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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ctron energy probability function (EEPF)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since the plasma chemistry such as 

the rate of ionization is determined by the electron energy distribution function. It is usually assumed to be Maxwell 

distribution for 0-D global model. Meanwhile, it has been observed experimentally that the form of EEPF of Ar 

plasma changes from being two-temperature to Druyvesteyn like as the gas pressure increases. Thus, to apply the 0-D 

global model of Maxwellian distribution to the non-Maxwellian plasma, we investigated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wo distinct electrons with different temperatures. The contributions of cold/hot electrons to the equilibrium state of 

the plasma have attracted interest and been researched. The contributions to the power and particle balance of 

cold/hot electrons were studied by comparing the result of the global model considering all combinations of electron 

temperatures with that of 1-D Particle-in-Cell and Monte Carlo collision (PIC-MCC) simulation and the results of 

studies were analyzed physically. Furthermore, comparisons term by term for variations of the contribution of 

cold/hot electrons at different driving current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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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저압 고밀도 플라즈마 소스는 반도체 제조 등에 응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플라

즈마 공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화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라즈마 화학은 전자가 

중성 기체 원자 혹은 분자와 충돌하면서 기체가 이온화

되거나 여기되거나 해리되는 등의 현상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전자와 중성 기체 간의 충돌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

                                                                                                          
†
E-mail: sjyou@cnu.ac.kr 

는 가를 알 필요가 있다. 고에너지 전자가 많을수록 이온

화율은 높아지고, 저에너지 전자가 많을수록 이온화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온화율 등은 전자의 에너지분포가 어

떤 형태를 띄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의 에너지분포

를 나타내는 전자에너지확률함수(Electron Energy Distribution 

Function, EEPF)는 보통 맥스웰-볼쯔만 분포를 따른다고 가

정된다. 하지만, 저압 아르곤 플라즈마에서 저에너지 전

자들은 플라즈마 내 쌍극성 전기장에 의해 갇혀있게 되

고, 고에너지 전자들만이 라디오주파수로 진동하는 쉬스

에 의해 가열되기 때문에 그때의 EEPF는 온도가 서로 다

른 두 전자그룹의 존재를 나타내는 비맥스웰-볼쯔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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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형태를 띄게 된다[1]. 기존 플라즈마 모델들은 주로 

전자분포가 맥스웰-볼쯔만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세워졌기에, 비맥스웰-볼쯔만 분포를 고려한 계산이 다시 

이루어졌고,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R. W. Boswell은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양전기성의 플라

즈마에서의 Bohm 속도와 입자 시뮬레이션으로부터 계산

된 Bohm 속도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Bohm 속도란 양이온

이 플라즈마 영역에서 쉬스 영역으로 이동할 때, 플라즈

마와 쉬스 경계에서의 속도를 말한다. 비교 결과, Bohm 속

도는 저온 전자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밝혀졌다[2]. 

비슷한 결과가 V. A. Godyak에 의해 얻어졌다. Godyak은 

두 온도가 다른 맥스웰-볼쯔만 분포의 합으로 고려되는 

EEPF를 Tonks-Langmuir 문제에 적용하였고, 해석적 해를 

제시하였다. 그 해는 쌍극성 전위, 플라즈마 밀도 분포와 

벽으로 향하는 이온 다발은 주로 저온 전자들에 의해 결

정되고, 이온화율과 벽 주위의 쉬스에서의 전압강하는 고

온 전자들에 결정된다는 것을 보였다[3]. 

본 연구에서, 맥스웰-볼쯔만 분포에 대한 글로벌 모델

을 사용하여 평형 상태의 플라즈마에 대한 두 전자 그룹

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밝혔다. 플라즈마를 간단하게 기술

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가정이나 근사를 기반으로 한 여

러가지 다양한 플라즈마 모형들이 개발된 바 있는데, 축

전 결합 플라즈마의 균질 모형,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등

가 트랜스포머 회로 모형이 그 예시이다[4]. 그 외에도, 굉

장히 널리 사용되는 플라즈마 모형 중 하나가 글로벌 모

델이다. 플라즈마 밀도를 공간적으로 평균내어 상황을 단

순화시키기 때문에 글로벌 모델로부터 정확한 플라즈마 

변수 값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모

델로부터 알 수 있는 통제 외부 변수에 대한 플라즈마 변

수의 스케일링은 매우 유익하며 그로부터 우리는 인가전

력, 압력 혹은 플라즈마 소스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른 플

라즈마 공정의 중요한 양들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5].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글로벌 모델을 계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PIC-MCC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은 EEPF에

서 두 가지 전자 온도를 얻어냈다. 그 다음, 두 전자온도 

중 하나를 글로벌 모델의 각각의 항에 하나씩 대입하였

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경우에서, 낮은 전자온도가 글로

벌 모델의 모든 항에 대입되었다. 또 다른 경우에서는 높

은 전자온도가 플라즈마 내 옴 가열에 대한 항에 대입되

었고, 글로벌 모델의 나머지 항에는 낮은 전자온도가 대

입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전자온도의 조합에 대해 

글로벌 모델을 계산하였다. 위처럼 PIC-MCC 시뮬레이션

으로부터 전자 온도를 얻어 내서 글로벌 모델의 각각의 

항에 두 전자온도 중 하나를 대입하여 전자밀도를 계산

하는 과정이 여러가지 방전 전류 조건에서 시행되었다. 

그렇게 얻은 결과들 중, PIC-MCC 시뮬레이션 결과와 가장 

잘 일치하는 전자온도조합을 선택하여 토의하였다. 

 

2. 0-D 플라즈마 글로벌 모델 
 

글로벌 모델을 이용하여 축전 결합 플라즈마를 특징 

짓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변수가 필요하다. 전자 밀

도, 전자 온도, 쉬스의 최대 두께가 그것인데, 이 세 변수

를 얻기 위해서는 전력 균형 방정식, 입자 균형 방정식, 

라디오주파수 쉬스 법칙 이 세 가지 방정식을 동시에 풀

어야 한다[6].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전자 온도는 PIC-MCC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어냈기 때문에 글로벌 모델에 입

자 균형 방정식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는 전

력 균형 방정식과 라디오주파수 쉬스 법칙만을 계산하였

으며 글로벌 모델을 푸는데 필요한 소스의 기하학적 구

조, 압력, 방전 전류, 유도 주파수 같은 물리적인 양들은 

PIC-MCC 시뮬레이션의 초기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2.1 전력 균형 방정식 [4] 
축전 결합 플라즈마의 비균질 모형에서 시간평균 단위 

면적 당 옴 가열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다. 
 S ≈ 12 J ( )   (1) 

 

여기서 은 방전 전류, l은 전극 간격, s 은 최대 쉬스 

두께, ν 은 전자와 중성 가스의 충돌 주파수를 나타낸

다. 전자 밀도 n(x)는 이온 보존 방정식을 풂으로써 얻

을 수 있다. 
 n(x) = n   (2) 

 
상대적으로 고압에서 β = π/l이다. 식 (2)를 풀면 시간

평균 단위 면적 당 옴 가열에 대한 수식을 얻을 수 있다. 

 S = 12 J 2 ln 4 + 4   (3) 

 

여기서 d는 l − 2s 으로서 플라즈마의 두께를 나타낸다. 

하나의 쉬스에 의한 시간평균 확률적인 가열은 
 ̅ = 0.59 ̅    (4) 

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λ는 이온의 평균 자유 경로, s 는 유효 진동 폭을 의미하는데 s = / 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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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라즈마-쉬스 경계에서 이온의 밀도를 나타낸다. λ
는 전자의 드바이 길이를 나타내며 수식으로는 λ =

인데 여기서 ϵ 는 진공의 유전율, T 는 전자 온도, e는 기본 전하, n 는 플라즈마 중앙의 전자 밀도를 나타

낸다. u 는 플라즈마-쉬스 경계에서 하전 입자들의 속도

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자에 의해 흡수되는 전체 전력 P  는 아래와 같다. 

 

  P = ̅ + 2 ̅    (5)

 

전체 전력 손실은 전자가 벽으로 빠져나가면서 단위 

시간 당 가지고 나가는 운동에너지와 중성 가스와 충돌

하면서 잃어버리는 단위 시간 당 에너지의 합이다. 전자

가 벽에서 손실되면서 생기는 전력은 벽을 향하는 운동 

에너지 다발인데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P = 2 T     (6)
 
여기서 u 는 플라즈마-쉬스 경계에서 이온의 속도는 

Bohm 속도이고, A 는 전자가 빠져나가는 유효 면적으로 A = 2 이다. 충돌에 의해 일어나는 전자 에너지 손

실은 전자와 중성 기체의 탄성, 여기, 이온화 충돌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전자-중성 기체 충돌 당 전력 손실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P = ∑   (7)

 n 는 중성 기체의 밀도를 의미하며, i는 탄성, 여기, 이

온화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 K 는 i 반응의 반응율 계수이

며 E는 i 반응이 일어날 때 생기는 전자의 에너지 손실을 

말한다. 탄성 충돌인 경우 E탄성은 인데 m은 전자의 

질량, M은 중성 기체의 질량, T 는 전자의 온도를 나타낸

다. 전자-이온 쌍 하나가 생성될 때마다 일어나는 에너지 

손실 E 는 

  K = E + + 3
  (8)

로 쓸 수 있다. 식 (8)을 식 (7)에 대입하면 충돌에 의한 전

력 손실은 아래와 같다. 

  P =  (9)

플라즈마 내에서 단위 시간 당 생성되는 전자의 수는 

단위 시간 당 벽으로 빠져나가는 전자의 수와 같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n =   (10) 

식 (10)을 식 (9)에 대입하면 충돌에 의한 전력 소실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P =   (11) 

따라서 전체 전력 소실 P 는 P = +   (12) 

이며, 전력 균형 방정식은 S + 2 ̅ = +   (13) 

로 쓸 수 있다. 

 

 
Fig. 1.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results of the 

global model and PIC-MCC simulation under the 
variation of the discharge for Maxwell-Boltzmann 
distribution. 

 

2.2 라디오주파수 쉬스 법칙 [6] 

쉬스 영역 내 충돌을 고려한 라디오주파수 쉬스 크기

와 전자 밀도, 전자 온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은 

중간 압력 영역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s = 0.88 	   (14) 

 

2.3 글로벌 모델의 타당성 

우리는 EEPF의 형태가 맥스웰-볼쯔만 분포를 띄는 조

건 하에서 수행된 PIC-MCC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 사용할 글로벌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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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방전 전류를 바꾸어 가면서 계산한 글로벌 모

델과 PIC-MCC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비교하여 글로벌 모

델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글로

벌 모델 계산 결과 방전 전류에 따라 전자 밀도가 변화하

는 양상이 PIC-MCC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슷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모델과 PIC-MCC 시뮬레이션 간

의 상대 오차는 방전 전류가 200 mA일 때 -20.1%, 300 mA

일 때 -7.8%, 400 mA일 때 -7.1%, 500 mA일 때 2.8%, 600 mA

일 때 4.6%로 나타났다. 

 

 
(a) 

 
(b) 

Fig. 2. (a) To obtain the electron temperatures from the 
results of PIC-MCC simulation, (b) To substitute 
one of electron temperatures into each term of the 
global model one by one. 

 

3. 연구 전략 
 

글로벌 모델의 계산 전략은 Fig. 2에 설명되어 있다. 먼

저, PIC-MCC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얻어진 EEPF에서 피팅

을 통해 두 가지 전자온도를 얻어냈다. 그 다음 얻어낸 

전자온도를 글로벌 모델의 모든 항에 두 가지 전자 온도 

중 하나를 대입한다. 글로벌 모델은 전력 균형 방정식의 

6개의 항과 쉬스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7개의 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글로벌 모델에 두 가지 전자 

온도를 각각의 항에 임의로 하나씩 대입하는 경우의 수

는 총 2의 7제곱으로 128가지가 있다. 

각 전자 온도 대입 방식에 따라 전자 밀도가 하나씩 계

산되므로 총 128가지 전자 밀도를 얻어내었다. 이렇게 계

산된 전자 밀도를 PIC-MCC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한다. 

비교 결과가 가장 비슷한 전자 밀도를 선별해 내고, 전자 

밀도가 그러한 값으로 계산될 수 있었던 전자 온도 대입 

방식을 보고 글로벌 모델의 틀에서 플라즈마 변수가 각

각 어떤 전자 그룹에 의해 결정되는지 확인하였다. 

 

4. 계산 결과 
 

4. 1 경우 별 전자 밀도 비교 
글로벌 모델을 통해 계산된 모든 경우 별 전자 밀도 값

을 PIC-MCC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전자 밀도와 비교한 

결과가 Fig. 3에 나타나 있다. 빨간 선은 PIC-MCC 시뮬레

이션으로 계산한 전자 밀도를 나타내며, 초록 선과 빨간 

선은 PIC-MCC 시뮬레이션에 대한 글로벌 모델의 상대오

차를 나타낸다. 이들 그래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각 경

우 별로 계산된 전자 밀도의 분포가 방전 전류가 변화함

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이 글로벌 모

델의 계산 값들을 비슷한 값을 보이는 경우 별로 묶어서 

전자 온도 조합에서의 공통점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는 다섯 가지 방전 전류 조건 중 400mA일 때의 결

과를 예시로 보여준다. 경우 별로 계산된 결과를 먼저 크

게 PORT 1, PORT 2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때 각 

시드(PORT) 내에 포함된 경우들의 공통점을 알아 보면 

시드 1의 경우 글로벌 모델 중 이온화에 의한 전력 손실 

항과 여기에 의한 전력 손실 항에 낮은 전자온도가 대입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로 전자 밀도 분포가 시드 1 

과 시드 2로 나뉜 기준은 이온화, 여기에 의한 전력 손실 

두 항에 저온 전자온도가 대입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드 1의 전자 밀도가 시드 2보다 10

배 가까이 높게 계산된 것으로 보아 이온화 충돌과 여기 

충돌 반응의 전자 온도 의존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시드 1과 시드 2 모두에서 이온화 충돌과 여기 

충돌에 의한 전력 손실 이외의 다른 글로벌 모델 항에 어

떤 전자온도가 대입되어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

로 보아 전자의 전력 손실의 주요 기작은 이온화 충돌과 

여기 충돌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시드 1과 2 내의 전자 분포를 좀 더 세분화해

서 살펴보았다. 시드 1에서 전자 밀도가 가장 높게 계산

된 경우들의 공통점은 앞서 언급했던 두 전력 손실 항 이

외에 전자가 벽으로 빠져 나가면서 가지고 나가는 운동

에너지 손실 항과 탄성 충돌 과정에서 약간 잃어버리는 

에너지 손실 항에 모두 낮은 전자온도가 대입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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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he calculated electron densities of case under 

200 mA discharge current, (b) The calculated 
electron densities of case under 300 mA discharge 
current, (c) The calculated electron densities of case 
under 400 mA discharge current, (d) The calculated 
electron densities of case under 500 mA discharge 
current, (e) The calculated electron densities of case 
under 600 mA discharge current. 

 

 
Fig. 4. The cases grouped by the calculated electron densities. 

것이다. 이들을 A조라 명명하였다. A조 다음으로 전자 밀

도가 높게 계산된 경우들의 전자 온도 조합의 공통점은 

운동에너지 손실 항에 낮은 전자온도, 탄성 충돌에 의한 

전력 손실 항에 높은 전자온도가 대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을 B조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부터 차례로 전자밀도

가 낮게 계산된 경우들을 조로 묶어서 생각해보면 시드 1

에서 운동에너지 손실 항과 탄성 충돌에 의한 전력 손실 

항 각각에 높은 전자 온도, 낮은 전자 온도가 대입된 경

우 C조, 높은 전자 온도, 높은 전자 온도가 대입된 경우 D

조로 분류할 수 있었다. 

시드 2에서는 전자 밀도가 비슷하게 계산된 경우들을 

그 값이 높게 계산된 순서대로 묶어서 전자 온도 조합에

서의 공통점을 따져보면 이온화 충돌에 이한 전력 손실 

항과 여기 충돌에 의한 전력 손실 항에 각각 높은 전자 

온도, 낮은 전자 온도가 대입된 경우 E조, 낮은 전자 온도, 

높은 전자 온도가 대입된 경우 F조, 모두 높은 전자온도

가 대입된 경우 G조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들 각 조의 

전자 밀도 값 순위를 살펴보면 전자의 전력 소실 기작들

을 같은 전자온도에서 큰 전력 소실을 불러오는 순으로 

나열하면 여기 충돌, 이온화 충돌, 전자가 벽에서 소실되

는 과정, 탄성 충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모델의 틀에서 두 전자 온도가 어

떻게 대입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글로벌 

모델의 각 항의 값을 PIC-MCC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 각 

항에 맞는 값을 도출해내서 서로 비교해 보았다. 

 

4.2 전자 가열 

전역 모델에서 전자 가열 기작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

어져 있다. 플라즈마 내에서 전자가 중성 기체와 충돌함

으로써 교류 전기장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옴 가열과 

쉬스 전위 우물의 진동 과정에서 전자가 우물 벽과 충돌

에서 에너지를 얻는 확률적 가열이 그것인데 이 두 항에 

두 가지 전자 온도를 대입하는 방식을 바꾸어 가면서 계

산되는 전자가 흡수하는 전력을 PIC-MCC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Fig. 5는 그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Fig. 5를 통해 옴 가열과 확률적 가열 모두 고온 전자들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옴 가열이 고온 전

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이유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자와 중

성 기체의 탄성 충돌 단면적이 커지기 때문이고, 확률적 

가열이 고온 전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이유는 플라즈마 내 

쌍극성 전위를 넘어서 플라즈마와 쉬스의 경계 영역에 도

달해 쉬스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저온 전자

보다 고온 전자에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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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the global model with PIC-MCC 

simulation for the power absorbed by the electrons. 

 

4.3 운동에너지로의 전력 손실 

글로벌 모델의 전력 손실 항 중 전자가 벽에서 소실되

면서 잃어버리는 운동에너지로의 전력 손실 항에 두 가

지 전자 온도를 대입하는 방식을 바꾸어 가면서 계산되

는 전자의 손실 전력을 PIC-MCC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

교해보았다. Fig. 6은 그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Fig. 6을 통해 운동에너지로의 전력 손실은 저온 전자들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벽으로 나가는 전

자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에너지가 얼마나 높은 가도 중

요하지만 전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 가도 중요한데 플라

즈마 내에 저온 전자들의 수가 고온 전자들의 수 보다 많

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로의 전력 손실은 저온 전자들에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6. Comparison of the global model with PIC-MCC 

simulation for the power lost per electron loss to the 
wall. 

4.4 탄성 충돌에 의한 전력 손실 
글로벌 모델의 전력 손실 항 중 전자가 중성 기체와 탄

성 충돌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전력 손실을 나타내는 

항에 두 가지 전자 온도를 대입하는 방식을 바꾸어 가면

서 계산되는 전자의 손실 전력을 PIC-MCC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Fig. 7은 그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Fig. 7을 통해 탄성 충돌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력 손실

은 저온 전자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

성 충돌은 문턱 에너지 없이 모든 전자들이 충돌 반응을 

일으키며 전자의 온도에 비례하는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

는데 높은 전자온도는 저온 전자의 5배 정도 이지만 저온 

전자의 수는 고온 전자의 수보다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탄성 충돌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은 저온 전자에 의해 결

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7. Comparison of the global model with PIC-MCC 

simulation for the power lost by elastic collisions 
between electrons and Ar gas. 

 

4.5 여기 충돌에 의한 전력 손실 

글로벌 모델의 전력 손실 항 중 전자가 중성 기체와 여

기 충돌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전력 손실을 나타내는 

항에 두 가지 전자 온도를 대입하는 방식을 바꾸어 가면

서 계산되는 전자의 손실 전력을 PIC-MCC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Fig. 8은 그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Fig. 8을 통해 여기 충돌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력 손실

은 고온 전자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

기 충돌은 비탄성 충돌로서 충돌 과정에서 일정한 에너

지를 잃어버리고 문턱 에너지가 존재하여 문턱 에너지 

이상을 갖는 전자들만이 중성 기체를 여기시킬 수 있다. 

저온 전자의 수가 고온 전자의 수보다 많기는 하지만 문

턱 에너지 이상의 전자의 수만 비교해 보면 고온 전자들

에서 그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 충돌 과정에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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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력 손실은 고온 전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된

다. 이는 방전 전류에 따른 EEPF와 여기 충돌의 문턱 에

너지를 보여주는 Fig. 10을 통해 알 수 있다. 

 

 
Fig. 8. Comparison of the global model with PIC-MCC 

simulation for the power lost by excitation 
collisions between electrons and Ar gas. 

 

 
Fig. 9. Comparison of the global model with PIC-MCC 

simulation for the power lost by ionization 
collisions between electrons and Ar gas. 

 

 
Fig. 10. EEPF obtained from PIC-MCC simulation with the 

threshold energies of excitation and ionization 

4.6 이온화 충돌에 의한 전력 손실 
글로벌 모델의 전력 손실 항 중 전자가 중성 기체와 이

온화 충돌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전력 손실을 나타내

는 항에 두 가지 전자 온도를 대입하는 방식을 바꾸어 가

면서 계산되는 전자의 손실 전력을 PIC-MCC 시뮬레이션

의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Fig. 9는 그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Fig. 9를 통해 이온화 충돌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력 손

실은 고온 전자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온화 충돌은 비탄성 충돌로서 충돌 과정에서 일정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문턱 에너지가 존재하여 문턱 에너

지 이상을 갖는 전자들만이 중성 기체를 이온화시킬 수 

있다. 저온 전자들의 수가 고온 전자의 수보다 많기는 하

지만 문턱 에너지 이상의 전자의 수만 비교해 보면 고온 

전자들에서 그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온화 충돌 과정에

서 일어나는 전력 손실은 고온 전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고 생각된다. 이는 방전 전류에 따른 EEPF와 이온화 충돌

의 문턱 에너지를 보여주는 Fig. 10을 통해 알 수 있다. 

 

5. 결  론 
 

글로벌 모델과 PIC-MCC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열적 

비평형 전자 분포를 갖는 아르곤 플라즈마 내 두 전자 그

룹의 플라즈마 변수에 대한 기여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했다. 전력 균형 방정식과 라디오주파수 쉬스 법칙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모델의 각 항에 두 전자 온도 중 하나를 

각각 대입하여 PIC-MCC 시뮬레이션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전자 온도 조합을 알아내어 글로벌 모

델의 각 항에 전자 온도가 어떤 식으로 대입되는 것이 적

합한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Fig. 11과 같다. 

 

 
Fig. 11. The adequate combination of electron temperatures 

in the power balance equation. 

 

라디오주파수 쉬스 법칙에 어떤 전자 온도가 들어가더

라도 글로벌 모델의 계산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라디오주파수 쉬스 법칙에 어떤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위 결과는 

과거 Godyak, Boswell 등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를 보였다. 저압의 아르곤 플라즈마의 EEPF가 맥스웰-

볼쯔만 분포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진 후 맥스엘-볼쯔만 

분포를 기본 가정으로 하는 글로벌 모델을 어떻게 적용

해야 하는지, 글로벌 모델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플

라즈마 변수는 어떤 온도의 전자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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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수행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기존의 글로벌 

모델을 이용한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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