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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60 년대 electric space propulsion 개발 사업으로 개발 
되던 이온원은 1970 년대에 이르러 박막 증착, 표면처리 및 
정밀 가공 공정의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이온원과 이온빔의 응용연구로 인하여 기본적인 이온

원의 개념과 가능성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온원은 구조

원 전원의 종류에 따라 arc1), pulsed2), kaufman3), cold hollow 
cathode4) 이온원과 radio frequency(RF)5) 이온원 microwave 를 
이용한 electron cyclotron resonance(ECR)6) 이온원 등이 있으

며, 현재 정밀 가공 분야에서는 Liquid metal ion source 
(LMIS)가 사용되며 꾸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앞에 언급한 다양한 방식의 이온원 중에 Cold hollow 
cathode 이온원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직류방전 방식

의 이온원으로 마그네트론 방식과 플라즈마트론 방식의 있
는데, 마그네트론 방식에 비하여 이온빔의 질이 우수하고 
또한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이온원에 비하여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식성 기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활성 기
체와 반응성 기체를 이온으로 방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또한 RF 이온원 또는 ECR 이온원에 비하여 가격

이 저렴하여 산업전반에 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트론 이온원의 구조의 따른 방

출 이온 빔의 특성을 연구하여 최적의 플라즈마트론 구조

를 규명하고자 한다.  
 

2. 플라즈마트론 이온원의 구조   
Cold hollowed cathode 이온원은 Glow-discharge(GD) 에 

의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플라즈마에 고전압

을 인가하여 이온을 인출해내는 방식이다. 이온빔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서는 발생되는 플라즈마의 밀도를 높여 
주어야 하는데, 플라즈마의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솔
레노이드나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자기장을 인가하여 줌으

로써 플라즈마 내부의 전자의 경로를 증가시켜 이온화율을 
상승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Fig. 1 은 대표적인 
Plasmatron electrode system 이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plasmatron electrode structure and 

power supply system. 1-Cold hollow cathode, 2-anode 3-
igniting electrode, 4-solenoide, 5-permanent magnet, 6-ion 
optical system.  

플라즈마트론 이온원의 경우 아래쪽의 cathode 챔버에서

는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전자를 extractor 를 통하여 anode
챔버쪽으로 보내주고 anode 챔버로 이동된 전자가 anode 
챔버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여기서 이온을 인출한다. 
Fig. 1 의 solenoide (4)는 비교적 약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며(< 
~mTesla) 반면 영구자석(5)은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킨다(10-
100mT). 특히 영구자석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온빔 밀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상 플라즈마트론 이
온원에서는 Fig. 1 의 (3) 에 표시한 것처럼 cathode 안쪽에 
“igniting” 이라 불리는 전극이 부착되어 있어 GD 방전의 점
화 역할을 하는 전극이 부착되어있다. Igniting electrode 는 
GD 를 용이하게 하지만 장시간 사용시 전극자체가 
sputtering 되어 이온원 내부를 오염시키고, 절연을 파괴하여 
오작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플라즈마트론 방
식의 이온원은 Igniting electrode 가 없는 형태로 변형하여 
개발되어지고 있다. Fig. 2 의 A-type 은 Igniting electrode 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 B-type 은 가스 방전시 전자

의 생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  C-type 은 Cathode 에서 
생성된 전자를 플라즈마 챔버측으로 많이 방출시키기 위한 
다중 aperture 형태의 구조이며 D-type 은 플라즈마 챔버에

서 발생한 플라즈마를 균일하게 방출시키기 위하여 ion 
optic system 근처에 cusped magnet 을 부착한 구조이다.  

 
Fig. 2 Improving step of cold hollow cathode ion source : (a) A-

type (b) B-type (c) C-type (d) D-type  
 

3. 실험 결과 및 고찰   
네 가지 다른 구조를 가진 형태로 이온원의 특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Ar 가스 주입량을 3sccm, 방전 전류를 400, 
500, 600mA, 이온빔전압 과 가속전압을 각각 1000V 와 
400V 로 고정한 후 이온원으로부터 25cm 떨어진 위치에 
Faraday cup 을 이용하여 이온빔의 분포도를 관찰하였다. 

A-type 의 경우 중심에서는 147μA/cm2 정도로 상대적으

로 매우 높은 이온 전류 밀도를 얻을 수 있지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플라즈마가 
이온원의 중심에 집중하였음을 의미한다. B-type 의 이온빔 
전류밀도는 67μA/cm2 로 낮게 측정되었지만, 전체적인 이
온빔 분포도의 곡선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어 
이온빔 균일도면에서는 우수하였다. C-type 의 빔의 균일한 
영역은 반경 10cm 까지 넓게 측정 되었으며, B-type 에 비하

여 높은 이온전류밀도가 측정되었다. C-type 의 경우 전자인

출 전극의 개조로 인하여 전자가 anode 챔버로 많은 양과 
함께 균일하게 방출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균일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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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출 의하여 플라즈마가 이온원 내에서 균일하게 분포하

였음을 알 수 있다. D-type 의 경우 빔 균일도는 6cm 정도

로 C-type 에 비하여 균일하지 않지만 C-type 에 비하여 다
소 완만한 전류의 감소가 측정되어 cusped magnet system 이 
플라즈마를 균일하게 생성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Fig. 3 Ion beam current density of cold hollow cathode ion source : 

(a) A-type (b) B-type (c) C-type (d) D-type (discharge 
current ■400, ●500, ▲600mA) 

 
방전전류의 양에 따른 이온화 효율은 이온빔 전류와 방

출전류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A-type 이온원의 경우 방전 
전류를 400, 500, 600mA 증가에 따라 17, 22, 26%로 증가하

고, B-type 은 6.5, 8.3, 11%, C-type 은 12.5, 14.4, 17.2%, D-type
은 19.5, 21.4, 25.6%로 증가하였다. A-type 과 D-type 이 이온

화 효율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B-type 이 가장 나쁜 이온

화 효율을 보여주었으며, C-type 은 A 와 D-type 보다는 나쁘

지만, 근접한 이온화 효율이 측정되었다. 
가스 주입량에 따른 이온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

type 이온원에 대하여 Ar 유량을 2~6 sccm 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이온빔 분포를 측정하였다. Fig. 4(a)에서 보듯이 2 와 
3 sccm 의 가스가 주입되었을 경우 이온빔 전류밀도가 45μ
A/cm2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빔의 균일도는 유사한 경
향을 보여주었지만, 주입하는 가스의 양이 많아질수록 오
히려 최대 이온빔 전류밀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전이 일어나는 cold hollow cathode 내부에 가의 주입 
유량이 2 와 3sccm 때에 방전이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진
공 압력에 도달하며, 가스 주입 유량이 높아지면 내부의 
진공압력이 높아지며 오히려 방전에 손실을 가져다 주어 
가스 이온화 효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온빔 전압에 의한 이온빔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Ar 가
스유량을 3sccm, 방전전류는 300mA, 가속전압은 400V 로 
고정한 후 이온빔 전압은 500~1500V 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이온빔 분포도를 측정하였다. 가속 전압이 500, 1000, 1500V
까지 전압을 증가시키면 이온원의 중심에서 전류 밀도는 
27 에서 47, 55μA/cm2 로 증가하였다. 이온빔 전압이 500V
일 경우 이온원의 중심보다는 반경 7cm 거리에서 최고로 
높은 전류밀도가 측정되고, 1000V 까지 증가 시켰을 때에는 
이온빔은 반경 9cm 까지 일정한 값이 균일하게 측정되었으

며, 1500V 까지 증가하였을 때에는 이온원 중심의 전류밀도

가 증가하여 빔의 균일도는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가 측정

되었다. 가속전압을 변화시켰을 경우 전체적인 이온빔의 
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이온빔 분포도에 약간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Fig. 4 Changes of ion beam current density profile in C-type ion 

source as a function of (a) Ar gas flow rate (■ 2sccm, ● 
3sccm, ▲ 4sccm, ▼ 5sccm, ◆ 6sccm) and (b) ion beam 
potential (■ 500V, ● 1000V, ▲ 1500V) 

 
4. 결론  

플라즈마트론 방식의 Cold hollow cathode 이온원의 수명

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igniting electrode 를 제거하여 새로운 
구조의 이온원을 제작하여 검증한 결과 가스 주입구가 작
을 경우 인출되는 이온빔의 프로파일이 중앙에 집중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가스 주입구를 확장시킬 경우 이온

빔의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인출 전극을 기존 단일 hole 에서 다중 hole 로 
변화시킬 경우 이온빔 밀도와 이온빔 프로파일의 균일도가 
증가하였다. 최적의 구조에서 이온빔 밀도는 방전 전류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또한 이온빔 전압이 증가할수록 증
가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전류 밀도 면에서 
우수하고 전류 균일도 면에서도 우수한 igniting electrode 를 
제거한 새로운 형태의 플라즈마트론 방식의 Cold hollow 
cathode 이온원을 제작할 수 있었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고효율 
에너지빔 응용 초미세 부품 제조용 In-line 시스템 개발”과 
청정생산기술사업의 “친환경 방식의 다기능 플라스틱 코팅 
공정 및 장치 개발”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참고문헌 
 
1. Brown, I. G.., Oks, E. M., "Vacuum arc ion source-a brief 

historical review" IEEE Trans. Plasma Sci., 25, 1222-1228, 
1997.  

2. Remmnev, G. E., Isakov, I. F., Opekounov, M. S., Matvienko, V. 
M., “High intensity pulsed ion beam sources and their industrial 
applications” Surf. & Coating Technol., 114, 206-212, 1999. 

3. Kaufman, H. R., Cuomo, J. J., and Haper, M. E., “Technology 
and applications of broad-beam ion sources used in sputtering. 
Part I. Ion source technology” J. Vac. Sci. Technol. 21, 725-736, 
1982. 

4. Garzino-Demo, G. A., Lama, F. L., "Low energy universal cold 
cathode ion source" Surf. & Coating Technol., 76-77, 645-654, 
1995. 

5. Korzec, D., Engemann, J., Rapp, J.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capacitively coupled 3cm rf ion source" Rev. 
Sci. Instrum., 63, 3068-3067, 1992. 

6. Voronin, G., Solnyshkov, D., Svinin M., Solnyshkov, A., "High- 
current ECR ion source" Nucl. Instr. & Meth. Phys. Res. B, 
161-163, 1118-1122, 2000. 

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