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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n a stability of thermal plasma has been investigated in an electrode structure of non-transferred plasma
torch. The variations of dynamic characteristic of the arc voltage was analyzed and compared in terms of voltage character
and nozzle types for both the step-shaped nozzles and magnetic-approved cylindrical nozzle.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an electrode gap, flow rate of arc gas, and currents are considered as major operational parameters. As conclusion, it
was assured that a torch with step-shaped nozzles of magnetic-approved type produce the stable plasma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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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유가의 급등과 금융위기로 신재생에너지원의

필요성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국외는 물론 국내에

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급부상하고, 사

회적인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새

로운 에너지를 생성 시키는 분야의 연구와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대변될 수 있으며, 고밀

도 열원에너지는 브라운가스, 레이저, 전자 빔, 플라즈

마 등이 있다. 이 중 플라즈마는 친환경적이며, 공정작

업에 적합하고, 에너지의 효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열 플라즈마란 열평형 상태에 있는 플라즈마 를 말

하지만 엄밀히 물리적으로 정의된 열평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소 열평형(local thermal equilibrium)상

태의 플라즈마를 말한다[1]. 이러한 열 플라즈마는 고

열용량, 고속, 다량의 활성입자를 갖으며, 열 플라즈마

의 특성을 이용하면 재래식 기술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적용 특성과 효율적 에너지 순환이 가능하다.

운전 조건의 미세한 조절이 용이하고, 환경오염이 적어

서 고부가가치의 플라즈마 용사, 신소재 합성, 화학증

착 등의 소재공정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Choi[2] 등은 전극 간격 가변형 플라즈마 토치를 대

상으로 전압-전류 특성 및 구조 변수와 운전 변수 변화

에 따른 특성을 분석 하여, 토치로 초기 점화 후 운전

중 전극 가변시 얻어지는 토치 성능 향상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John Peters[3] 은 토치의 설계변수와 운

전변수에 따른 플라즈마 절단공정에서의 아크 효율 및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Lho[4] 등은 알루미

늄 판재에 나타나는 온도분포를 해석함으로써 플라즈

마 절단공정에서의 아크 효율과 절단폭을 이론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Zheng Duan[5] 은 아크의 불안정이

플라즈마 제트의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계측, 광

학측정, 음향측정으로 분석하였다. Bang[6] 등은 공차

누적 해석을 이용하여 정밀한 플라즈마 토치의 설계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Shin[7] 등은 유전체의 두께, 유

전체 사이의 거리, 가스의 속도에 따라서 플라즈마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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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안정한 플라즈마 제트를 형성시킬 수 있는 방

안으로 J. Zierhut[8] 등은 음극을 세 부분으로 분리하

여 각 아크 채널당 낮은 아크 전류를 유지하고 인위적

으로 양극 아크 뿌리를 고정시킨 구조로 아크 전압 및

출력 변동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를 하였

고, Moon[9] 등은 스월 유동을 발생시켜 플라즈마의

최적 형상을 연구하였다. 

이와같이 플라즈마 공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플라즈마 토치의 성능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형태의 토치가 개발되어 왔으나, 산업적 응용에 핵심이

되는 토치의 설계변화에 따른 열 플라즈마 제트의 특

성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고 실험 데이터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즐의 형상에 따른 아크 안정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설계 파라미터를 도출하여 보다 안

정된 플라즈마 제트를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노즐 형상을 설계 파라미터로 정하고, 도출된 설계 파

라미터에 의해 제작된 자장인가방식의 다단형 노즐과

원통형 노즐을 대상으로 세 가지 운전변수인 전극 간

격, 아크 기체의 유량, 전류량에 따른 전압 특성과 노

즐 형태에 따라 아크 전압의 동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

고, 토치의 설계 변수와 공정 변수간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비이송식 플라즈마 토치의 설계 및 제작

비이송식 플라즈마 내부의 아크 방전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아크의 길이와 아크점이 변화하며 요동이

발생한다. 즉 노즐 부근의 아크 기둥은 플라즈마 유체

의 드래그(drag)힘과 로렌쯔(Lorenz) 힘의 균형점을 찾

아서 시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 아크의 기둥과 노즐 내벽간의 절연 전압

이상이 되어 노즐 내부의 방전조건이 변하게 되면 새

로운 아크점을 찾아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아크

끊어짐(arc shunting) 현상이 일어난다[10]. 이 고유한

주파수와 진폭을 갖는 아크 전압의 요동은 플라즈마

제트를 시간 및 공간적으로 매우 균일하지 못하게 만

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술한 바와 같이 안정한 플라즈마 제트를 발생시켜 공

정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장인가방식의 다단형 구조의 노

즐을 갖는 비이송식 플라즈마 토치를 제작하였다. 양극

노즐을 다단 전극형태로 채용한 것은 플라즈마 외부영

역 가스의 이온화율과 전기전도도를 낮게 하여 플라즈

마 기둥의 센터영역에 방전전류가 집중하게 되도록 하

기 위해서이다. 이 영역의 플라즈마 밀도, 온도, 전기전

도도가 증가하면 양극노즐 내부면에 차가운 가스의 스

크린 효과에 의해 양극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다단

형태의 양극노즐을 형성함으로써 계단 후방 영역의 유

체 역학적 특성으로 노즐 내벽을 따라 외부에서 주입

된 차가운 기체가 균일한 절연 층을 형성하는 것을 방

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크와 양극 노즐 내벽간의

절연 전압을 생성시킨다[11]. 이를 통해 평균 아크 기

둥방향으로의 아크점 운동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아크

끊어짐에 의한 아크 전압의 요동 폭을 줄여 안정한 플

라즈마 제트를 발생시킬 수 있어 플라즈마 공정의 신

뢰도와 재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재공정용 플라즈마 토치는 Fig. 1과

같이 고온, 고속의 열 플라즈마 제트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한 원뿔 형태의 막대 음극과 노즐 형태의 양극을

구 조를 가지고 있다.

Fig. 1. Non-transferred plasma torch.

Fig. 2. Schematic diagram of plasma torch.

Table 1. Name and major parts.

번호 명칭 기능

1 전극간격 조절 손잡이 전극 간격 조절

2 냉각수 주입 관 노즐 냉각

3 토치몸체 고정 척 토치몸체와 전극봉 고정

4 가스 주입 관 플라즈마 기체 공급

5 전극 봉 − 전압을 받음

6 노즐 + 전압을 받음

7 영구 자석 아크의 회전을 도와 열속 분해

8 앞 뚜껑 노즐밀착, 수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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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도출된 설계 파라미터

를 바탕으로 제작한 비이송식 플라즈마 토치의 분해도

이며, Table 1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을 나타내었다.

3. 아크 안정성 실험 방법 및 내용

비이송식 직류 플라즈마 토치의 운전 시스템은 Fig.

3과 같이 정전류 방식의 전원공급계, 토치냉각을 위한

냉각수 공급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비이송식 플라

즈마 토치, 그리고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기체 공급계로

구성된다.

자장인가방식 다단형 구조를 갖는 토치와 원통형의

구조를 가지는 원통형 토치를 대상으로 전극구조가 열

플라즈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하여

실험에서 사용된 자장인가방식의 다단형 양극 노즐과

원통형의 양극 노즐은 Fig. 4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구

체적인 설계변수는 Table 2와 같다. 아크 플라즈마 발

생 장치는 토치 내에서 조절이 가능한 음극과 양극노

즐의 전극 간격, 사용되는 아크 기체의 유량, 그리고

정전류 방식의 전원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전류량의 세

가지 운전 변수를 가지고 서로 독립적으로 조절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세 가지의 운전 변수에 따른 방

전특성 실험을 한 후, 설계 변수인 노즐의 형태에 따른

아크의 동적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3.1. 방전 특성 실험
원통형 노즐과 자장인가방식의 다단형 노즐에 대하

여 유량 변화, 전극 간격을 조절하면서 방전 특성 실험

을 하였다. Fig. 5와 Fig.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전극

간격의 변화가 유량변화보다 아크 전압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도체의 저항

치는 저항체의 단면적 A와 전기 전도도 σ에 반비례하

고 길이 l에 비례한다. 이는 전극 간격의 길이가 증가

함에 따라 플라즈마의 저항 성분이 증가하게 되어 전

Fig. 3. Experimental set up.

Fig. 4. Design parameters of cylindrical nozzle and step-
shaped nozzle.

Table 2. Dimensions of the nozzle.

Design parameters d2 d2 l2 l2 l2

Cylindrical nozzle(mm) 3 3 - 18

Step-shaped nozzle(mm) 3 4 0.5 3 15
Fig. 5.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of a cylindrical nozzle

on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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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고정 하여도, 전압이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기체 유량율 또한 기체 유량율이 증가하면 기체가 차

가워지는 기체 냉각효과에 의해 아크기둥이 수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아크 기둥의 단면적이 감소하여 저항

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b) 와 Fig. 6(b)에

서 보는 전류의 증가에 따른 전압 증가의 상승폭이 적

은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아크 전류의 변화가 다른

운전 변수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류의 증가는 옴의 법칙에 의해 직접적

으로 전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아크 기둥의 단면적을 확장시키고, 플라즈마의 온도상

승에 기여하여 전기 전도도 및 전류 밀도를 증가시키

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 실험에서는 아크 전류의 증가

에 의한 아크 전압의 증감 요인이 서로 상쇄되어 그 변

화가 미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와 Fig.

6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자장 인가 방식의 다단형

구조를 갖는 노즐에서 일반적인 원통형 노즐에 비해

아크의 전압의 증가가 더 많이 관측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것은 자장인가로 인한 자기핀치(magnetic

Pinch) 효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압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노즐의 설계 변수 중 하나인 계단의

길이가 짧아 아크기둥의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그 효

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저전류-고전압

운전이 가능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전극 침식의 효과를

Fig. 6.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of a magnetic field
step-shaped nozzle on discharge.

Fig. 7.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dynamic arc in
cylindrical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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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 노즐 형태에 따른 아크 동적 특성 실험
토치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아크 방전의 변화가 일어

나며 이러한 아크 방전 고유의 동적 변화는 열 플라즈

마 제트 특성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변화시켜 토치를

이용하는 공정의 신뢰도와 균일 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아크의 동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전극 구조에 따라 아크 흔들림이 어떻게 발생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0 msec 동안 아크의 전압을

디지털스토리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였다. 

Fig. 7과 Fig. 8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크의 흔들

림은 전극 간격이 길수록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때 발

생하는 아크의 흔들림은 그 주파수와 크기가 매우 불

규칙적이다. 일반적으로 아크 기둥의 길이가 길어지면

음극에 의한 제트기류가 양극에 미칠 때 아크 기둥이

수축된 형태로 양극에 부착되는데 이때, 아크 기체의

드래그 힘(drag force)으로 기체 난류현상에 따라 아크

가 양극에 부착되는 지점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게 됨

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7과 Fig. 8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자장인가방식의 다단형 노즐에서 원통

형 노즐보다 아크의 요동 폭이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노즐 입구부와 출구부에서의 직경비

가 서로 달라 노즐 내부의 유체 흐름에 인위적으로 강

한 난류를 발생시켜 아크 끊어짐(arc Shunting)을 원

하는 위치로 유도함으로써 안정한 노즐 내부에서 아

크 길이가 성장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아크 전압의 요

동 주파수를 높이면서 요동 폭을 감소시켜 플라즈마

제트의 안정화를 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열 플라즈마 제트의 요동을 줄이고 안정한 열 플라

즈마 제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제작한 자장인가방식

의 다단형 노즐을 장착한 비이송식 플라즈마 토치를

대상으로 방전 특성 실험을 하고, 원통형 노즐의 구조

를 갖는 원통형 토치와 아크의 동적 거동에 관하여 상

호 비교 분석하였다. 

플라즈마 발생장치의 주요 운전 변수인 전극 간격,

전류량, 아크 기체의 유량율의 변화에 따른 아크 전

압 특성은 세 가지 운전 변수 중 전극 간 격과 아크

기체 유량율에 관련이 있으며, 이 중 전극 간격의 영

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운

전 변수의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자장인가방식의 다단

형 토치가 원통형 토치보다 더 높은 전압을 나타내어

저전류-고전압 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

크의 동적 변동을 진단하기 위해 수행된 실험을 통해

자장인가방식의 다단형 구조의 노즐을 갖는 토치의

전극 간격이 가까울수록 아크 요동 폭을 줄일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플라즈마 안정화를 위한 토치 설계변수와

공정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자장인가 방식의

다단형 노즐 구조의 토치가 원통형 노즐 구조의 토치

에 비해 안정한 플라즈마 제트를 생성시킴을 확인하

였다.
Fig. 8.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dynamic arc on

magnetic field step-shaped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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