로 이 방법은 오염 핵종과 재료간

의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산을 이용하여 제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

나 해체 설비와 폐액 처리 설비 등의 주변 설비가 다수 필요하며, 해체/제염/폐액처

리에 복잡한 공정을 요구하고 특히 다량의 2차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필

요한 제염 설비도 줄이고 2차 폐기물의 양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습식 처리에서

와 같은 제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식제염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대표적인 건식 제염 방법으로 진공흡인법(vacuuming), 연마세정(abrasive cleaning),

이산화탄소펠렛분사(CO2 blasting) 등이 개발되어 왔다. 진공흡인법은 물리적으로

부착된 입자성 오염원을 흡입-여과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화학적으로 고착화한 핵

종을 제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나 핫셀(hot cell) 벽면 제염 등 약한 결합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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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 오염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연마세정(abrasive cleaning)은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나 등의 재질의 비드(bead)를 고압 공기로 분사하여 오염 표

면을 연마시켜 방사성 물질과 오염 표면을 함께 제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제

염 효과가 다소 낮고 오염 표면이 훼손되며 건식 공정이지만 2차폐기물의 발생이

많다는 단점 때문에 시설 제염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펠렛분사

제염은 이산화탄소(CO2) 입자가 오염 표면과 충돌을 일으켜서 세정 작용을 하며,

-78.5℃의 낮은 온도의 이산화탄소펠렛이 표면에 열 충격을 주어 미세 균열을 발생

시키고 균열 내부에 침투한 이산화탄소 입자가 팽창하면서 물리적으로 부착된 오염

물질을 제거하게 된다. 그러나 화학적 고착 오염에는 적용이 어려우며 열충격에 의

해 모재가 손상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제염 방법은 대체로 습식의 경우 공정 속도는 빠르나 2차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건식은 대체로 감용 효과는 크지만 오염물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는

경우 적용이 어려웠다. 습식 처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반응률을 지니며 2차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플라즈마 기술이 제염 공정에 도입되

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건식 제염 방법 중의 하나인 플라즈마 처리 기술은 오염 핵

종과 반응하는 원소를 포함한 전리 기체를 생성시켜서 오염 모재로부터 대상 핵종

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플라즈마 공정 기술은 건식이면서도 반응률이

높으며 2차폐기물 발생량이 습식에 비해 매우 적다. 또한 다양한 플라즈마 출력의

적용이 가능하여, RF 플라즈마, DC 아크방전, 대기압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대

기압 RF 플라즈마 등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방사성폐기물 제염 공정에 플라즈마 기술을 도입한다면 신

속한 공정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습식에서 야기되는 2차폐기물의 다량 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택적 제염이라는 플라즈마 공정 특성으로 인하여

오염 핵종만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폐기물 감용 효과와 더불어 모재 회수 및 재활

용이라는 경제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플라즈마 제염 공정 연구는 주로

저진공 플라즈마를 이용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 제염 공정은 플라즈마

용기 내에서 부압이 걸린 채 제염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오염물 확산 방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설 제염 등에는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압에서 운영 가능한 플라즈마 제염 공정 개발을 위하여 상압플라즈마에 대한 기

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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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방사성폐기물의 표면 오염을 구성하는 주요 핵종들은 방사성 부식 생성물인 Co,

Fe, Ni, Cr, Mn, 핵분열 생성물인 Mo, Tc, Ru, Rh, 그리고 TRU인 U, Pu로 구분된

다. 이러한 핵종에 의한 표면 오염 제염을 위해 일본과 미국 등 주요 원자력 선진

국에서는 플라즈마 공정을 적용한 건식 제염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선택적 제염성이 뛰어난 저온․저진공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 처리 방식은 국제저

명학술지에 게재된 주요 연구 성과를 통해 이미 핵심 기술이 상당부분 확보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그 실용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상태이다.

하지만 저온․저진공 플라즈마 건식제염 방법은 매우 높은 제염효율에도 불구하고

진공시스템이 요구되는 등 일부 현장 적용성에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공

시스템에 의한 저온․저진공 플라즈마 제염 기술의 제약을 보완 할 수 있는 대기압

(상압)플라즈마 기술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실증된 저온․저진공

플라즈마 제염 기술과 접목하여 방사성 오염 제염에 이 플라즈마 기술의 뛰어난 적

용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압 플라즈마 제염 기술은 국내의 경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연구가 시도된 바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제염 공정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TRU핵종에 특화한 실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의 기본이 되는 상압플라즈마 세정 기술은

이미 국내에서도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자체 공정연구를 통해

새로이 방사성 오염 제염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산업적 혹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압플라즈마 장치

의 종류 및 특성을 여러 국내외 논문자료를 통해서 조사 및 분석하여 제염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장치 모드를 선정 및 제작하였다. 제작된 상압플라즈마 제염장치의

전극 형태별 및 주변인자의 변화에 따른 특성분석을 위하여 플라즈마 기체의 유량

율, 조성비 및 인가되는 RF 출력에 따른 라디칼 발생 효율 및 온도 측정을 통해서

제염 대상물의 형태, 오염물질의 고착상태 및 구성 등에 따른 최적화된 공정도출

및 현장 적용성에 대한 가능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진공시스템 없이 운영되는

상압플라즈마 시스템에서 비산분진 회수 및 필터링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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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1 절 플라즈마의 개념과 분류

일반적으로 플라즈마라 함은 고체, 기체, 액체 외의 제 4의 물성상태를 말하며 양하

전과 음하전이 자유롭게 평형을 이루는 전리된 상태를 의미한다.

플라즈마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 CTE (Complete Thermodynamic Equilibrium) plasma

▪ LTE (Local Thermodynamic Equilibrium) plasma

▪ non-LTE plasma

CTE 플라즈마는 모든 하전입자의 온도가 균일하고 열역학적으로 평형상태를 유지

하며 단지 별이나 강한 폭발에 의해 아주 짧은 시간 유지되는 플라즈마 상태를 의

미하고 실제 실험실에서의 제어는 거의 불가능하다.

LTE 플라즈마는 일반적으로 열플라즈마 (thermal plasma)라고 하는데 열역학적으

로 부분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며 중하전입자의 에너지는 아주 높아 106-108 K에

이르는 플라즈마 상태를 말한다. 플라즈마 jet와 torch가 여기에 해당하고 플라즈마

분사 공정에 의한 코팅의 증착 또는 광물질의 추출, 환원, 용융 등에 이용된다.

Non-LTE plasma는 열플라즈마와 대비하여 저온 플라즈마 (cold plasma)라고 하는

데 열역학적으로 평형상태에는 도달하지 못한 플라즈마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

에서의 중하전입자는 상온을 유지하는데 비해 전자의 온도는 104-105 K을 유지한

다. 저온 플라즈마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기체를 이용함으로써 물리적 및 화학

적인 반응에 상당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그 응용 범위는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

게 이용되고 있다.

플라즈마는 발생원에 따라 DC plasma, RF plasma 및 microwave plasma로 분류된

다.

DC 플라즈마

DC 글로우 방전은 두 전도성 전극 사이에 기체를 주입하고 직류 전압을 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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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만든다. 큰 임피던스(impedence)의 전원 공급장치가 DC 방전에 이용된다.

기체에는 방사선이나 우주선에 의해 이온화된 아주 적은 양의 자유 전자들이 존

재한다. 자유전자는 빛에 의한 이온화나 강한 전기장에서 전자가 방출(field

emission)될 때 생성되기도 한다. 기체에 전압이 인가되면 이런 전자들은 에너지

를 얻게 되고 중성 원소들(원자나 분자)과 충돌하여 에너지를 잃기도 한다. 이러

한 원자나 분자들은 충돌 표적(target)이라고도 불린다.

처음에는 전자의 에너지가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키거나 여기시키기에 충분치

않아 전자들은 탄성 충돌만 하게 된다. 원자나 분자와의 탄성 충돌로 전자가 잃

는 에너지의 비율은  정도이며 은 원자나 분자의 질량이다. 이렇게 해서

충돌 동안 전자는 전체 에너지의 아주 작은 부분만 잃는다. 하지만 외부 전기장

으로부터 전자가 이온화나 여기 에너지 정도로 가속되면 비탄성 충돌을 할 수 있

게 된다. 비탄성 충돌로 전자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원자나 분자로 전달하게 되

어 효과적인 에너지 전달을 할 수 있다. 이온화 과정을 통해서 생긴 전자들은 다

시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고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들을 이온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전자 증식(multiplication)이 되며 타운젠트(townsend) 첫 번째 계수

로 이러한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 계수는 전가가 1 cm 진행하는 동안 평

균적으로 전자가 이온화하는 수를 의미하며 전기장( ), 압력( ), 기체 종류의 함

수이다. 실험적으로 주어진 기체에 대한 는 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

인가전압에 대한 기체 내에서의 변화는 보통 인가전압 에 대한 방전전류 의

변화로 설명되며 이를 방전의   특성곡선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DC 방전의

  특성곡선이 그림 2.2에 나와 있다. 인가전압이 낮은 경우에 튜브를 통과하는

전류는 원래 존재하는 전자들에 의한 것이며 이는 무시할 만큼 작다. 전압을 올

려주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전압은 전원 장치의 출력 임피던스에 의해 제한된

다. 이러한 영역은 그림 2.2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타운젠트 방전 영역이다.

전압이 어떤 로 표시된 특정 문턱전압(threshold)에 이르면 다음 세 가지 과정

을 통해서 사태(avalanche)가 일어난다.

1. 전기장에 의해 가속 받은 이온은 음극을 때리고 이차 전자들(secondary

electrons)이 방출된다. 방출된 이차 전자는 기체분자와 충돌하여 이온을 많이

만든다.

2. 이렇게 생긴 이온이 음극쪽으로 다시 가속되고 음극을 때려 이차 전자들이 방

출되고 여기서 나온 전자들이 기체를 이온화시켜 이온을 많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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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온화 또는 전자 방출로 생긴 전자들은 동시에 표류나 확산으로 플라즈마로

부터 빠져나가고 벽에서 양이온과 재결합한다. 어떤 경우는 음이온을 형성하면

서 전자가 플라즈마에서 사라진다.

전자의 수가 충분히 많아 손실되는 전자만큼 충분히 이온을 생성시킬 수 있으면,

방전은 정상 상태(steady state)가 되는데 이온 생성률이 전자와 재결합하여 없어

지는 이온 손실률과 같아지는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방전은 스스로

유지되며 글로우 방전 영역이 된다. 기체가 타기(glow) 시작하고 전압이 떨어지

며, 전류는 급격히 증가한다. 이 영역을 정상 글로우(normal glow)라고 한다.(참

고 그림 2.2). 방전에서 나오는 많은 빛은 분자나 원자의 여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글로우 방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문턱 전압 을 사태 전압이라

고 부른다.

글로우 방전은 이차 전자 방출로 나온 전자들에 의해서 유지되며 이러한 전자 방

출은 전자 방출 계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계수는 때리는 이온의 수에 대해 방

출된 전자의 수의 비로 정의되며 종종 이차 전자의 수율(yield)이라고도 한다. 전

자 방출 계수가 대부분의 경우 약 0.1 정도이기 때문에 다수 이온이 음극을 때려

야 전자 하나가 방출된다. 손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방출된 한 개의 이차 전자

가 플라즈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성원소를 약 10-20번 이온화시켜야 한다.

DC 글로우 방전에서는 주로 이온이 음극에 충돌하여 이차 전자가 방출되지만, 다

른 메커니즘들도 이차 전자 방출에 기여한다. 그 중 주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

이 세 가지이다.

1. 이온과 전자의 재결합 도중에 방출되는 광장에 의한 원자나 분자의 이온화(광

이온화)

2. 광자의 음극 충돌로 인한 이차 전자의 방출(광방출)

3. 준안정(metastable) 상태 원자들의 음극 충돌에 의한 이온 전자 방출

이러한 이차 전자 방출 메커니즘이 방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기체의 종류와 압력

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전압이 사태 전압 에 도달하고 글로우 방전이 시작되면, 처음 낮은 파워에서는

음극 가장자리에만 방전이 된다. 파워를 증가시키면 전류가 증가하고 방전 공간

이 퍼지면서 음극 전체로 둘러싸게 된다. 방전 공간이 완전히 음극을 둘러싸게

되면 이때부터 전압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때가 그림 2.2에 표시되어 있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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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abnormal) 글로우 영역이며 플라즈마 공정에서 사용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

서는 적극의 면적과 전원, 회로 저항에 의해 방전 전류가 결정된다. 파워를 더 증

가시키면 음극이 가열되는데 이 경우 열전자가 방출되기 시작하여 전압은 감소하

고 글로우 방전은 아크로 넘어가게 된다.

DC방전에서의 사태 전압(breakdown voltage)은 방전에 사용하는 기체의 종류와

기체 압력, 용기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기체 압력과 전극 사이 간격에 대한 방

전의 사태 전압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3]

  ln 
 

(2.1a)

여기서 는 전극 간격이며  는 기체 종류에 따라 변하는 상수이다.

식 (2.1a)에 의하면 큰 값에서는 사태 전압이 에 비례한다. 위와 같은 사태

전압의  의존성을 ‘파센(Pachen) 법칙’이라고 하며 이는 DC 글로우방전의 이차

전자의 효과도 포함된 것이다. 전극 사이의 간격이 작거나 압력이 낮으면 음극으

로부터 방출된 이차 전자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이온들을 만들지 못한다. 한편

압력이 높으며 잦은 충돌로 전자가 이온들을 만들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전기

장으로부터 얻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극 사이의 간격이 매우 크면 생성된 이온

의 일부만이 음극에 도달하여 이차 전자를 방출시킨다. 의 두 극단의 경우 이

온화 확률은 낮고 플라즈마를 유지하기 위한 사태전압은 높게 된다. 두 극단 사

이에 사태 전압이 최소가 되는 곳이 있다. 그림 2.1은 몇몇 기체에 대해 파센 곡

선을 나태낸 것이다[4]

RF 플라즈마

DC 방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극이 반응 용기 내에 삽입되어야 하고 이 전극

이 직접 플라즈마와 접촉해야 한다. 유전체 증착에 DC방전을 사용하면 플라즈마

에 노출된 적극들은 점차로 유전체로 덮여지게 된다. 처음에는 DC 방전으로 플

라즈마가 발생되지만 전자가 유전체 위에 쌓이고 뒤이어 이온과 재결합하게 되면

방전(플라즈마)이 꺼진다. 어떤 경우에는 공정 물질에 의한 전극 오염을 막기 위

해 전극을 용기 밖에 설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극에 교류전압을 인가

하면 해결할 수 있다.

낮은 주파수의 교류 전압을 두 전극에 인가하면 각 전극이 시간에 따라 음극에서

양극으로, 양극에서 음극으로 변한다. 각 반주기에 전압이 사태 전압보다 높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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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방전과 같이 순간적으로 방전이 꺼진다.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는 반대 극으

로 방전이 다시 켜지기 전에 공간 전하가 사라진다[7]

전기장의 주파수가 식 (2.1b)에 정의되는 임계 이온 주파수 보다 높아지면 양이

온이 두 전극 사이를 움직이는 시간은 전기장의 반주기보다 커지게 된다. 양극

근처에서 만들어진 이온이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음극에 도달할 수가 없

게 되어 전기장 내에서 가속 받은 이온이 이동한 거리는 플라즈마 쉬스 두께보다

짧게 된다. 그러한 주파수에서는 전기장의 반주기 동안에 양전하(이온)가 부분적

으로 남아 있게 되고 다음 반주기의 방전 점화(ignition)에 도움을 준다. 임계 이

온 주파수, 즉 이온 전이 주파수(ion transition frequency)[8]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9]



   
(2.1b)

여기서    는 이온의 평균 표류 속도, L은 전극 사이의 간격이다. 이온 전이

주파수는 약 500 kHz에서 수 MHz 사이이다.

비슷한 임계 주파수가 전자에 대해서도 정의될 수 있다.



   
(2.1c)

여기서    는 전자의 표류 속도이다.

이온보다 전자의 이동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 보다 매우 크게 된다. 보

다 큰 주파수에서는 양 공간전하와 음 공간전하가(양전하 공간과 음전화 공간)

각 주기마다 생성되고 그 결과 교류 방전이 개시되고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 필

요한 전압이 직류 경우보다 매우 낮아진다.[5,8]

고주파 방전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는 라디오 전송에 사용되는 주파수 영역이어서

라디오 주파수(radio frequency) 방전이라고 하며 짧게 ‘RF 방전’이라고 한다.

글로우 방전 조건에서의 탄성 충돌 주파수는 대게 10
9
에서 10

11
회/초이다[10]. 이

렇게 충돌 주파수가 인가하는 주파수(대게 13.56 MHz 사용)보다 매우 높아 전자

들은 인가된 전기장 주기 동안 충돌을 많이 하게 된다. 전자들은 용기 벽으로 확

산되어 사라지고 플라즈마 내에서는 충돌 이온화(impact ionization)로 전자와 이

온들이 다시 생성된다. 그러므로 전하 손실은 전기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양

쪽극 퍼짐과 균일 재결합(homogeneous recombination, 기체상에서 재결합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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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의해 결정된다. 새로운 하전 입자들은 주로 전자와 중성 종과의 충돌 이온

화로 생성된다.

RF 방정에 의한 파워 흡수는 충돌 또는 비충돌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충돌에 의

한 파워 흡수(absorption)는 주로 전자와 이온과의 충돌 주파수와 전자와 중성 종

들과의 충돌 주파수에서 결정된다.

비충돌 상황에서는 전자가 RF 전기장에 따라 진동하며 최대 속도  , 진폭  , 에

너지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6].

 


(2.1d)







(2.1e)







(2.1f)

여기서 는 전기장의 진폭이다.

보통 13.56 MHz를 사용하고 전기장의 세기기 10 V/cm인 RF 방전에서 위의 값

들은 다음과 같다.

진폭=2.42 cm; 속도=2.1X108 cm/sec; 에너지=11.3eV

이는 비충돌 플라즈마에서 아르곤의 이온화 에너지(15.7 eV)에 도달할 수 있는

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장이 10 V/cm보다 다소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중성 원소들과 충돌하면 전자 운동은 무작위로 바뀌게 된다. 중성

원소와 충돌하는 동안 전자는 외부 전기장으로부터 추가의 에너지를 얻는다. 만

약 전자가 전기장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탄성 충돌을 하여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전자는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얻게 된다[9]. 이렇게 해서 낮은 전기장의

RF 방전에서도 전자가 중성 원소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 DC 방전 보다 RF 방전이 이온화율이 높고 방전을 유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하나의 전자에 의한 평균 흡수 파워 는 다음과 같다[1].

  





 


 (2.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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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전자와 중성 원소 사이의 충돌 주파수이다. 위 식은 전기장의 부호와

상관없이, 즉 전자는 전기장의 방향과 전자의 운동 방향이 같거나 다를 때도 에

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효 전기장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1h)

외부 전기장에서 단위 부피의 기체로 전달되는 평균 는 다음과 같다.

 







 


 (2.1i)

 는 107 Hz의 RF 주파수와  > 109 sec
-1에서는 충돌 주파수가 전기장의 주파

수보다 매우 크고, 이 경우 전달되는 파워 는 구동 주파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0 kHz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는 진동하는 전자들이 이온화시킬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방전은 이차 전자의 방출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사태 전압은 낮아진다. 즉 벽이나 전극에서 방출되는 이차 전자의 수율과 무관하

게 방전이 유지된다. 이온의 낮은 이동도 때문에 고주파수의 경우 이온은 거의

정지해 있지만 전자는 전기장을 따라 전극 사이를 이동할 수 있어 전자의 분포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주어진다.

RF 방전에서는 전극이나 벽에서 방출된 이차 전자가 플라즈마 쉬스를 가로 지르

면서 가속되어 이온화 과정에 기여하지만 DC 방전에서 만큼 이차 전자 방출이

RF 방전 유지에 중요하지는 않다. 방전 임피던스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져,

같은 전압에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된다. 기체들을 주입하여 만든 플라즈

마에서 같은 세기의 전기장과 같은 압력에서 DC 플라즈마에서 보다 RF 방전에

서 원자나 라디칼이 더 많이 생성된다.

전원 공급 장치의 주파수를 100 MHz 이상 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보다

낟은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100 MHz의 경우 파장이 옹기의 크기와 비슷하

거나 더 작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큰 반응 용기에서 균일한 플라즈마를 만들

기 위해서 반응 용기 구조가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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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플라즈마 대 DC 플라즈마

DC 플라즈마는 방전을 위해 계속적인 전류의 공급이 필요하고 조작하는데 RF보

다 복잡하며 전압은 양극과 음극에 수백 볼트 정도를 이용한다.

한편 DC 플라즈마는 전도성 전극 (conductive electrodes)을 사용하지만 RF 플라

즈마는 전도 또는 비전도 전극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DC 플라즈마는

전극이 반응 용기 내부에 있어야 하지만, RF 플라즈마는 반응 용기 내부․외부와

상관없이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RF 플라즈마는 부식성이 강한

전리 기체의 사용에 용이하며, 플라즈마에 의한 전극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

외 RF 플라즈마는 높은 전리효과와 낮은 압력에서도 플라즈마 상태를 원활히 유

지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재료 처리 공정으로 DC 플라즈마 보다 RF 플라즈마

가 더 많이 사용된다.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마이크로파 플라즈마는 2.45 GHz 주파수의 전원 공급으로 유지된다. 이 주파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나 산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전원

공급장치는 쉽게 구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에 의한 플라즈마 발생은 주파수가 다

르다는 것을 제외하면 RF 플라즈마 발생 방법과 유사하다.

전형적인 마이크로파 플라즈마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E0 = 30 V/cm이며 비충돌

의 경우 식 (2.1d) - (2.1f)에 의하면 전자의 최대 진폭(x)은 10-3 보다 작으며 한

주기 동안 전자가 얻는 최대 에너지는 약 0.03 eV 정도이다.

이 정도의 에너지는 플라즈마를 유지하기에 너무 적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파 방

전으로는 DC나 RF 방전보다 낮은 압력(< 1Torr)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가

어렵다.

충돌 방전 영역에서 일정한 전기장과 파워인 경우 식 (2.1i)은  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마이크로파 흡수 정도는 전자와 중성 종 사이의 충돌 주파수의 함수이므

로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2.45 GHz의 마이크로파 주파수의 경우 효율적인 마이

크로파의 흡수는 헬륨 압력이 5 - 10 Torr에서 일어난다. 다른 기체들의 경우 최

대 압력은 0.5 - 10 Torr 정도이다.

파장이 용기보다 훨씬 큰(13.56 MHz에서 22m) RF에서는 플라즈마가 용기 전체

에 넓게 만들어지지만 파장이 훨씬 짧은(2.45 GHz의 경우 12.24cm) 마이크로파

플라즈마는 작은 부분에서만 높은 밀도를 가지고 그 주위는 밀도가 급격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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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응 용기 내부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 전기장의 파장

길이 정도 내에서 달라진다. 활성 종들은 플라즈마가 없는 곳, 즉 글로우 영역 밖

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플라즈마의 마이크로파 파워의 전달은 도파관(waveguide), 공진공동(resonance

cavity), 동축 어플리케이터(coaxial applicator)와 같은 마이크로파 어플리케이터

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동축 어플리케이터가 없는 경우는 낮아진다. 석영이나

알루미나로 만들어진 유전체 창(window)은 플라즈마와 마이크로파를 분리한다.

마이크로파의 전파 경로에 끼여 있는 물질은 마이크로파의 흡수와 반사가 일어나

게 해 파워 전달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마이크로파의 동조(tuning)를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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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절 저온 플라즈마 화학과 플라즈마 식각 반응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사성 폐기물 건식 처리 기술의 요체는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통해 발생한 각종 반응성이 높은 화학적 물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 저온 플라즈마

의 화학공정은 비열, 비평형 공정이다. 플라즈마 반응 공정의 장점은 낮은 온도에서

도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좋은 입자를 생성할 수 있고 또한 높은 에너지를 지닌 전

자는 불활성의 기체 등을 높은 활성도를 갖는 매질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기체 전리 플라즈마에서 생성된 전자는 에너지 전달의 주 매개체로 전자끼리 그리

고 기체의 분자와 탄성적으로 또는 비탄성적으로 충돌하여 분자들을 여기시키고,

이온화시켜 자유라디칼, 여기 상태의 분자 그리고 이온 등의 플라즈마 입자를 생성

한다.

플라즈마 화학 반응은 그림 2.3에 나타나듯이 기체상끼리의 반응인 균질 반응

(homogeneous reaction)과 플라즈마 입자와 고체 표면의 반응인 비균질 반응

(heterogeneous reaction)으로 분류한다.

균질 반응은 다시 중입자와 전자, 이온, 라디칼, 또는 분자 등의 반응 (표 2.1)과

중입자 서로간의 반응 (표 2.2)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와 중입자의 반응에서는

dissociative attachment, dissociative ionization과 dissociation 반응이 저온 플라즈

마에서의 원자, 자유전자, 음이온의 주요 생성 반응이 된다. 저온 플라즈마에서 이

온과 분자간의 반응보다 라디칼과 분자간의 반응이 중요할 수 있겠으나 이온과 분

자간의 반응은 플라즈마 화학 반응에 중대한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반응 속도를 높

게 할 수 있다. 또한 라디칼과 분자간의 반응인 패닝 이온화(penning ionization)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준안정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고 반응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반응이 된다.

비균질 반응 (표 2.3)은 플라즈마와 플라즈마 입자들에 의한 고체표면 (S)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들 반응에서는 개별적인 원자 (A, B), 단위체 분

자 (monomer molecule, M), 단순 라디칼 (R) 또는 폴리머 (P) 등의 플라즈마 입자

등이 생성된다.

플라즈마 식각의 기본방식

플라즈마 식각의 기본방식은 물리적 스퍼터링 (sputtering), 화학적 반응 그리고

이온의 보조역할에 의한 방식 등으로 식각이 일어나며, 그림 2.4는 이를 잘 설명

해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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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터링은 높은 에너지를 갖는 이온 입자가 재료 표면에 충돌하여 표면 원자를

순간적으로 분리해내는 순수한 물리적 반응으로, 분리된 원자의 재흡착을 막기

위해서는 입자의 평균자유행정이 길어야 하므로 낮은 압력에서 유용한 식각 방식

이다.

화학적 식각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라디칼 등이 재료 표면 입자와 화학적으로 결

합하여 휘발성 생성물 (volatile products)을 생성하는데, F와 Cl 같은 자유 라디

칼이 주요 식각 입자들이다(참조 표 2.4)[10]. 이 식각은 화학적 반응 특성상 다양

한 재료 표면에 대하여 원하는 반응에 적합하게 반응 기체를 선택함으로써 스퍼

터링에 비해 선택적 식각이 용이하다. 스퍼터링은 그 특성상 재료 표면에 직각으

로 반응을 하는 직진성을 갖지만 화학적 식각은 방향성이 없어 정밀한 회로 구성

에는 스퍼터링이 유리하다.

이온 보조 식각은 높은 에너지를 갖는 이온이 재료 표면을 활성화시켜 화학 반응

이 일어날 수 있게 표면을 형성하면 자유라디칼 등이 표면과 반응하여 휘발성 생

성물을 형성하여 식각하는 방식으로 중성 라디칼과 재료 표면의 반응을 더 향상

시킬 수 있다.

플라즈마 식각의 특징 및 식각 조절 인자

플라즈마 식각의 특성으로는 우선 선택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물론 물리적 스

퍼터링 식각의 경우 이온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선택성이 낮아지지만 이온의 에너

지가 낮은 경우 재료의 처리 목적에 적합하게 플라즈마 기체를 사용함으로써 원

하는 식각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온에 의한 식각의 경우 직교성이 뛰어나므

로 아주 가는 홈을 식각하는데 유용하고, 그 외 재료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하면

서 식각을 수행할 수 있는 반응 조절성 등이 플라즈마 식각의 주요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플라즈마 식각의 기본 단계 및 예

플라즈마 식각은 다음과 같은 반응 단계로 진행된다.

① 이온과 전자의 생성

② etchant 생성

③ 반응 재료 표면에 etchant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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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반응물과 etchant와의 화학적 반응

⑤ 반응 생성물의 탈착

①과 ② 반응단계는 단지 플라즈마에 의한 균일상 반응단계이며 ③, ④, ⑤는 일

반적인 흡착, 반응, 탈착의 기체, 고체간의 비균일상 화학반응이다.

식각 공정에서 플라즈마 기체 조성에 따른 효과는 플램(Flamm)[7,9]에 의해 개발

된 ‘불포화된 식각종(etchant-unsaturated)' 모델로 설명된다. 이 모델은 플라즈마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반응 경로에 기초하는데 이 반응들은 전자 충돌에

의해 시작되며 다음의 식들로 기술된다.

e + 할로카본(halocarbon) → 포화 종(saturated species)

+ 불포화 종 + 원자 (2.2a)

반응성 원자, 반응성 분자+불포화 종 → 포화 종 (2.2b)

원자 + 표면 → 흡착층 + 휘발성 생성물 (2.2c)

불포화 종 + 표면 → 막 (2.2d)

CF4 플라즈마에서 이에 대응하는 반응들은 다음과 같다.

2e + 2CF4 → CF3 + CF2 +3F + 3e (2.2e)

F + CF2 → CF3 (2.2f)

4F + Si → SiF4 (2.2g)

nCF2 + 표면 → (CF2)N (2.2f)

이 모델에 의하면 CF4 플라즈마와 실리콘 상호작용의 최종 결과는 생성된 종들에

따라 다르다. 플라즈마 반응의 주된 경로가 식 (2.2g)이면 식각이 일어나고 식

(2.2f)이 주된 반응이 되면 재결합이 일어난다. 식 (2.2f)이 주 반응이 되면 고분자

막이 형성된다. 기상의 산화제(O2, F2 등)를 첨가하면 이러한 산화제들이 불포화

종들을 해리시키고 그들과 반응하여 각 종들의 상대적인 농도를 변화시키며 주되

반응 경로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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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절 불연성 방사성 폐기물 플라즈마 제염 기술 개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어떤 공정이 최대

폐기물량 감용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만약 오염된 폐기물에서 오염 방

사성 핵종 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원자력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

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의 적용에 있

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오염 물질 제거 효율 (제염율/부피감용)

② 2차 폐기물 발생량

③ 모재 물질의 회수 가능성

④ 작업자 안전성 (원격 조정)

⑤ 제염율 측정의 용이성

방사성 오염 제거 방법으로 기존 제염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습식 제염 방법을 손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습식 제염은 모재 물질로부터 오염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염

이 불가능하고 산 용액을 이용하므로 처리 후 발생하는 많은 2차 액체 폐기물의 양

으로 인해 최근 그 적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플라즈마 제염 처리 공정의 기본 원리는 가장 적당한 조성을 가

진 혼합 기체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이 플라즈마 기체 내에 오염 핵종과 휘발성 화

합물 생성 반응성이 매우 높은 원소/원자들을 다량 생성시켜 오염원인 방사성 핵종

과 반응/기화시킴으로써 목표 핵종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건식 처리하는 방식

이므로 기존의 습식에 비해 이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지닌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앞서 언급하였던 대표적인 불연성 방사성 핵종인 방사성 부식

생성물(Co, Fe, Ni, Cr 등)과 핵분열 생성물( Mo, Tc, Ru, Rh 등) 핵종, 그리고 U,

Pu와 같은 TRU 핵종들에 의해 표면 오염된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시설 내의 많

은 기기, 부품, 공구, 금속 재료들의 표면 오염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게 된다면 모

재(base or substrate material)는 오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회수, 재활용이 가능하

고 방사성 폐기물로서의 취급이 불필요해지므로 이에 따른 엄청난 폐기물 감용 효

과와 함께 모재의 재활용 및 공정의 축소에 따른 지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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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플라즈마 제염 기술의 개요 및 원리

전술한 바와 같이 플라즈마 처리 공정의 기본 원리는 오염 핵종과 반응하여 휘발

성 화합물을 생성시키는 원소/원자들을 함유하는 플라즈마 기체를 발생시켜 오염

원인 방사성 핵종과 선택적으로 반응시켜 기화 제거하는 방법이다. 원자력 발전

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의 주요 핵종들에 대해 건식 플라즈마 제염을 적용할 때

TRU 원소의 경우 불소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기체를, 방사성 부식 생성물(CP)

이나 핵분열 생성물(FP)의 경우는 불소화합물(fluoric compound)을 생성하는 혼

합기체를 사용하게 된다. 이들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온 부근에서 매우

강한 휘발성, 승화성을 가지고 있어 쉽게 기화된다. 따라서 플라즈마 제염에서는

이러한 화합물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반응성이 뛰어난 입자를 플라즈마 기체 내에

서 생성시키고 이들이 오염 핵종과 반응하여 불소 화합물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플라즈마에서 조성된 고온 분위기는 이 반응을 더욱 활발히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성 기화된 화합물들은 trap이나 filter를 통해 쉽게 제거 될 수 있고, 방

사성 원소가 쉽게 탈착 될 수 있다면 혼합기체는 다시 플라즈마 발생에 재사용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화학 반응 외에도 고온 열처리 방식이나 이온 주사 방식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제염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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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절 상압플라즈마 특성 분석

1. 상압플라즈마의 특성

플라즈마는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큰 매개체이다. 여기(activated)되어지는 방법과 작

동 에너지(working power)에 따라 낮거나 혹은 높은 온도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공급되는 에너지의 종류와 플라즈마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 전자밀

도와 전자온도로 나타나는 플라즈마의 물성치는 달라진다. 이 두 파라미터는 그림

2.5 에서와 같이 플라즈마를 여러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 언

급되는 상압 플라즈마는 이 중에서 글로우방전(glow discharge)과 전기아크 근처에

위치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국소열평형 플라즈마 (local thermodynamic

equilibrium plasma)와 비국소열평형 플라즈마 (non-local thermodynamic

equilibrium plasma)로 나눌 수 있다.

국소열평형에서 벗어날수록 Te 와 Ti 의 차이는 커진다. 표 2.6은 국소열평형 플라

즈마와 비국소열평형 플라즈마의 주요한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2.6 는 글로우

방전에서 아크 방전으로의 전이에 미치는 압력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10-4 부

터 10-2 kPa 사이의 저압 플라즈마는 비국소열평형 플라즈마이다. 무거운 입자의 온

도는 전자의 온도보다 낮다. 전자와 무거운 입자의 충돌은 여기상태나 이온화를 유

발한다. 이러한 충돌은 무거운 입자의 온도를 올리지는 못한다. 압력이 보다 높아지

면 충돌은 보다 강해지며, 비탄성 충돌에 의한 플라즈마 반응 (plasma chemistry)과

탄성충돌에 의한 무거운 입자의 가열을 유도한다. Te 와 Ti 의 차이는 줄어들고 플

라즈마 상태는 국소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근접하게 된다. 플라즈마

내에서의 물성치의 뚜렷한 구배는 방전된 상태에서 입자가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것

을 막게 된다.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위해 공급되는 에너지의 밀도는 국소열평형이

든 아니든 간에 플라즈마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전반적으로는 밀도가 높은

에너지가 공급되면 전기아크와 같은 국소열평형 플라즈마가 생성되고, 보다 낮은

공급 에너지 밀도를 가지거나 펄스 형태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비국소열평

형 플라즈마가 생성된다.

상압 플라즈마는 다음과 같은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 국소열평형 상태인 중앙 혹은 플라즈마 코어 영역

- 비국소열평형 상태인 주변 영역. 이 주변영역에서 무거운 입자들의 온도는 전

자에 비해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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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압플라즈마의 종류

여기 주파수(excitation frequency)는 전자와 이온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매우 중요하다. 그림 2.7은 글로우 방전에 해당되는 저온 플라즈마에서 플라즈마

내에서의 전자(fpe)와 이온(fpi)의 변화폭을 보여주고 있다.

상압 플라즈마 발생원들은 여기 모드에 따라 다음의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 직류 및 저주파수

- 라디오주파수 파장으로 점화되는 플라즈마

- 마이크로파 방전

가. 직류 및 저주파 방전

직류 및 저주파수 방전은 디자인에 따라서 연속모드 또는 펄스모드로 작동할 수

있다. 펄스 작동모드는 큰 에너지를 방전에 주입할 수 있게 하지만 시스템의 워

밍업은 제한된다. 달리 말하면, 펄스 전원은 기술적으로 직류전원보다 더 복잡하

고 공정의 재생산성을 저해 시킨다.

아크 플라즈마 토치

아크 플라즈마 토치는 직류 전원을 공급 받는다.[11] 아크 플라즈마 토치는 전

류보유 (current-carrying)와 전류전달(transferred) 아크의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자가 방출되는 음극(cathode)

- 플라즈마 가스 주입 시스템

- 플라즈마 영역을 한정하는 노즐

전류보유 아크 토치에서는 양으로 극성화 된 노즐이 양극이 된다. 전류전달 아

크 토치의 경우에는 다루어지는 물질이 양극이 되고, 노즐은 유동 포텐셜

(floating potential)에 있게 된다. 아크는 음극과 양극 사이에서 점화되고, 플라

즈마 가스를 이온화 한다. 플라즈마 온도는 발달단계의 8000K 에서부터 고온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부의 15000K 까지 변화한다. 아크 플라즈마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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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이 뛰어난 매체이며 (I = 50 - 600A), 가스는 이온화 정도가 매우 높고

전자밀도는 약 3 x 1023 m-3 이다.

연필 형태(pencil-like)의 토치

최근 유연하고 혁신적인 (flexible and innovative) 저전력 아크 플라즈마 토치

들이 상용화되었다.

- 처리 면적을 늘리기 위한 플라즈마펜 (Plasmapen)과 플라즈마펜 엑스텐션

(Plasmapen Xtension)[12,13]

- Corotec Co.의 Plasma-Jet[14]

이들 모두는 표면을 접착제로 결합하거나 코팅하거나 혹은 표면 위에 프린팅

하기에 앞서 표면을 전처리하기 위하여 균질한 저전력 전류보유 아크 플라즈마

제트를 사용한다. 고전적인 플라즈마 아크 토치와는 반대로 이러한 방전을 통

해서는 매우 적은 열이 생성되며, 이는 저온에서도 손상될 수 있는 고분자 등

을 포함하는 다양한 물질의 표면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고전적인 아크 토치는 국소열평형 방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보다 높은

온도로 특징지어지며, 용접, 커팅, 스프레이 등의 열이 필요한 곳에 응용될 수 있

다. 반면, 저전력의 연필형 토치는 비국소열평형 방전과 관계가 있으며, 저온 분

야 응용에 쓰일 수 있는 화학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만든다.

코로나 방전

코로나 방전은 낮은 전류밀도를 갖는 비국소열평형 방전이다[15]. 코로나 방전

장치는 음극선과 직류전원이 펄스로 들어오는 양극(처리할 표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플라즈마는 선 근처에 빛을 발산하는 둥근 형상(lighting crown)

을 형성하는데, 여기에서 "코로나"라는 말이 유래하였다. 선에 음의 고압이 인

가되면 방전은 음의 코로나가 된다. 이차적인 전자들이 플라즈마 내로 방출되

고 선으로 양의 이온들이 가속된다. 약 1 eV 의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를 가

지는 전자들이 후미를 따르는 10 eV 정도의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들의

이동선단부를 스트리머(streamer)라고 한다. 이러한 고 에너지 전자와 무거운

입자들 사이에서 비탄성 충돌이 발생하며,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있는 화학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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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다. 펄스 간격은 아크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작다. 각각의 펄스

가 끝날 때, 방전은 전도성이 너무 커지기 전에 소멸된다. 따라서 스파크로의

전이는 피하게 된다. 방전 전류는 10-10 A 에서 10-5 A 로 매우 낮다. 양의 코

로나도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양으로 극성을 가지는 선이 양극의 역할을 하게

된다.

플라즈마의 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표면 처리와 관련한 코로나 방전의 단점

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의 크기가 작다는 것이다. 처리 표면을 늘리기 위

하여 음극선은 평면형의 전극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극 사이

의 간격에 수직한 스트리머인 마이크로 아크를 생성한다. 스트리머는 물질 표

면에 비균질 처리를 야기하면서 항상 같은 장소인 표면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유전체 장애 방전(dielectric barrier discharge)이 발전되

었다.

유전체 장애 방전

DBD 장치는 두 개의 평행판 금속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한 전극 중 하

나는 유전체 층으로 덮여있다. 안정적인 플라즈마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

극을 분리하는 간격은 수 밀리미터로 제한되며 플라즈마 가스는 이 간격 사이

로 흘러간다. 방전은 사인함수 혹은 펄스 형의 전원으로 점화된다[16,17]. 작동

가스의 조성, 전압, 그리고 여기 주파수에 따라 방전은 필라멘트 형태 혹은 글

로우 형태가 된다[18,19]. 필라멘트 형태의 방전은 유전체 층의 표면에서 발달

하는 마이크로 방전 또는 스트리머에 의해 만들어진다[20]. 플라즈마 가스로 헬

륨을 사용하면 고 에너지의 준안정성 헬륨 화학종으로 인해 글로우 방전으로

발전된다. 유전체 층은 다음에 의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반전 전류를 차단하고 아크로의 전이를 피할 수 있게 하여 연속 또는 펄스

모드에서 작업이 가능하게 함

- 전극 표면에 무작위로 스트리머를 배분하고 균질한 표면처리를 보장한다.

스트리머의 생성은 유전체 표면에 전자의 축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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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플라즈마

마이크로 채널 벽에 대한 화학적인 개질을 위해서 유리 칩에 대한 직류 구동

마이크로 플라즈마를 J.K. Evju 등이 개발하였다[22].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마

이크로 전극은 에칭을 통해 다듬어진 백금선으로 만들어졌다.

나. 라디오주파수 방전

구조를 고려할 때, RF 전원은 고 에너지 혹은 저 에너지 공급과 함께 작동 가능

하다. 이는 플라즈마 물성치에 영향을 주며 응용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

ICP 토치

유도 방전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으며 플라즈마는 RF 전원이 공급되는 나선형

의 코일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된다. RF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플라즈마 영역

근처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을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전기

장을 통해서 전자가 가속되고 방전을 유지하게 된다. 생성되는 플라즈마의 주

파수는 1 MHz 보다 높다. 플라즈마의 주파수 레벨은 전자들이 전기장의 섭동

(oscillation)을 따르며 이온이나 전자들이 토치의 벽면에 닿지 못함을 의미한다.

플라즈마와 벽면 사이의 접촉이 줄게 되면 플라즈마와 토치 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게 된다[23]. 이러한 종류의 토치는 현재 매우 잘 발달되어 있으며, 분광

분석이나 독성 폐기물 처리 등에 사용될 수 있다.

IST 시스템

지능적인 전극 설계를 통해서 복잡한 표면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

다. IST 학회는 플라스틱 병 내부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RF 펄스를 사

용하는 방전을 개발하였다[24]. 이 공정은 복잡한 표면 처리에 DBD 를 도입한

것이다. 병 내부로 전극을 넣는 대신 주변과 상부의 전극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유전체 벽을 통해서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방전 개시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아르곤을 중앙 전극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

kW 의 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충격(impulsion)을 사용하여 저온 손상 재

료(low temperature degradable materials)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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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압 플라즈마 제트

가스 내에서 방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극 사이에 전압이 인가되어야 한다.

이 인가전압(breakdown voltage)은 압력과 전극 간격의 곱에 좌우된다.

APPJ(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는 길이 20cm 이하로서 저 에너지에서

작동하는 작은 RF 플라즈마이다. 이 시스템은 작동 가스 유동 내의 두 개의 동

심원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 에서 150 볼트의 전압을 내부 전극에 인가

하여 가스 방전은 점화된다. 이온화 된 가스는 가스 속도가 12 m/s 이기 때문

에 노즐을 통해서 배출된다. 낮은 분사 에너지는 토치가 안정적인 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아크로의 전이를 피하게 한다[25,26].

저온 플라즈마 토치

H. Koinuma 등에 의해 개발된 저온 플라즈마 토치는 DBD 와 APPJ 구조 사

이에 놓여있다[27]. RF 전극은 스테인리스 스틸 혹은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플

라즈마의 안정성과 균질성을 위하여 석영관이 음극과 양극 사이에 설치되었다.

플라즈마 가스는 음극과 유전체 관 (dielectric tube) 사이의 간격으로 흐른다.

중공 음극 시스템

Janea 등이 설계한 RF 연필(pencil)은 저온 플라즈마 토치에 매우 근접한다

[28]. 이 동축 장치는 길이 10 cm 이하로 매우 작다. RF 전극은 내부가 빈 바늘

이며, 플라즈마 가스는 이 내부로 흐른다. 음극은 석영관 내로 넣어진다. 플라즈

마는 내부가 빈, 즉 중공의, 전극 내에서 생성된다. 플라즈마 제트 유동이 날카로

운 바늘의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가스 속도는 충분히 빠르다.

마이크로 플라즈마

최근에 많은 저자들에 의해 작은 크기의 저 에너지 플라즈마가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 플라즈마는 다양한 영역에 응용될 수 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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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이크로파 유도 플라즈마

전극이 없는 마이크로파 시스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마이크로파는 시스템을

따라 인도되며(guided) 플라즈마 가스의 전자들에 에너지를 전달한다. 전자와 무

거운 입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며, 무거운 입자들의 큰 질량 때문에 충돌한

전자는 튕기게 되지만 반면 무거운 입자들은 정지 상태로 남게 된다. 이에 전자

들은 운동에너지를 얻어 가속되며 무거운 입자들은 조금씩 가열된다. 여러 차례

의 탄성충돌 후에 전자들은 비탄성 여기나 이온화 충돌을 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

를 가지게 된다. 결국 가스는 부분적으로 이온화 되고 플라즈마가 되어 마이크로

파의 전파를 지탱하게 된다. 상압의 마이크로파 유도 플라즈마는 다음의 카테고

리로 구분된다.

공명 공동 플라즈마(resonant cavity)

Beenakker 공동은 마이크로파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가장 잘 알려진 공명 공동

장치 이다[30]. 공명 공동은 파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동 현상을 이용한다.

이것의 내부 표면은 파장의 한 형태를 반사한다. 공동과 공명하는 파장이 들어

오면, 이것은 바운드되고 낮은 에너지 손실로 공동과 함께 앞으로 전진한다: 이

와 같이 스탠팅 파장이 생성된다. 더 많은 파장이 공동으로 들어오면 그것들은

스탠딩 파장과 결합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면서 이것을 강화시킨다. 이 에너지

는 방전을 유도하는데 사용된다.

공동의 공명 주파수는 이것의 구조적인 인자들, 특히 이것의 지름에 밀접하게

의존한다. 이와 같이, 플라즈마의 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파 발생장치

(2.45 GHz)에 의해서 전달되는 주파수와 공명의 구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TIA Torch

이 장치는 Moisan 등에 의해서 개발되었다[31]. 이것은 동축형 라인 전송에 고

전적인 웨이브 가이드를 사용한다. 플라즈마 가스는 안쪽의 동축형 라인 도체

에서 흐르고 노즐을 통해서 방출된다. 마이크로웨이브는 마그네트론

(magnetron)에 의해서 발생되고 직육면체형 및 동축형 가이드를 사용하여 공정

기체에 도달한다. 방전은 노즐의 꼭대기에서 시작된다.

가이드는 전송모드를 선택한다: 직육면체형 가이드에서 TE10(Z 방향의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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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Ez =0)과 동축형 라인에서 TEM(Ez=Hz=0), 이것은 패러사이트 모드 여

기(parasite mode excitation)로부터 초래할 수 있는 에너지 손실을 제한한다.

임피던스 정합(matching) 기능은 두 가지의 고유 조율 인자들(movable

plungers: short circuit and initiator)을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TE10

과 TEM사이의 전환이 최적화되고 되돌아오는 출력이 최소화된다.

마이크로스트립 플라즈마

Bilgic 등은 저출력의 콤팩트하고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해서 유도되는 플라즈마

소스를 개발하였다[32].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연체로 사용되는 용융된 실리콘에

평형의 마이크로스트립 라인과 다량의 구리 접지 판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절

연체와 플라즈마 사이의 중간층을 따라 가스 채널내부로 전파되는 표면 웨이브

를 포함한다. 이 마이크로스트립 플라즈마 기술은 원자방출분석에 주로 적용되

어 왔다.

이상에 살펴본 상압플라즈마 장치들의 주요특성을 표 2.7와 표 2.8에 제시하였다.

이 표 2.7는 전자온도, 밀도 및 가스온도로 나타낸 플라즈마의 물성치와 공급 에

너지와 가스 유동 등의 작동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상압 플라즈마 발생원들의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플라즈마 가스 자체의 특성은 플라즈마 온도에 영향을 줌으

로 중요하다. 플라즈마의 온도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열전대로

측정되는 플룸(Plume)의 온도는 무거운 입자의 온도와 일치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8에서는 전자밀도와 온도에 따라 다양하게 플라즈마를 구분하고 있다.

3. 제염공정을 위한 상압플라즈마 장치

상압 플라즈마의 특성(특히 가스 온도)을 플라즈마의 여기에 따라 개괄해보았다.

플라즈마는 적용 대상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다. 예를 들면, 폴리머 표면처

리에는 500K 이하의 저온이 필요한 반면, 금속의 용접에는 1500K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다. 높은 가스 온도는 높은 작동 에너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유도 플라

즈마 또는 마이크로파 플라즈마가 적당하다. 아크와 유도 플라즈마는 높은 작동 에

너지를 요하는 곳에서 필요하다. 반면, 저 에너지와 라디오주파수 플라즈마는 반응

성이 활발한 화학종과 저온이 필요한 곳에 알맞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의 제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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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상압플라즈마 장치는 모제의 회수를 위해서 300 ℃이하의 낮은 온도 조

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사성 오염물질의 선택적 제염을 위해서는 반응 활성족이

풍부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표 2.9에서와 같이 저온 플

라즈마 토치가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족한다. 저온 플라즈마의 토치의 일반적인 구

성은 그림 2.9와 같다.



- 28 -

Excitation
*

*

+®+

+®+

ABeABe
AeAe

Impact of electrons of

sufficient energy with

heavy targets

Dissociative

attachment
eBAABe
eAAAe

BAABe

++®+

++®+

+®+

-+

-+

-

2

Attach of electrons of low

energy with molecules of the gas

Dissociation
BAeABe

eAAe
++®+

+®+ 22 Occur only if the molecule is

excited above a threshold value

Ionization

BAeABe
eAA

 AeAAe

++®+

++

+®+

+

+

-+

2

2or             

or 2

2

222 High-energy electron (8-25 eV)

can contribute to the reactions

Recombination
AAe

BAABeAB
2 2 ®+

+®«+
+

**+ The rate of recombination of

electrons with atomic ions are

very low

표 2.1 Reactions of electrons with heavy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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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molecule

reactions

Recombination of ions nhABBA +®+ -+

Charge transfer AAAA +®+ ++

Transfer of heavy

reactants ïî

ï
í
ì

+

+
®+

+

+
+

CAB
CAB

BCA

Associative detachment eABCBCA +®+-

Radical-molecu

le reactions

Electron transfer -+ +®+ BABA

Ionization eBABA ++®+ +

Penning

ionization/dissociation BAAB
eBAAB

+®+

++®+
*

+*

22

표 2.2 Reactions between heavy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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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orption
sg

sg

RSR
MSM

®+

®+ Most radical interact

with surface

Recombination or

compound

formation
MSRRS
ASAAS
+®+-
+®+-

1

2

Strongly dependent on

the catalytic properties

of the surface

Metastable

deexitation
MSMS +®+ *

Excited metastable

species can release its

energy by collision

with a solid surface

Sputtering ABSABS ++®+- ++

An ion with sufficient

energy can remove an

atom from the surface

Polymerization
ssg

sg

PRR

PRR

®+

®+
'

표 2.3 Heterogeneous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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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플라즈마로 식각하는 물질들과 그때 사용하는 기체들

물질 사용 기체

Si

CF4/O2, CF2Cl2, CF3Cl, SF6/O2/Cl2, Cl2/H2/C2F6/CCl4,

C2ClF5/O2, SiF4/O2, NF3, ClF3, CCl4, CCl3F5,

C2ClF5/SF6, C2F6/CF3Cl, Br2, CF3Cl/Br2

SiO2 CF4/H2, C2F6, C3F8, CHF3/O2

Si3N4 CF4/O2/H2, C2F6, C3F8, CHF3/O2

유기물 O2, CF4/O2, SF6/O2

실리콘 화합물 CF4/O2, NF3, SF6/Cl2, CF4/Cl2

Al BCl3, BCl3/Cl2, CCl4/Cl2/BCl3, SiCl4/Cl2

Cr Cl2, CCl4/Cl2

Mo, Nb, Ta, Ti, W CF4/O2, SF6/O2, NF3/H2

Au C2Cl2F4, Cl2, CClF3

GaAs BCl3/Ar, Cl2/O2/H2, CCl2F2/O2/Ar/He, CCl4

InP CH4/H2, C2H6/H2, Cl2/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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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주요 fluoride 화합물의 특성

주요 Fluorides

Compound mp (℃) bp (℃)

UF6 64 (승화: 56.5 ℃)

PuF6 51 62

NpF6 51 62

MoF6 17.5 35

WF6 2.3 17.5

ReF6 18.7 33.8

RuF5 85.6 227

RuF6 50.4 (분해: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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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LTE 플라즈마와 Non-LTE 플라즈마의 주요 특성

LTE plasmas Non-LTE plasmas

Current Thermal plasmas Cold plasmas

name

Properties Te = Ti Te ≪ Ti

High electron density: Lower electron density:

1021–1026 m-3 < 1019 m-3

Inelastic collisions between Inelastic collisions between

electrons and heavy
particles electrons and heavy particles

create the plasma reactive induce the plasma chemistry.

species whereas elastic Heavy particles are slightly

collisions heat the heavy heated by a few elastic

particles (the electrons collisions (that is why the

energy is thus consumed) electrons energy remains

very high)

Examples Arc plasma (core) Glow discharges

Te = Ti ≒10,000 K Te 10,000 – 100,000 K

Ti 300 – 10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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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상압플라즈마 장치들의 특성

Excitation Source Plasma properties Operating conditions

DC/Low frequency
　
　

Arc torch Te=Th≒8000–14,000K
s Gas: Ar /He

ne=10
21–1026m-3 Gas flow: 10– 150 slm

　 　 Power: 10– 100 kW

Corona Te=40,000–60,000K Gas: air

Th<400K 　

　 ne=1015–1019m-3 　

DBD Te=10,000–100,000K
m Some 100 W

Th<700K Plasma gas: 5 –40 slm

　 ne≒10
18–1021m-3 　

Radio frequency　
　
　
　
　
　
　
　
　
　
　
　

ICP Te=Th=6000–11,000K
s

Gas: Ar/He

ne=10
21–1026m-3 Gas flow: 10– 200 slm

　 　 Power: 50– 700 kW

IST Th<400K Gas: surrounding air

No gas flow

　 　 Power: 20 kW

APPJ Te=10,000–20,000Ks,m,l Gas:O2/He

Th<600K Gas flow: 50– 90 slm

　 ne=10
17–1018m-3 Power: some 100 W

Cold plasma torch Te=10,000–20,000K
s,l Gas: He, Ar

Th<700K Gas flow <1 slm

　 ne=10
17–1018m-3 Power : 100 W

Hollow cathode Te=3000–11,000K
s

Gas: Ar, He

Th<800K Gas flow <2 slm

　 ne≒10
17
–10

18
m
-3

Power: some 100 W

Microplasma Te=1850–2300K Gas: Ar

　 　 Gas flow: <0.2 slm
Power: 5 –25 W

Microwave
　
　
　
　

TIA Te=13,000–14,000K
s Gas: He

Th=2400–2900K
s Gas flow: 2– 6 slm

　 ne≒10
21m-3 Power: 100 W– 2 kW

MTD Te=17,000–20,000Ks Gas:N2

Th=1500–4000K
s Gas flow: 1– 3 slm

　 ne=10
20
–10

21
m
-3

Power: 100 W– 400 W

MPJ Te=12,000–17,000K
s Gas: Ar

Th=5000–10,000K
s Gas flow: 2– 7 slm

　 ne≒10
22
m
-3

Power: 2 – 5 kW

MPT Te=16,000–18,000K
s Gas: Ar

Th=3000–3500K
s

Gas flow: < 1 slm

ne≒10
20-1021m-3 Power: 100 W

s: temperatures calculated from spectrometric measurements.
m: temperatures calculated from models.
l: temperatures calculated from Langmuir probe measurements.
t: temperatures measured by 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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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상압플라즈마 장치의 활용분야 및 특성

Excitation Source Applications Advantages Limits

DC
　

Arc plasma
torch
　

§ Coatings (APS)
§ Machining
§ Toxic waste treatment
§ Powder treatment
§ Lamps

§ Can be adapted to a robot
§ Complex surfaces treatment
§ High deposition rate, thick
coatings,

§ wide range of deposited
materials　

§ Noise, powder emission,
radiations

§ Cathode erosion
§ Various parameters make the
process

§ control difficult　

Corona
　

§ Ozone production
§ Surface activation

§ Complex surfaces treatment
§ Easy handling

§ Inhomogeneous treatment
§ Surface can be damaged

Low
frequency　
　

DBD
　

§ Ozone production
§ Surface activation,
cleaning

　

§ Treatment of large plane
surfaces

§ Easy to handle
　

§ Problems of stability (deposition
on the electrode)

§ Gap size limits the thickness of
the treated piece

RF
　
　
　
　
　
　
　
　
　
　

ICP torch
　

§ Spectroscopic analysis
§ Coatings (TPCVD)
§ Toxic waste treatment
§ Powder treatment

§ Can work with very high
power

§ No electrode
§ Complex surfaces treatment
　

§ Noise, powder emission,
radiations

§ Not easy maneuverable: the
substrate has to move　

IST § Sterilization,
deodorization

§ Fast treatment of complex
surfaces

§ 36,000 bottles per hour
§ Reduced cost comparing to
other

§ sterilization methods

　

Hollow
cathode
sources, APPJ,
cold plasma
torch　

§ Surface treatments:
cleaning,
decontamination,
activation, etching,
coating

§ Complex surface treatments
§ Easy handling
§ Simple design

§ Only low temperatures
applications

§ Small treated surface　

Microwave
　
　
　

TIA, MTD,
MPJ
　

§ Spectroscopic analysis
§ Gas cleaning
§ Toxic waste treatment
§ Machinings

§ Complex surface treatments
§ Suitable for both low and
§ high temperature applications　

§ Microwave device (expensive
power supply, very accurate
machining, safety rules)

§ Discharge ignition
§ Small treat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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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상압플라즈마의 제염공정 적용성 평가

Excitation Source 낮은 온도 현장 적용성 경제성 효율성

DC/Low
frequency
　　

Arc torch 　× ○ 　△ 　○

Corona 　○ ○ 　○ 　△

DBD 　○ △　 　○ 　○

Radio
frequency
　
　

ICP 　× ○ 　△ 　○

IST 　○ ○ 　△ 　○

APPJ 　○ ○ 　△ 　○

Cold plasma torch 　○ ○ 　○ 　○

Hollow cathode 　○ ○ 　○ 　△

Microplasma 　○ 　○ 　○ 　△

Microwave

　

TIA 　× △ 　× 　○

MTD 　× △ 　○ 　○

MPJ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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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DC 방전에서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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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여러 기체들의 파센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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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chematic diagram of plasma chemical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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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Basic methods of plasma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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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전자 밀도 및 온도에 따른 플라즈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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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Evolution of the plasma temperature

(electrons and heavy particles) with the pressure in a mercury plasma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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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Electrons and ions frequencies in cold plas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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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Classification of atmospheric pressure plasma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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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저온 플라즈마 토치의 일반적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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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1 절 상압플라즈마 토치 개발

3.1.1 장치의 개요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금속성 방사성폐기물은 주로 습식 제염법을 이용해

서 방사성핵종에 오염된 모재를 제염하였으나 습식공정은 제염설비의 크기와 발생

되는 2차 폐기물의 양을 고려해볼 때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염공정의 개발을 위해서 건식제염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

행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도 저온․저진공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제염기술이 각광

을 받고 있다.

저온․저진공 플라즈마 건식제염 방법은 매우 높은 제염효율에도 불구하고 진공시

스템이 요구되는 등 일부 현장 적용성이 제한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저온․저진공 플라즈마의 제한성을 극복 및 보완하기 위하여 진공시스템이 요구되

지 않는 대기압(상압)플라즈마를 이용한 제염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적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압플라즈마 장치의 종류 및 특성을 분석하여 제

염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장치 모드로써 저온 플라즈마 토치 방식을 제작하였다.

제염 공정 위해서 채택된 저온 플라즈마 토치 장치는 3D 입체면 처리를 위한 원통

형 형식(그림 3.1.1과 그림 3.1.2)과 평탄한 대면적 처리를 위한 직육면체 형식(그림

3.1.3과 그림 3.1.4)의 2가지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제염 공정을 위해 제작된 상압플라즈마 장치의 특성 분석을 위해 그림 3.1.5와 그림

3.1.6과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플라즈마 발생 전극

원통형 플라즈마 장치는 2중관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직육면체형 장치는

2mm 두께의 평판형 중심전극과 이에 평행한 접지전극으로 설계·제작되었다. 두

형식 모두 전원은 13.56MHz의 RF 출력을 사용하였으며 전극은 열과 전도성이

우수한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또한 안정적이고 균일한 플라즈마의 발생을 위하

여 두 전극 사이에 1mm 두께의 유전체역할을 담당하는 석영관을 위치시켰으며

중심전극과 이 석영관 사이로 플라즈마 기체가 흐르게 된다. 이 석영관은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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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를 차단하고 아크로의 전이를 피할 수 있게 하여 연속 또는 펄스모드에서 작

업이 가능하게 하며 전극 표면에 무작위로 스트리머를 배분하고 균질한 표면처리

를 보장한다. 스트리머의 생성은 유전체 표면에 전자의 축적으로 인해서 발생하

게 된다. 플라즈마 발생시 전극에는 고온의 열이 전달되는데 이를 낮추기 위해서

원통형 플라즈마 장치에는 중심전극과 접지전극 각각에 냉각장치가 설치되어 있

으며 직육면체형 장치는 중심전극의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접지전극에만 설

치되어 있다. 또한 원통형 플라즈마 장치는 주입되는 플라즈마 기체가 원통형 중

심전극을 따라 균등하게 방출되게 하기 위해서 기체가 주입되는 지점 아래에 플

라즈마 기체 분배장치(distributor)가 설치되어있다.

가스 유량계

플라즈마 발생에 필요한 기체 공급 시스템에서는 99.999%의 초고순도 He 및 Ar

기체가 사용되었다. 기체 용기에 부착된 regulator를 통해 기체는 1.5 kgf/cm2의

압력이 유지되며 가스 유량계로 흘러간다. 가스 유량계에서는 He 기체의 경우 10

slm/min 까지 공정 조건에 따라 0.1 slm/min 간격으로 조절(KOFLOC, RK1600R)

이 가능하며 Ar 기체의 경우 60 slm/min까지 0.5 slm/min 간격으로 조절

(DWYER, RMA SERIES)이 가능하다.

RF 출력의 공급

DC 플라즈마는 전도성 전극 (conductive electrodes)을 사용하지만 RF 플라즈마

는 전도 또는 비전도 전극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DC 플라즈마는 전극

이 내부에 있어야 하지만, RF 플라즈마는 내부․외부와 상관없이 플라즈마를 발

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RF 플라즈마는 부식성이 강한 전리 기체의 사용에 용

이하며, 플라즈마에 의한 전극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 외 RF 플라즈마는 높

은 전리효과로 재료 처리 공정으로써 DC 플라즈마 보다 RF 플라즈마가 더 많

이 사용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RF 전원 장치는 최대 600 W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Auto-matching 시스템을 통해서 인가되는 출력을 최적화 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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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적 측정 장치(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He 및 Ar 기체를 이용한 플라즈마에서 발생한 원자들의 특성 파장을 분석하고자

광학적 측정 장치를 사용하였다(그림 3.1.7).

플라즈마 진단에 있어 광학적 측정 장치를 사용 할 때, 플라즈마가 방출되는 플

레임에서 나오는 파장을 분석하게 되므로 플라즈마 섭동을 주지 않는 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비교적 다루기가 쉽고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관심 원자에서 방출되

는 파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장치에는 실험 목

적을 충족시키고 비교적 간단하게 다루기 쉬운 Ocean Optics사의 광학적 측정 장

치(OES, model SD2000, Ocean Optics, Inc.)를 사용하였다. OES는 관심 원자가

플라즈마 상태에서 에너지를 얻어 여기상태(excited state)가 되었다가 준안정상태

(metastable state) 혹은 기저상태(stable state)가 될 때, 원자에 따라 특성 파장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파장을 분석함으로써 플라즈마 기체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

다. 플라즈마 기체에서 발생한 특성 파장은 광학섬유(optical fiber)를 통해서 단색

화장치(monochromator)에 도착하여 파장별로 추출되며 관심 원자에 대한 파장의

추이를 증폭기(amplifier)를 통해서 얻게 된다. 이 실험에서 관찰한 관심 원자의

파장과 여기 상태가 되기 위한 문턱에너지(threshold energy)는 표 3.1.1과 그림

3.1.8과 같다.

3.1.2 실험 절차

제작된 장치의 전극 형태별 및 주변인자 변화에 따른 특성 분석 통해서 플라즈마

장치의 최적의 공정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입력인자 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플라즈마

기체로 사용된 헬륨 및 아르곤의 유량률과 기체 조성비 변화, 인가되는 RF 출력 값

에 따른 라디칼 강도 변화 그리고 플라즈마 플레임 크기를 조사 분석하였다.

출력증가 실험 절차

헬륨기체 유량률을 5 slm과 10 slm로 일정하게 흐르게 한 후 각 유량률에 대해

서 RF 출력을 150 W까지 증가 시킬 때 나타나는 헬륨기체 라디칼 강도 변화를

OES로 측정하였다. 헬륨기체와 함께 사용되는 아르곤의 경우 플라즈마가 발생되

는 Breakdown Voltage가 매우 높으며 불안정한 플라즈마 조건을 형성한다[33].

본 연구에서 제작된 상압플라즈마의 경우도 아르곤 기체만을 사용하였을 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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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모두 매우 불안정한 플라즈마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아르곤은 헬륨기체를

이용한 플라즈마 발생조건에서 플라즈마 플레임길이의 증가를 위한 조성률 변화

실험에서만 사용하였다.

기체 유량률과 조성비 변화 실험 절차

플라즈마 기체로 사용된 헬륨 및 아르곤 두 기체의 유량율 및 조성비에 따른 라

디칼 강도 변화를 OES로 조사하였다. 먼저 RF 출력을 70 W ,100 W, 125 W,

150 W단위로 고정시키고 헬륨 유량율을 2 slm에서 10 slm까지 증가시킬 때 헬

륨 라디칼의 강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압플라즈마에 헬륨 기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헬륨기체가 플라즈마를 형성하는데 가장 쉽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헬륨기체의 경우 공기보다 매우 가볍기 때문에 전극을 통해 방

출되는 즉시 주변 공기로 분산되기 때문에 플라즈마 플레임 길이가 매우 짧다.

상압플라즈마 제염 기술을 이용하여 굴곡이 있는 제염대상물을 처리할 경우 일정

길이 이상의 플라즈마 플레임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플라즈마 기체로써 헬륨

기체를 사용하고 플라즈마 플레임 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기보다 무거운 아

르곤 기체를 함께 주입하였다. 각 RF 출력 70 W, 120 W, 150 W에 대해서 헬륨

기체를 5 slm과 10 slm로 일정하게 흐르게 한 후 아르곤 기체의 유량율을 5 slm

과 10 slm까지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헬륨 및 아르곤 라디칼의 강도변화와 플라

즈마 플레임 길이를 측정하였다.

3.1.3 결과 및 논의

1. 출력증가 실험

방사성폐기물의 제염 공정 실험을 위해서 제작된 원통형 및 직육면체형 상압플라즈

마 장치의 특성 분석을 위해서 먼저 일정 유량률로 흐르는 플라즈마 기체에 RF 출

력값을 변화시킬 때 나타나는 라디칼 강도변화를 OE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통형 장치의 경우 He 기체 유량률을 5 slm과 10 slm로 일정하게 유지한 후 RF

출력의 증가에 따른 He 기체의 라디칼 강도의 변화는 두 유량률 모두 같은 강도값

과 형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3.1.9). RF 출력을 10 W단위로 증가시킬

때 헬륨 라디칼 강도는 90 W 이전 까지는 낮은 효율의 기울기 값으로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높은 효율의 기울기 값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육면체형 장치의 경우 원통형 장치와 같이 RF 출력의 증가에 따른 He 기체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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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칼의 강도 변화는 같은 형태로 증가하였지만 원통형 장치와 같이 그 증가율이 변

화는 RF 출력값이 존재하는 않았다(그림 3.1.10). 또 다른 점은 원통형 장치의 경우

He 유량률이 5 slm과 10 slm 모도 거의 같은 라디칼 강도를 보인 반면에 직육면체

의 경우 He 기체의 유량률이 5 slm일 때가 약간 더 높은 라디칼 강도를 보였다.

이러한 두 전극 형태의 특성 차이는 표 3.1.2와 같이 원통형 장치와 직육면체형 장

치의 구조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써 직육면체형 장치의 경우 원통형 장치 보

다 플라즈마 기체가 방출되는 유효 면적은 2.6배 정도 크고 중심전극 단위 표면에

부여되는 출력의 강도가 6배 정도 낮기 때문에 같은 유량률 조건에서 He 기체의

각 입자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원통형 장치보다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육면체형

의 경우 He 기체의 각 입자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He 기체 유량률이 5 slm일 때 보

다 10 slm 일 때가 더 작기 때문에 라디칼 강도가 조금 낮은 값을 보인 반면 원통

형 장치의 경우 플라즈마가 방출되는 유효면적이 작고 중심전극의 단위 면적에서

발생되는 RF 출력 강도가 크기 때문에 He 기체의 유량률에 따른 라디칼 강도의 차

이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기체 유량률과 조성비 변화 실험 절차

가. 기체 유량률변화에 따른 실험

플라즈마 기체에 인가되는 RF 출력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기체의 유량률 및 조

성비의 변화에 따른 라디칼 강도의 변화를 OES로 측정하였다.

먼저 He 기체의 유량률에 따른 라디칼의 강도의 변화는 그림 3.1.11과 그림

3.1.12와 같다. 그림 3.1.11은 원통형 상압플라즈마 장치의 He 기체 유량률 변화에

따른 각 RF 출력값에 대한 그래프이다. 같은 유량률에 대해서 RF 출력값의 증

가는 앞에서 보인 출력값 변화에 따른 라디칼 강도 변화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낮은 출력 조건에서는 He 기체의 유량률이 증가하여도 라디칼 강도의 변화

가 거의 없는 반면 출력값을 증가함에 따라 유량률의 증가에 따른 라디칼의 강도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He 기체의 유량률이 4-5 slm 지점 이

후부터는 라디칼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육면체형 장치의 경우는 그림 3.1.12와 같이 일정 유량률 조건에서 인가되는

RF 출력값의 증가에 따른 He 기체 라디칼의 강도는 앞에서 실험한 출력값 변화

에 따른 라디칼 강도 변화 실험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원통형장치와 달리

He 기체 유량률이 4-5 slm 지점 이후부터는 오히려 라디칼 강도가 다시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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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11과 그림 3.1.12는 앞에서 실험한 그림 3.1.9와 그림 3.1.10에서 보여준

그래프의 특성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원통형 장치의 경우 He 기

체의 유량률 5 slm과 10 slm 조건에서 RF 출력의 증가에 따른 라디칼 강도가 거

의 같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그림 3.1.11과 같이 He 기체의 유량률이 4 - 5 slm

이상이 되면 라디칼 강도가 일정하게 발생되는 현상과 아주 잘 일치한다. 또한

직육면체형 장치의 경우 그림 3.1.10과 같이 He 기체 유량률이 10 slm일 경우가

오히려 5 slm 일 때보다 라디칼 강도가 떨어졌는데 이는 그림 3.1.12와 같이 He

기체 유량률이 4 - 5 slm 이후 지점부터는 유량률이 증가함에 따라 라디칼의 강

도가 떨어지는 모습과 아주 잘 일치한다.

나. 기체 조성비에 따른 He 라디칼 강도 변화 실험

일반적으로 산업적 혹은 연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압플라즈마 장치의 플라즈

마 기체로써 He 기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He 기체가 플라즈마가 가장

잘 발생되고 그리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방사성폐

기물의 제염 공정을 위해 상압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할 경우 제염 대상물의 형태

에 따라서 일정 길이 이상의 플라즈마 플레임길이가 요구될 수 있다. 즉 굴곡이

있는 제염 대상물의 경우 그 제염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제염 대상 표면에 도

달할 수 있는 일정 길이 이상의 플라즈마 플레임 길이가 요구된다. 하지만 He 원

소의 경우 공기 보다 매우 가볍기 때문에 플라즈마 노즐을 통해 방출되는 즉시

주변 공기와 희석되기 때문에 제염공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일정길이 이상의 플라

즈마 플레임을 형성할 수 없다.

상압플라즈마에서 He 기체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플라즈마 기체인 Ar의 경우

He 기체보다 플라즈마 발생 조건이 까다롭고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Ar 기체만을 사용했을 경우 플라즈마가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플라즈

마를 발생하기 위해 인가되는 RF 출력값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He 기체

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발생 조건을 형성한 상태에서 Ar 기체를 일정한 유량률로

증가할 경우 안정적인 플라즈마 조건을 형성하였으며 두 전극 형태 모두 1-1.5

cm 이상의 플라즈마 플레임을 형성하였다.

두 기체의 조성비에 따른 He 및 Ar 기체 각각에 대해서 라디칼 강도를 측정하였

다. 먼저 두 기체의 혼합에 따른 He 기체의 라디칼 강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림 3.1.13과 그림 3.1.14는 원통형 장치에 대한 실험 내용이고 그림 3.1.15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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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1.16은 직육면체형 장치의 실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원통형의 경우

그림에서와 같이 He 기체 유량률이 5 slm 및 10 slm 일 때 모두 Ar 기체의 유

량률이 증가 할수록 He 기체 라디칼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직육면체형 장치의 경우 Ar 기체 유량률이 증가할수록 He 기체 라디

칼이 감소하다가 유량률이 2 slm 이후부터는 다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해 사용되는 He 기체에 Ar 기체를 혼합

할 경우 전체적인 플라즈마 기체의 유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각 플라즈마 기체 입

자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감소함으로 He 라디칼의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15와 그림 3.1.16의 경우 Ar 기체의 유량률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He 라디칼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것은 Ar 기체의 증가에 따라

He 라디칼이 측정되는 파장 주변에서 많은 노이즈가 발생함에 따라 He 라디칼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체의 조성비에서 인가되는 출력에 따라서 원통형 장치의 경우 RF 출력값

이 증가함에 따라 He 라디칼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직육면

체형 장치의 경우 RF 출력값이 120 W와 150 W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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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체 조성비에 따른 Ar 라디칼 강도 변화 실험

같은 조건에서 그림 3.1.17, 3.1.8, 3.1.19 및 3.1.20과 같이 Ar 기체의 라디칼 강도

를 측정하였다. 그림 3.1.21과 같이 Ar 기체는 He 기체보다 플라즈마 발생 개시

전압이 높으며 매우 불안정한 플라즈마 조건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상

압플라즈마 장치 또한 Ar 기체만을 사용했을 경우 매우 불안정한 플라즈마 발생

조건을 형성하였으나 He 기체를 이용한 플라즈마 발생 조건을 형성한 후 Ar 기

체를 혼합할 경우 안정적인 플라즈마 발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림3.1.17, 3.2.18, 3.2.19 및 3.1.20에서와 같이 원통형 및 직육면체형 모두

Ar 라디칼의 강도가 Ar 기체의 유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두 기체의 혼합에 따른 He 라디칼 강도의 변화와 같이 원통형 장치의 경우

인가되는 출력값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He 라디칼 강도의 증가를 보인 반면에

직육면체형 장치의 경우는 인가되는 출력값이 120 W와 150 W에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r 기체만을 사용했을 경우 매우 불안정한 플라즈마 발생 조건이 He 기체를 이

용한 플라즈마 발생 조건에서 Ar 기체를 첨가할 경우에는 매우 안정적인 플라즈

마 발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He 기체가 Ar 기체의 플라즈마 발생 조건에 일정

형태의 기여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라. 기체 유량률 및 조성비에 따른 플라즈마 기체 온도 측정

플라즈마를 이용한 제염공정은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식각 반응을 이용한 것이

다. 이러한 식각반응은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라디칼이 반

응 대상물과 반응하여 나타나는 화학적인 현상이다. 많은 다른 화학 반응에서와

같이 라디칼이 반응대상물과의 화학반응 즉 식각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제

염대상물 의 모제에 손상을 주지 않는 온도 범위내에서 플라즈마 기체의 온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식각반응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된 상압플라즈마 장치에서 발생되는 플라즈마 기체의 온

도는 그림 3.1.22, 3.1.23, 3.1.24 및 3.1.25와 같았다. 그림 3.1.22와 그림 3.1.23은

상압플라즈마를 이용한 제염 공정에서 실제 제염 대상물의 표면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플라즈마 전극과의 2 cm 지점에서 측정한 온도이며 그림 3.1.24와

3.1.25는 플라즈마 전극과의 거리에 따른 플라즈마 기체의 온도를 측정한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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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통형 장치의 경우 그림 3.1.22에서와 같이 인가되는 출력값의 증가에 따라 일정

하게 온도가 증가하며 본 실험에서 사용된 최대 출력값인 150 W에서는 약 100

℃ 정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극과의 거리에 따른 온도 분포는 그림

3.1.23에서와 같이 5 cm 지점에서 상온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육면체형 장치의 경우는 그림 3.1.23에서와 같이 He 기체만을 사용한 플라즈마

발생 조건에서는 플라즈마 기체온도가 거의 상온 수준이지만 Ar 기체를 혼합할

경우 원통형 장치와 같이 최대 RF 출력값이 150 W일 때 약 100 ℃ 까지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극과의 거리에 따른 플라즈마 기체의 온도 분포는 그림

3.1.25와 같이 5 cm지점에서 상온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전극 모두 본 실험 조건에서 사용된 최대 출력값인 150 W에서 전극과의 2

cm 지점 이내에서는 약 100 ℃정도의 제염대상물의 모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서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라디칼의 반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도 조건을 형

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26과 3.1.27은 실제로 플라즈마 발생되는 모

습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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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광학적 진단에서 관찰한 관심 원자의 특성 파장과 문턱에너지

관심 원자 파장(nm) 문턱에너지(eV)

Ar

696.5 13.3

706.7 13.2

750.3 13.4

811.5 13.0

He

388.8 22.9

468.5 75.3

587.5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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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전극 형태별 구조적 특성

구분 원통형 직육면체형

플라즈마 기체
방출 유효 면적

4.78 X 10-5m-2 1.23X 10-4m-2

플라즈마 기체
유효 체적

1.147 X 10-6m3 5.852 X 10-6m3

중심 전극
표면의 면적

1.206 X 10-3m2 7.315 X 10-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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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원통형 상압플라즈마 장치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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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원통형 상압플라즈마 전극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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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직육면체형 상압플라즈마 장치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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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직육면체형 상압플라즈마 전극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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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상압플라즈마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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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상압플라즈마 시스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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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플라즈마 진단을 위한 OES 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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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OES wave length of He and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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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He intensity vs. RF power at cylinder type torch

(He flow rate : 5 and 10 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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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He intensity vs. He flow rate at rectangular type torch

(He flow rate : 5 and 10 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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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He intensity vs. He flow rate at cylinder type torch

(plasma power : 70, 100, 125 and 1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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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He intensity vs. He flow rate at rectangular type torch

(plasma power : 70, 100, 125 and 1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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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He intensity(5 slm) vs. Ar flow rate at cylinder type torch

(plasma power : 70, 120 and 1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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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He intensity(10 slm) vs. Ar flow rate at cylinder type torch

(plasma power : 70, 120 and 1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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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He intensity(5 slm) vs. Ar flow rate at rectangular type torch

(plasma power : 70, 120 and 1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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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He intensity(10 slm) vs. Ar flow rate at rectangular type torch

(plasma power : 70, 120 and 1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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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Ar intensity vs. Ar flow rate at cylinder type torch

(He 5 slm fixed, plasma power : 70, 120 and 1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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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Ar intensity vs. Ar flow rate at cylinder type torch(He 10 slm)

(plasma power : 70, 120 and 1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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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Ar intensity vs. Ar flow rate at rectangular type torch(He 5 slm)

(plasma power : 70, 120 and 1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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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Ar intensity vs. Ar flow rate at rectangular type torch

(He 10 slm, plasma power : 70, 120 and 1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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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I-V curves for the Ar/O2(1%) and He/O2(1%)



- 78 -

그림 3.1.22 Temperature vs. r.f. power at cylinder type torch

(distance : 2 cm, flow rate : He 10 slm, He10slm + Ar 10 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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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Temperature vs. r.f. power at rectangular type torch

(distance : 2 cm, flow rate : He 10 slm, He 10 slm + Ar 10 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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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Temperature vs. distance at rectangular type torch

(r.f. power : 150 W, flow rate : He 10 slm + Ar 10 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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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원통형 상압플라즈마 장치의 플라즈마 발생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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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직육면체형 상압플라즈마 장치의 플라즈마 발생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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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절 비산분진 회수 및 필터링 시스템

대기 중에서 운영되는 상압플라즈마 토치 이용 제염 공정에서는 진공 플라즈마 시

스템에서와는 달리 모재로부터 탈착되어 비산되는 방사성폐기물 회수·포집하는 과

정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탈착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비산분진 회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플라즈마 반응에 의한 반

응 생성물을 포집할 수 있는 필터링 소재를 정리하였고 상용 charcoal, medium,

HEPA 필터를 이용하여 필터링 모듈을 설계 제작하였다.

3.2.1 기본적인 흡착 이론과 흡착제

흡착(adsorption)이란 기체 혹은 액체상의 입자가 고체 물질의 표면에 달라붙는 현

상을 말한다. 이 때 달라붙는 입자를 adsorbate이라하고 입자가 달라붙는 고체를

adsorbent라고 하며 달라붙은 입자가 표면에서 떨어져나가는 현상을 탈착

(desorp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흡착 현상은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물을 정수하거나 여러 가지 오염 물

질의 제거, 자동차 배기가스의 정화, 탈취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실제로

흡착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크게 물리흡착(physisorption)과 화학흡착

(chemisorption)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물리흡착(physisorption)

물리흡착은 흡착입자(adsorbate)와 흡착제(adsorbent)간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흡

착이 이루어지므로 둘 사이의 반응에서 전자의 이동이나 분자구조의 변화를 야기하

지 않는다. 이 때 물리흡착과정에서 달라붙는 힘은 Van Der Waals힘 정도이고 흡

착열(heat of adsorption)은 약 8 kcal/mole 이하이다. 주로 미세기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공성물질에 기체입자가 달라붙는 것을 물리흡착이라고 한다. 물리 흡착의

특징으로는 흡착력이 약하므로 열을 가하여 입자를 탈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리

흡착은 가역적인 반응(reversible adsorption)이다. 그리고 물리흡착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 흡착이 이루어지므로 물질의 종류나 특성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흡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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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흡착(Chemisorption)

화학흡착이란 분자 간 화학 결합력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흡착을 말한다. 물리 흡

착력이 van der waals 힘 정도인데 반해 화학흡착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강한

화학 결합력이므로 흡착력이 물리 흡착에 비하여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흡착은 물리흡착에 비하여 흡착 후 탈착이 잘 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공정이다. 흡

착열은 물리 흡착이 약 8kcal/mol이고 화학흡착은 20-250 kcal/mol 정도이다. 이

때 화학적 흡착과 물리적 흡착과의 경계를 평균적인 결합에너지(binding energy)로

구분하며 그 경계는 약 20 kcal/mol이다.

화학흡착의 주요한 특징은 흡착력이 화학 결합력이므로 분자 간 전자의 이동이 생

기고 전자의 이동에 의해 분자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분자

간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반응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므

로 물리 흡착에 비하여 화학흡착은 흡착 거동이 선택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흡착 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흡착속도가 물리흡착에 비하여 느리다는 특징이 있다.

다. 플라즈마 공정 적용 흡착제

(1) 활성탄(activated charcoal)

활성탄은 숯(charcoal)의 흡착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활성화 처리한 것으로 야자

나무의 야자껍질을 450-500℃에서 1차로 태운 다음 그 탄화물을 1000-1200℃의 증

기상태의 처리과정을 통해 기체화 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기화(氣化)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활성화(活性化)"라고 한다.

활성탄은 카본이 주 구성물질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무극성을 띠고 있어 무극성 입

자를 흡착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여러 가지의 흡착제와 비교할 때 생산단가가 저렴

하면서 흡착능력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탄화수소를 흡

착하거나 정수기 필터, 탈취제 등 다양한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공의

크기가 균일하지 못하고 자연산 물질을 처리하여 얻어지므로 임의로 흡착 성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활성탄은 물리 흡착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공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흡착이 가능하고 활성탄의 카본과

유기물과의 반응으로 화학 흡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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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F (sodium fluoride)

NaF는 다공성의 불화한 Na의 정형체이며, 일반적으로 UF6, MoF6, HF, WF6와 그

외의 다른 휘발성 불화물 가스를 기류 중에서 보다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사

용된다. NaF의 적정한 흡착 능력은 흡착대상물의 비표면적, 공소율 및 흡착하려고

하는 기체상태의 불화물질의 분자량에 관계가 있다. NaF가 일반적으로 기체의 흡

착․탈착용으로서 사용되는 온도범위는 100-400℃이지만, 급격한 가열 및 냉각은 F

의 강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온도의 급격한 변화는 주의를 기해야 한다.

NaF의 일반적인 물성치를 표 3.2.1에 나타내었다. 또한 NaF에 대한 휘발성 불화물

의 흡․탈착 특성을 온도에 따라서 다음에 나타내었다.

- 100℃에서 흡착되지 않는 것: IF7, TeF6

- 100℃에서 부분적으로 흡착되지 않는 것: MoF6, TcF6

- 100℃에서 완전히 흡착되는 것: UF6, PuF6, NpF6, HF, NbF5

- 400℃에서 완전히 탈착되는 것: UF6, PuF6, NpF6, HF, TcF6

(3) CuO

CuO는 천연으로 흑동광(tenorite)으로 산출되며, 삼사정계 구조를 가지며 단위격자

중의 화학 단위의 수 Z=4, a=4.653, b=3.420, c=5.108Å, β=99°29′이다. Cu는 O로

되는 정사각형의 중심에 O는 Cu로 되는 사면체의 중심에 있다. 원자간 거리 Cu-O

는 1.95Å정도이다. CuO에 대한 격자구조를 그림 3.3.5에 나타내었다. 비중은 6.4,

융점은 1148℃이며 융점에서 일부는 분해하여 다음과 같이 산화 작용을 한다.

4CuO ⇔ 2Cu2O + O2

또한 물이나 알코올에 녹지 않으며, 산에 녹아서 구리(Ⅱ)염이 된다. 암모니아, 염

화암모늄 또는 시안화칼륨 용액에 개개의 가용성 착염을 만들고 녹으며, 수산화 알

칼리 용액에도 녹아서 청색이 된다. 일반적으로 CuO는 원소분석의 산화제, 촉매 등

으로써 사용된다.

(4) NaF 및 CuO의 응용 예

방사성 제염처리에서의 trapper로서의 CuO를 이용한 한 실험결과는 온도를 600℃

로 올려서 Co는 96.9%, U는 86%의 효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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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도 함께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100℃로 NaF를 trapper로서 사용했을

경우 99% 이상의 효율을 보였다. 이들의 system에 대한 응용 예를 그림 3.2.1에 나

타내었다.

그러므로 위의 실례를 보더라도 cold trap과 CuO, NaF trap을 이용하면 기체상 2차

폐기물을 거의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2 필터링 모듈의 설계 제작

이 연구에서 개발하는 상압 플라즈마 제염 공정은 건식 공정으로서 제염 처리 과정

에서 입자 및 기체상 2차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된다. 기초 연구로서 물리적 흡착방

식을 적용하는 회수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3.2.2과 같이 플라즈마 제염 공정 시

스템에서 배출되는 기체상 폐기물을 포집한 후단에 필터링시스템이 설치되어 입자

혹은 기체상 방사성물질이 포집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0.1mm이상의 입자성 물

질이 mesh를 통해 걸러지고 Pre 및 Medium 필터를 통해서 0.3μm이상의 입자성

방사성물질이 70% 이상 포집되며 후단에 설치된 HEPA 필터를 통해서 90%이상

포집된다. HEPA 필터를 통과한 입자상 방사성물질은 charcoal 필터를 통해서 최종

적으로 포집된다.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필터링시스템에서는 2차폐기물이 입자 혹은 기체상으로 발

생하였을 때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re, Medium, Cartridge,

HEPA, Charcoal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추후에 방사성핵종을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NaF, CuF 등)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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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Physical properties of NaF

분자량 41.99(F: 45.24%, Na: 54.75%)

색깔 및 결정구조 무색, 등축정계

m. p 992℃

b. p 1705℃

용해도(wt%, NaF-H2O 계)
3.9(20), 3.92(25), 4.05(30), 4.21(40),

4.47(60), 4.66(80), 4.83(100)

밀도(g/㎖) 2.79

굴절율 π=1.3915

융해열(cal/mol) 7,000

증발열(cal/mol) 53,260

용해열(kcal/g-mol, at 25℃) -0.27

생성열(kcal/mol, at 25℃) △H=-135.94

자유에너지(kcal/mol, at 25℃) △F=-129.0

전기전도도 비전도도: λ=3.15+8.3×10-3(t-100)

증기압
934～996℃; logP=11.3315-14856/T, (T=K)

996～1075℃; logP=9.4188-12428/T, (T=K)

분자열(Cp; J/mol-K) Cp=43.51+16.23T×10
-3
-1.38/T

2
×10

5



- 89 -

제염가스

불소계열

오염물
플라즈마
제염공정

상압
Plasma
torch 

처리 후 gas

Cold
Trap

Co2(CO)8, UF6

NaF(100oC)
Trap

NaF-Fluoric
Compounds

CuO(600oC)
Trap

CuO- Carbonyl
Compounds

NaF재생(100oC)
고정화 산화처리

처분/재이용

그림 3.2.1 Separating system of fluorine/carbonyl compounds

using plasma de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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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필터링 시스템 구성 도면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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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제염 공정 개발에 앞서 1년간의 연구 기간에 걸쳐

①상압플라즈마 torch 개발

② 비산분진회수 및 필터링 시스템 특성 분석

등 두 가지 주제의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관계시설에서 발생되는 금속성 방사성폐기물의 제염 공정에

상압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산업적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압플라즈마 장치의 종류 및 특성을 분석하여 제염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장치 모

드를 선정하였고 실험실 규모의 토치를 성공적으로 개발·제작하였다. 또한 제작된

상압플라즈마 토치의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상압플라즈마 기술이 제염 공정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산분진 회수 및

필터링을 위해 필터 특성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고, 상용 필터링 소재를 이

용한 필터링 모듈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당초 계획하였던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

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확보한 실험실 규모의 상압플라즈마 토치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

를 통해 적용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실증 연구가 수행된다면 실용적인 상압플라즈마

공정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 상압플라즈마 제염 공정은 현재 실증이 완료된

저온․저진공플라즈마 제염기술과 연계하여 방사성 오염 제염에 적용성이 뛰어난

건식 제염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가 재료이거나 혹은 기자재 등 고가의 금속 모재의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이 기술을 통해 표면 오염만 제거될 경우 모재(base or substrate material)의 제염

처리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자원 재활용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 이러한 경향

은 일본을 포함한 원자력 선진국들의 최근의 큰 흐름인 폐기물의 재사용을 고려한

산업적 처리 방법과도 잘 부합된다.

한편 본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플라즈마 제염 공정 연구 분야의 활성화는 물론 국

제적으로도 플라즈마 공정 기술을 원자력분야 적용하는 성공적 사례를 제공하게 되

어 이 분야의 과학 기술적 기초 및 응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며 개발된 장치의 설계와 제작 지적 재산권의 확보와 장치의 해외 수출 등이 가

능할 경우 그 관련 기술 분야로의 파급 효과는 지대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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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상압플라즈마 제염 공정은 저진공 플라즈마 제염 공정과 연계

함으로써 국내의 플라즈마 제염 공정 연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과학 기술적 기초 및 응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고착성 오염에 적용성이 뛰어나면서도 건식

인 플라즈마 기술을 방사성폐기물 처리 연구에 도입하여 고전적 제염 방법(초음파

제염, 전기 화학적 제염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후 이

플라즈마 제염 방법을 원자력 계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압플라즈마 제염 공정 기술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꾸준히 수행된다면

제염 분야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염 기술이 개발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 원자력발전소 내 축적된 고착성 표면 오염 폐기물 처리 혹은 모재 회수 예정 폐

기물 처리

§ 폐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원자로 1차측 방사성 폐기물 처리

§ 실험과정 중 혹은 방사성/핵 물질 취급 중 오염되는 폐기물의 처리

§ 모재 회수를 위해서나 분리 처리를 위해 표면 제염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오염

폐기물

§ 원자력 시설 벽면 표면 고착성 오염

등의 고착성 표면 오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경제 산업적 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또한 증가추세의 국내 원자력 산업의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표면 고착성 오염 폐기

물, 특히 핵연료 주기 관련 사업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

우, 이들을 국내 자체 기술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발생하는 최종 처리/처분 폐기

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제염 시설/장치의 설계와 제작 혹은 공정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국제적 신기술 개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개발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해외 제

염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경제․산업적 효과 또한 지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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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사성 오염 제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

이다. 각국 연구 기관별 주요 기술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6.1 절 미국의 개발 현황

미국은 이 기술에 매우 큰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로 국립연구소인

INEL(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의 경우 여러 D&D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관련 기술 중 플라즈마 제염기술을 ‘thermal substrate removal’

기술분야로 분류하고 집중 연구 중이며 타 기관들에서도 plasma torch를 사용하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TRU핵종, 토양을 제염하는 연구와 plasma arc torch를 이용

하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를 감용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저온 상압 plasma jet (APPJ, 13.56MHz)을 이용하여 주로 TRU 핵종과 저준위 방

사성 폐기물 (LLW)의 제염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UCLA와 LANL (Los

Alamos National Lab.), 상압이나 상압근처에서 electrodless plasma torch를 이용하

여 다양한 폐기물의 thermal destruction에 사용하고 있는 MIT PSFC (Plasma

Science & Fusion Center), plasma torch (50～300kW)를 이용하여 주로

commercial ash vitrification과 LLW 처리에 이용하고 있으며 상업용으로서의 보다

큰 내구력이 있는 600～2,500kW 급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Westinghouse사,

bench-scale 정도의 PHP (Plasma Hearth Processes)를 이용하여 LLW와 TRU 폐

기물의 유리화를 통한 제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ANL (Argonne National Lab.)

등을 들 수 있다.

1. LLNL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20kW의 RF plasma torch를 제작해서 연구를 수행중이며, plasma torch를 이용하여

방사성 폐기물, 고체폐기물, 그리고 혼합폐기물의 유리화 하는 처리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50kW의 새로운 design의 RF plasma torch를 계획중이다.

(www-dsed.llnl.gov/documents/plasma/raapctta93.html)

2. UCLA/LANL (Los Alamos National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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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압에서 plasma jet(APPJ, 13.56MHz)을 이용하여 주로 TRU 핵종과 저준위 방사

성 폐기물(LLW)의 제염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feed gas로는 CF4/O2/He을 사용하

였다. 또한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제염이나 weapon-site에의 응

용을 위해 고출력의 APPJ를 계발하였다.

(UCLA: www.cerr.ucla.edu, LANL: www.lanl.gov/orgs/cipto/DTIN/open/UsrFac/plasmajetuser.html)

3. Westinghouse

Marc-3 system으로 명명된 plasma torch(50～300kW)를 이용하여 주로

commercial ash vitrification과 LLW 처리에 이용하고 있으며, 상업용으로서의 보다

큰 내구력이 있는 600～2,500kW 급을 판매하고 있다.

(www.westinghouse-plasma.com)

4. SAIC (Science Application International Corp.)/Retech

Plasma arc torch를 이용하여 pilot-scale (3～4 barrels of waste/hr)의 plasma

hearth process (PHP) 장비를 제작하여 mixed waste와 토양제염을 시연/실증하였

다. 또한 장치를 보완하여 MWIP (Mixed Waste Integrated Program)에 의해 FY94

를 지을 계획이다. 시연은 성공적이었으며 mixed metal (ductile iron, cast iron,

steel, aluminum, copper, and brass), metal oxide sludge, combustible solids와

sludge에 대해 130～550 lbs/hr 정도를 처리하였으며 유기물의 경우 99.99%의

effective destruction을 보였다.

(www,pnl.gov/WEBTECH/bwid/plashrth.html)

5. ORNL (Oak Ridge National Lab.)

Micro-wave plasma torch(2.45GHz)를 100 Torr 정도에서 oil surface cleaning과

작업장의 제염에 사용하였으며, closed-loop plasma cleaning system을 이용하여 U,

Pu, 그리고 Hg등을 함유한 유해물의 제염에 응용하고 있다. 또한 reactive oxygen

plasma를 이용할 경우 표면제염에 아주 효과적이었다.

(www.ornl.gov/orcmt/capabilities/dtin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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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hoenix Solutions Co.

100～1,500kW의 plasma arc torch를 이용하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LLW)의

감축(reduction), 도시쓰레기의 비산재(fly-ash)의 유리화, 그리고 금속폐기물(metal

scrap)의 용융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300kW 급의 plasma torch를 설계 제작하여

일본의 Kobe Steel/Kansai Electric에 waste processing system으로 공급하였다.

(www.phoenixsolution.thomasregister.com)

7. MIT PSFC (Plasma Science & Fusion Center)

상압이나 상압근처에서 electrodless plasma torch를 이용하여 다양한 폐기물의

thermal destruction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2.45GHz micro-wave(4kW) plasma

torch를 이용하여 thermal treatment에 응용하고 있다. 또한 고준위 폐기물(HLW)과

저방사능 폐기물(LAW)을 융해한 물질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시간 센서계발

(Millimeter-Wave Glass Meter-Process) 연구가 수행중이다.

(www.psfc.mit.edu)

8. Retech Inc.

Plasma centrifugal furnace(1 MW)에 의한 유해 페기물의 처리 및 오염 토양의 제

염에 이용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이 시간당 1톤 정도의 plasma furnace(500～750kW)

를 MGC plasma, Muttenz 및 스위스에 공급하여 고체 및 액체 유해 폐기물의 처리

에 이용되고 있다.

(www.retechinc.com)

9. PEC (Plasma Energy Corp.)

1 MW 수냉각 이송형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혼합 폐기물(mixed waste)의 유리

화 및 열분해(pyrolysis) 공정에 응용하고 있다. 이 장비는 폐기물의 처리용량이 대

략 시간당 1톤 정도이며, 또한 plasma를 이용하여 매립장의 부지를 정화하기 위한

PRISM (Plasma Remediation of In-Situ Materials) 공정을 개발 진행중이며, 실험

결과 매립지 폐기물의 체적이 약 25%정도 감소한다고 밝혔다.

(eco-web.com/register/01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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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EAT (Plasma Energy Applied Technologies)

150kW의 비이송식 plasma torch를 이용하여 유기 및 무기 폐기물의 처리를 하고있

으며, TDR (Thermal Destruction and Recovery) 체계를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

또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병원고체폐기물 및 slag 처리는 물론 운송이 가능한

플라즈마 열분해 시스템 (Transportable Plasma Energy Pyrolysis System)인

TDR500 system의 설계 및 제작을 하였다.

(www.peat.com)

11. SCE&G (A SCANA. COMPANY)

DC plasma arc torch를 이용하여 고체 폐기물과 비산재에 대해 열분해 및 유리화

처리를 하고 있다.

(www.scana.com)

12. GTRI (Georgia Tech Research Institute)

100kW와 240kW의 2개의 plasma torch를 이용한 폐기물의 처리에 연구를 수행하

고 있으며, 현재는 폐기물의 유리화, PRISM (Plasma Remediation of In-Situ

Materials), 그리고 ISLR (In-Situ Landfill Remediation)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eoeml-www.gtri.gatech.edu/lab/nemeth)

13. ANL (Argonne National Lab.)

Bench-scale 정도의 PHP (Plasma Hearth Processes)를 이용하여 LLW와 TRU 폐

기물의 유리화를 통한 제염을 개발하였으며, 좀 더 큰 규모의 field-scale Unit(55

gallon drums/hr)를 계획하고 있다.

(www.anl.gov/LabDB/Current/Ext/H611-text.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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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절 일본의 개발 현황

현재 일본에서 실행되고 있는 연구 개발도 매우 다양한데 저온 플라즈마 공정 응용

연구 뿐만 아니라 plasma torch를 이용하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제염, 처리, 용

융하는 연구와 그 실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Kobe Steel). 특히 일본 전력중앙

연구소 (CRIEPI,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stitute) 경우 원자

력응용을 위한 플라즈마 연구실팀을 별도로 가동하고 10여명의 연구원들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3개 전력회사의 경우 이들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경공업대학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과 일본 벤쳐 기업인 Kaken Co.는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한 방사성 제염 기술을 공

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1. 전력중앙연구소(CRIEPI)

- 100kW급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용융 기술 개발 중

- DC 플라즈마 arc heating 이용 방사성 오염물질 분리

- Corona 방전이용 표면 순간 용융기화처리 연구

2. Kobe Steel

PEC사의 플라즈마 용융설비 (PT-200:비이송식 토치)를 이용한 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LLRW) 드럼 처리를 위한 실증실험.

(www.kobelco.co.jp)

3. Diado 발전소

300 kW transferred arc 용융로를 이용한 용융 고화 처리

4. 동경공업대학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Micro-wave Plasma Torch(2.1kW)를 이용한 방사성 제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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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aken Co.

micro-wave heated plasma torch 이용 표면성 제염 처리

(www.kaken.co.jp)

6. TEC (Toyo Engineering Corp.)

이 회사는 미국의 Retech사에 의해 개발된 plasma centrifugal furnace 장비를 이용

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 사용하고 있다.

(www.toyo-eng.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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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절 캐나다의 개발 현황

현재 캐나다에서 실행되고 있는 플라즈마 응용 연구로는 플라즈마 가스화(Plasma

Gasification), RF inductive coupled plasma torch와 transferred arc 용융로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구가 수행, 사용 중에 있다.

1. McGill 대학

40 kW transferred 아크 용융로 이용 유리화

2. Sherbroke 대학 (CRTP)

RF inductive coupled plasma torch와 transferred arc 용융로를 이용한 유해 화학

폐기물 처리

(www.gcm.usherb.ca/crtp)

3. RCL (Resorption Canada Ltd.)

플라즈마 가스화(gasification)는 플라즈마 발생열을 이용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함과 동시에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공정의 부산물로는 가연

성 기체(CO, H)와 슬래그가 배출되는데 가연성 기체는 연료가스로 이용되고 슬래

그는 잡석이나 건축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회사에서는 150kW의 비이송

식 PEC사의 플라즈마 토치를 사용하고 있다.

(www.rcl-plas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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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절 프랑스의 개발 현황

1. EDF(Electriciote de France)/CNIM

EDF와 CNIM은 600kg/h의 병원고체 폐기물(HSW)을 처리하기 위해 2MW 용량의

plasma torch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연간 20,000톤의 병원고체 폐기물(HSW)을

처리하기 위해 plasma 시설을 포함한 사용 가능한 설비를 만들고 있다.

(www.edf.fr)

2. Limoges 대학/ COGEMA

열분해 가스의 산소 플라즈마에 의한 연소 및 소각재 유리화

(www.cogema.com)

3. Europlasma

Plasma Torch를 이용하여 MSW 처리를 유리화하는 공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BORDEAUX-FRANCE 설비는 기존 소각 설비에 유리화 설비를 추가시킨 통합설

비이다. 이 장치를 통해 도시고체폐기물은 일일 400톤, 하수슬러지(Sewage Sludge)

는 60톤, 그리고 비산재(Fly Ash)는 10톤정도를 처리하고있으며, 이 설비를 통해 인

근 12,000여 가구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BORDEAUX metropolitian

community와 함께 VIVALDI (Vitrification and Various Valorisation of the

end-product)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www.europlas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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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절 기타국가의 개발 현황

1. 독일 (Mannesmann Demag/Krupp Mak)

Krupp사의 교류 플라즈마 토치 이용하여 도시폐기물의 처리 및 비산재의 처리를

하고 있다. 처리 결과로는 1톤의 비산재를 처리할 경우 700 kg의 용융 슬래그, 250

kg의 응축 휘발성 중금속과 염, 그리고 50 kg의 미세분진이 나왔다. 현재

Mannesmann Demag + MGC Plasma AG사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PLASMOX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

2. 스웨덴 (ScanArc (Plasma Technologies AB))

이 회사는 100kW～10MW에 이르는 plasma torch system을 이용해 도시고체 폐기

물의 가스화를 통해 연료가스를 생산하거나 다양한 폐기물로부터 회수되는 연료

(Refuse Derived Fuels, RDF)를 생산하기 위해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공정을 개발

하고 있다.

(www.scanarc.se)

3. 기타 국가

대만의 경우는 INER(Institute of Nuclear Energy Research)를 중심으로 방사성 폐

기물의 처리용 플자즈마 공정 시스템 pilot plant를 건설 운영중이다. 이외의 주요

국가로 헝가리에서는 플라즈마 산화에 의한 염화 유기화학 폐기물 및 독성 중금속

함유폐기물의 처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플라즈마 산화에 의한

cholrophenolic 폐기물의 처리를 연구하고 있다 (PLA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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