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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generate negative ion, a small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plasma reactor was used in this study and 

operated by high AC voltage. With increasing of voltage, we can get more negative ions. However unfortunately, if the 

input voltage is too high, it will also cause formation of ozone which is very harmful to human being health. So the 

work of finding out the best condition of Voltage and frequency was carried out firstly. After several times of 

measurement, operating at 20 kHz frequency is the best condition generating high ion concentration without ozone.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 the best reactor structure, two types of surface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reactors 

were examined to produce negative oxygen ions at the conditions of 20 kHz frequenc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urface DBD reactor with several small tips showed better characteristics for generation of negative oxygen ions at the 

same condition.

1. 서 론 

현대에 들어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산업의 

형태가 변하면서 현대인들의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내공기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즉, 담배연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 탄소, 오존 및 

각종 유기물질은 양이온을 형성하고 있는데 

양이온이 지배적인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인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공기중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은 이들 

양이온을 경화 침전시켜 제거하므로 공기를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해 준다. 음이온은 보통 

폭포주변, 소나무 숲 등 공기가 맑은 곳에 

풍부하게 존재하게 있으며 숲 속 공기에서 

느껴지는 상쾌함이 바로 음이온 덕분이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음이온 공기청정기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이 높아졌다. 

최근에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기술은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 

플라즈마 반응기에 고전압 전기장을 걸어주면 

원래부터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던 소량의 

자유전자들이 전기장에 의해 가속을 받음으로써 

중성인 기체분자와 충돌하여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고 이 전자가 다른 중성인 분자표면에 흡착 

되여 음이온을 형성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저온 플라즈마 방전중의 한가지 

유형인 DBD 플라즈마 방전을 이용하여 음이온을 

발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플라즈마를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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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전압이 증가할수록 음이온의 생성은 

증가하지만 오존의 발생량 또한 같이 증가하게 

된다. 하여 오존을 생성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음이온을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및 

전압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반응기를 휴대하기 간편할 

수 있도록 소형화로 설계된 플라즈마 반응기를 

사용하였고 또한 이 반응기를 여러 가지 주파수와 

전압조건하에서 작동시킴으로 음이온이 많이 

생성될 수 있고 오존이 생기지 않는 가장 최적인 

운전 전압 및 주파수를 찾아내게 되였다. 또한 이 

조건하에서 두 가지 부동한 타입의 플라즈마를 

사용하면서 이 두 가지 반응기에 의한 음이온의 

발생량을 비교하여보았다.  
 
 

2. 실 험 

2-1 실험 장치 및 구성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음이온 발생에 관한 

실험장치의 구성은 다음의 그림 1 과 같다. 

그림과 같이 실험장치는 팬, DBD 반응기, 

전원공급장치, 이온 검측기, 오존분석기로 

구성되어있다. 음이온의 측정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으로 양 옆이 뚫린 튜브 형 

모양으로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반응기를 

설치해놓았다. 그리고 한쪽에서 팬을 돌려서 

공기유동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음이온 측정을 

편리하게 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2-2 음이온 및 오존 생성원리 

기체의 이온화로 생성된 플라즈마 내의 전자들은 

외부 전기장에서 기체로 에네지를 전송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에너지 전이는 전자와 

기체분자들 사이의 탄성충돌이나 비탄성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다. 전자와 분자의 탄성충돌은 

분자의 운동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비탄성 충돌은 

해리와 이온화를 시켜 자유 라디칼 (free 

radical)과 이온을 만든다. 분자들이 해리되면서 

쪼개진,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중성 원소를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다원자 분자가 쪼개져 

만들어지는 중성 단원자는 매우 불안정하고 

활성이 강하다. 실험에서 공기중의 분자기체는 

전자충돌로 인하여 이온화되면서 다음과 같이 

양이온, 전자, 음이온 등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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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응식들에서 A 와 B 는 주요하게 

공기중의 질소 혹은 산소원소거나 

이산화탄소분자일수 있다. 오존이 생성되는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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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플라즈마 반응기 

그림 2 과 같이 두 가지 형태의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이 반응기는 저온플라즈마 중의 DBD 

방전 형식의 반응기로서 전극으로서 Ag 금속을 

쓰고 절연체로는 세라믹을 사용하였다. 두 개의 

반응기를 잘 살펴보면 반응기 A 에서 전극에 뿔 

모양의 팁(tip)들이 추가 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응기 A 에는 니켈촉매를 도금하여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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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face discharge DBD plasma reactor 
 

2-4 실험방법 

반응기 A 에 그림 3 과 같은 파형의 AC 고전압을 

인가한다. 이 실험에서 음이온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는 전압, 전류, 주파수가 

있다. 우선 실험에서 사용한 전원공급장치에서 

주파수의 변화범위는 20-30KHz 이다. 따라서 

주파수를 20khz, 25khz, 30khz 에서 각각 

고정하고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시작하였다. 

음이온 측정 시 음이온의 측정양은 측정거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므로 음이온 측정기로부터 

반응기 사이의 거리를 10cm 로 정하였다. 

실험결과로부터 음이온이 많이 생기면서도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주파수와 전압범위를 

찾아내게 되였다. 다음 2 개의 반응기를 이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시킴으로써 생성되는 음이온 

양을 비교하여본다. 

 

Fig 3. Output of power supply (voltage and current) 

3. 실험결과 및 고찰 

그림 4 는 주파수가 각각 20Khz, 25Khz, 30Khz 일 

때 전력의 변화에 따른 오존의 발생량을 보여준다. 

실험시작 전에 측정한 오존의 농도는 환경부에서 

규정한 대기 중의 최고허용농도인 0.06ppm 이하였

다. 실험에서 전력이 36W 가 될 때까지는 오존의 

발생량은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전력이 36W 를 넘

으면서부터 3 개의 주파수조건에서 모두 신속하게 

오존의 발생량이 증가하였다. 반대로 전력이 36W 

이하일 때에는 오존의 측정양은 0.06ppm 이하임으

로써 오존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 음이온만 생성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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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Concentration of O3 VS. Discharge power  

 
 
그림 5 는 주파수가 각각 20Khz, 25Khz, 30Khz 인 
조건에서 전력에 변화에 따른 음이온의 발생농도

를 보여주고 있다. 음이온은 그림과 같이 대략 전
력이 16W 를 지나서부터 신속히 많은 양으로 생
성되고 있다. 따라서 세 개의 주파수조건에 따른 
음이온의 생성개수를 비교하여본다면 20Khz 일 
때 동일한 전력조건에서 우수한 음이온 생성능력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실험에서 반응기 A 를 이용하여 

오존을 생성하지 않고 음이온을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주파수가 20Khz 일 때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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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Ion Concentration VS Discharge Power 
 

또한 반응기 A 와 반응기 B 를 주파수가 20Khz 인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시켰을 때 전력에 따른 이온

의 생성개수를 그림 6 에서 보여주고 있다. 반응기 
A 는 동일한 전력조건에서 반응기 B 에 비하여 
보다 많은 음이온을 발생시키고 있다. 오존이 금
방 생성되기 시작하는 36W 전력에서 반응기 A 에 
의한 생성된 음이온의 개수는 약 440000 개/CC 정
도였다. 이에 비하여 동일한 전력에서 반응기 B 
는 약 163000 개/CC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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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Ion Concentration of type A and type B VS. 
Discharge Power 

4. 결 론 

본 연구는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음이온 발생기

의 개발을 위하여 먼저 반응기 A 를 갖고 실험함

으로써 AC 파형의 전압을 인가 시켰을 때, 오존

이 생성되지 않으면서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적의 주파수 조건을 찾아내었고 다음 이 
조건에서 두 가지 부동한 형태의 반응기 A 와 반
응기 B 를 작동시키면서 음이온의 생성효과를 비
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플라즈마 반응기에 걸리는 전압이 크면 클
수록 음이온의 발생량은 증가하지만 따라서 오존

의 발생량 또한 증가하게 된다. 
(2)반응기에 AC 전압 인가 시, 주파수가 20Khz 

이고 전력이 36W 이하일 때 오존을 형성하지 않
는 전제하에서 음이온의 발생을 위한 가장 적합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3)반응기에 뿔 모양의 팁(tip)을 추가하고 촉매

를 부착시킬 경우 주파수가 동일하고 같은 전력 
하에서 더욱 많은 음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다. 

5. 후 기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지정 인하대학교 자동차 

동력계부품 지역혁신센터(RIC)의 지원에 의한 것

입니다. 

참고문헌 

(1) Futamura, S., Einagaa, H., Kabashima, H., Hwan, 
L.Y.,“Synergistic effect of silent discharge plasma and 
catalysts on benzene decomposition”, Catal. Today, vol. 
89, pp. 89~95, 2004. 
 
(2) Aghamir Farzin M., Matin Nasser S., Jalili Amir-
hossein and Esfarayeni Mohammad-Ali, 2004, 
“Methanol Production in AC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J. Plasma Fusion Res. SERIES, Vol. 6 696–
698. 
 
(3) Manabu Takeuchi, Hiroyuki Imazono, Takashi 
Terashige and Satosi Kusakari Nami, 2003, 
“Contamination Control of a Corona Discharge Air 
Ionizer”, IEEE, pp.483-486.  
 
(4) Kazuo Nishikaw, Hideo Nojima,“Air purification  
technology by means of cluster ions generated by 
discharge plasma at atmospheric pressure”, 30th IEEE 
Intern. Conf. on Plasma Science, abstracts, pp. 331, 2003. 
 
(5) Demidiouk, V., Moon, S.I., Chae, J.O.,“Toluene 
and butyl acetate removal from air by plasma-catalytic 
system”, Catalysis Communications, vol. 4, pp. 51~56, 
2003. 
 
(6) Kazuo Okano, and Amel Posadas, 1997, “Particle 
Generation of Ceramic Emitter for Clean room Air 
Ionizers”, EOS/ESD Symposium, pp.287-291. 
 
(7) Ralph W. Swanson, Daniel F. Gagnon and Donald 
G. Parent, “Self-Balancing Circuit for Convection Air 
Ionizers”, 1991, United State Patent, 5008594. 

   
 

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