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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파크 방전은 플라즈마의 일종으로 주로 기에

서 천둥을 동반한 번개현상으로 나타난다. 스파크 방

전현상으로 기 중 질소산화물이 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스파크 방전은 기과학과 기상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었다 (Peyrous and Lapeyre, 1982;

Cooray and Rahman, 2005).

스파크 방전 입자발생장치 (spark discharge aerosol

generator)는 녹는점이 높은 금속이나 탄소와 같은

비금속 재료를 재현성 있고 안정적으로 발생시킬 수

공기 분위기에서 작동하는 스파크 방전 나노입자 발생장치의
오존 및 질소산화물 생성 특성

지준호*∙오현철1)∙김상수1)∙배귀남2)

삼성전자 가전연구소, 1)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해물질연구센터

Ozone and NOx formation from the spark discharge 
aerosol generator using air as a carrier gas

Jun Ho Ji*, Hyun Cheol Oh1), Sang Soo Kim1) and Gwi Nam Bae2)

Digital Appliance R&D Center, Samsung Electronics, Co., Ltd.,
1)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Hazardous Substances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An aerosol generator using spark discharge has applied to nanoparticle production. However, some by-products

such as ozone, nitric oxide and nitrogen dioxide were simultaneously generated with particles in air. In this study,

the generation characteristics of byproduct gase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air flow rates and the applied

discharge power in spark discharge.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was measured using a SMPS system to observe

the effect of gas absorption on silver nanoparticles. The results showed that NOx concentration increased linearly

with discharge energy. However, ozone concentration increases with discharge energy in a low energy region, but

decreases adversely with discharge energy in a high-energy region, which NOx concentration increases steeply in

comparison of ozon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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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최근 나노입자 발생장치로 여러 분야에

서 사용되고 있다. 주로 나노미터 크기의 금 (Schwyn

et al., 1988), 은 (Burtscher et al., 1982; Lee et al.,

2000), 구리, 철, 아연 등 (Watters et al., 1989), 다양한

순금속 입자의 발생 특성이 연구되었고, Helsper 등

(1990, 1993)이 연구한 디젤 PM (particulate matter)

모사용 스파크 방전 탄소 입자발생장치는 상용화

(Model GFG 1000, Palas, Karlsruhe, Germany)되어

PM의 인체 유해성 관련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Roth

et al., 1998, 2004; Brown et al., 2000; Kreyling et al.,

2002).

스파크 방전이 발생하면 높은 전기장에서 분자들

이 전리되어 이온이나 라디칼이 생성되고 전자와 이

온은 빠른 속도로 전기장을 이동하여 전극 표면에

충돌한다(Aleksandrov and Bazelyan, 1999). 이 때, 국

부적으로 전극 표면의 온도가 녹는점 이상으로 높아

지면 재료가 기화되고, 기화된 분자들은 서로 충돌하

여 핵생성, 응축, 응집 과정을 거쳐 나노입자가 생성

된다 (Horvath and Gangl, 2003). 부분의 연구가 연

구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운반기체를 아르곤이나

질소 등 불활성 기체를 사용하여 필요한 나노입자를

발생시켰고, 실제 공간에서 작동을 나타낼 수 있는

공기를 운반기체로 사용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

았다.

스파크 방전을 이용한 나노입자 생성장치는 실시

간으로 나노입자를 공급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응용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소형으로 가전 제

품 등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 입자 등 살균 특성이 알려진 금

속입자를 생성하여 곰팡이 등의 서식이 가능한 표면

을 실시간으로 살균 혹은 항균 처리하는 장치를 구

성할 수 있다. 또한 광촉매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인

촉매 표면 피독에 의한 성능 저하에 처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 (Byeon et al., 2006). 그렇지만, 스

파크 방전 입자발생장치를 공기분위기에서 사용할

경우 나노입자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입자의 성분이

변화하고(Kim and Chang, 2005), 예상치 않았던 기체

가 부산물로 생성된다. 예를 들면, 질소와 산소가 분

자상태에서 원자상태로 바뀐 후, 재반응하는 과정에

서 인체에 나쁜 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과 오존이

생성된다(Borra et al., 1998).

나노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만 실제 제품에 적용된 예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나노기술을 실조건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운반

기체가 공기인 경우를 상으로 하 고, 연구용으로

만 사용되는 나노입자 발생장치를 실제 제품의 부가

장치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하 다. 이전

연구(Oh et al., 2006)에서는 스파크 방전 입자발생장

치를 공기분위기에서 사용하여 은 나노입자를 생성

하 고, 입자의 발생 특성 및 물리 화학적 성분을 분

석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이 스파크 방전

입자생성장치를 공기 분위기에서 사용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질소산화물과 오존의 생성 특성을 실험적으

로 밝히는 것이다. 또한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오존의 생성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인

자를 찾으려 한다.

2. 실 험

스파크 방전 입자발생장치의 평가 시스템을 그림

1 (a)와 (b)에 나타냈다. 주기적인 스파크 방전을 발

생시키기 위해 정전류의 공급이 가능한 고전압 전원

(high voltage power supply, Korea Switching, Seoul,

Korea)에 콘덴서 (condenser)와 전극 (electrode)을 병

렬로 연결하 으며, 방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저항

(5,000 kΩ, 2W)를 고전압 전원에 직렬로 연결하 다. 

전극은 2중 원통형 구조로서, 몸통 지름이 5 mm이

며, 실제 스파크 방전이 발생하는 전극봉의 지름은 3

mm이며, 두 전극 사이의 간격을 미세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미터를 장착하 다. 두 전극 사이로

누설 전류가 통하지 않도록 몸체의 재질을 절연체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하 으며, 관측창을 설치하

여 방전 형상을 PMT (photo-multiplier tube) 및 카메

라로 관찰하 다. 유량은 2~10 Lpm, 방전 주파수

f==50~200 Hz, 전극 간의 간격 d==0.3, 0.5, 0.7 mm,

축전기의 용량 C==2.5~10 nF, 저항 R==5,000 kΩ의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운반기체로 공기를 사

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스파크 방전 입자발생장

치는 Oh et al. (2006)에서 자세히 설명하 다.

에어로졸 생성장치에서 발생된 입자의 크기분포와

질소산화물, 오존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 장치를 그림

1 (a)와 같이 구성하 다. 스파크 방전 입자 발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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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출구에서 nano-DMA (differential mobility ana-

lyzer; TSI model 3085)와 UCPC (ultrafine condensa-

tion particle counter; TSI model 3025)로 구성된

SMPS 시스템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크기 분포를

측정하 다. 또한 NOx분석기 (NOx analyzer; Thermo

Environmental Instruments model 42C, USA)와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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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erimental setup for the evaluation of byproducts of spark discharge aerosol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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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 (ozone analyzer; Thermo Environmental Instru-

ments model 49, USA)를 사용하여 질소산화물과 오

존을 측정하 다.

스파크 플라즈마에 의해 생성된 오존은 함께 생성

된 은 나노입자의 표면에 흡착 및 반응하여 제거될

수 있고, 일산화질소 (NO)와 반응하여 소멸될 수 있

다. 그림 1 (b)는 은 나노입자가 오존의 생성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 구성도이다. 입자 생

성장치의 출구에 HEPA 필터를 설치하여 은 나노입

자의 효과를 분리하여 확인하 다. HEPA 필터를 통

과한 공기는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은 나노입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HEPA 필터를 통과하지 않은 공기

는 은 나노입자와 질소산화물을 모두 포함한다. 두

가지 조건에 해 150 ppb의 오존을 오존발생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후, 나노입자 생성장치에서 생성

된 공기와 혼합하 다.

3. 결과 및 고찰

3. 1 나노입자 생성특성

Oh et al. (2006)은 은 나노입자의 크기분포는 인가

전원의 주파수(인가전류에 비례)와 정전용량의 크기,

전극 사이의 간격, 공기의 유량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 다. 생성된 입자의 무게농도나 크기분포는 주로

전극 표면에서 기화된 재료의 양에 따라 변화하 다.

전극 증발량은 방전 주파수에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비례 관계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문헌

(Helsper et al., 1993)과도 일치하는 경향임을 보 다.

전극 간격에 따른 스파크 방전전압 V는 방전주파수

f와 정전용량 C, 전류 I를 측정한 후 식(1)을 사용하

여 간접적으로 구하 다.

I
V==mmm (1)

fC

이 때, 전극간격이 0.3, 0.5, 0.7 mm 인 경우 각각

스파크 방전전압은 식 (1)에 의해 각각 1.9, 2.86,

3.54 kV 이었다. Paschen의 법칙은 평행 평판전극 사

이의 스파크 방전전압 V을 전극간격 d와 압력 P의

곱으로 표현한 것으로, 식 (2)에 나타내었다.

정상적인 스파크 방전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기 위

해 식 (2)와 비교하 다. 

BPd
V==mmmmmmmm (2)

(C++lnPd)

여기서, 상수 B는 365 Vcm-1 Torr-1이고 공기 중에

서 C는 1.18이다 (Bazelyan and Raizer, 1997). 스파크

방전전압은 전극 간격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실험

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여 식 (1)을 계산하고 식 (2)와

비교했을 때 Paschen의 법칙과 잘 일치했다 (Oh et

al., 2006). 

그림 2는 식 (3)을 이용하여 인가전류, 정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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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간격의 차이를 스파크 방전에너지로 변환하여,

인가에너지에 따른 생성 입자의 기하평균 입경을 나

타낸 것이다. 응집의 향을 제외하기 위해 입자의

크기분포를 측정하는 경우 출구에서 10배 희석하여

측정하 다. 스파크 방전에너지(E)는 다음과 같다.

E==1/2CV 2f (3)

스파크 방전에너지는 식 (1)을 이용하여 얻은 스파

크 방전전압을 식 (3)에 적용하여 계산하 다. 초당

스파크 에너지가 0.5~2.5 W일 때, 기하평균 크기는

에너지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하 다. 이것은

스파크 방전에너지가 재료의 기화량을 결정하기 때

문이다(Helsper et al., 1993). 

3. 2 질소산화물 생성 특성

그림 3은 전극 간격이 0.5 mm인 조건에서 인가

전원의 주파수를 변화시킬 때 생성되는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다.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질소

산화물의 농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 다. 한 번의 스

파크에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스파크 회수에 비례하여 농도가 증가하게 된

다. 즉, n 번째 스파크 방전에 의한 전극 증발이나 질

소산화물 생성반응이 (n-1)번째 스파크 방전에 향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입자발생 실험의 결과 (그림 2참조)와 마찬가지로,

스파크 방전에너지는 질소산화물의 생성 특성에 지

배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4

는 전극간격이 0.5 mm로 일정한 조건에서 질소산화

물 농도를 스파크 방전에너지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

이다. 이 때, 정전용량과 주파수 변화를 식 (3)을 이용

하여 스파크 방전에너지로 환산하여 나타냈다. 입자

의 생성과 마찬가지로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정전용

량이나 주파수의 변화와 관계없이 스파크 방전에너

지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

림에서 같은 주파수 조건에서 방전에너지가 달라지

는 이유는 각각 데이터 포인트의 정전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전용량이 증가할수록 질소산화물 농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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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와 (b)는 질소산화물의 생성농도를 전극

간격에 따라 인가전류와 스파크 방전에너지의 항으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a)와 같이 인가 전류로 나

타낸 경우 전극 간격에 따라 스파크 방전전압이 달

라지기 때문에, 같은 기준의 비교라고 할 수 없다. 예

를 들어, 전극간격이 0.3 mm인 경우 1.9 kV에서 방전

이 일어나지만, 전극간격이 0.7 mm로 넓어지면 3.54

kV가 인가되어야 방전이 일어난다. 그림 5 (b)는 식

(3)를 이용하여 스파크 방전에너지로 환산하여 다시

작성한 그래프이다. 전극간격에 따라 생성된 질소산

화물의 농도 차이는 그림 5 (a)에 비해 상 적으로

낮다. 이 결과는 플라즈마 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질

소산화물의 농도가 스파크의 길이, 즉 전극 사이의

간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스파크 전극

사이의 간격을 줄이면, 공기 중 플라즈마 역인 스

파크 플라즈마 역의 길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이 생성될 수 있는 역이 좁아진다.

그림 6은 공기 유량에 따라 질소산화물 생성 특성

을 질소산화물 농도와 질소산화물의 시간당 발생 부

피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극 사이를 통과하는

공기 유량이 증가하면 생성되는 질소산화물 농도는

감소한다. 장치를 통과하는 공기는 스파크 방전으로

인해 생성된 질소산화물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다.

단위에너지 당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의 부피는 거의

일정하고 유량이 증가하면 다소 양이 많아진다. 

3. 3 오존 생성 특성

그림 7은 스파크 방전 장치에 인가된 전류에 따른

오존의 생성특성을 나타낸다. 발생된 오존 농도는 방

전장치를 통과하는 공기 유량에 따라 복잡한 특성을

나타냈다. 만약 오존 생성량이 질소산화물의 경우와

같이 인가되는 에너지에 비례한다면, 전극에 인가된

전류가 증가하면 오존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한

다. 그렇지만, 그림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인가 전류

가 증가하더라도 4 Lpm 이하의 낮은 유량에서는 오

존의 농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플라

즈마는 스파크 방전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오존 생

성량이 많은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높게 생성되는

조건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Borra et al.,

1998). 즉 상 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코로나 방전의

경우 오존 생성이 지배적인 반면, 상 적으로 에너지

가 높은 스파크 방전의 경우 질소산화물이 주로 나

타난다고 알려져 있다(Peyrous and Lapeyre, 1982).

그림 8는 전극간격과 공기유량이 변화하는 조건에

해 질소산화물의 농도에 한 오존농도로 결과를

나타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질소산화물은

스파크 방전에너지에 비례하여 농도가 증가한다. 반

면, 오존은 초기 에너지가 낮은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과 함께 증가하지만, 에너지가 높아지는 경우 오존의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향은 유량이나

전극 간격이 달라지더라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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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질소산화물의 일산화질소의 농도가 증가하여

오존과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오존은 보통 일산화질소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파크 방전의

경우 일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은 분위기에서는 오존의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오존은 은과 반응하여

산화은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Waterhouse

et al., 2002) 스파크 방전으로 은 나노입자를 생성하

는 과정에서 오존의 농도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림

1 (b)와 같이 HEPA 필터 홀더에 필터를 장착한 경우

와 장착하지 않은 경우 오존농도를 비교하 다. 오존

생성기에서 발생한 오존과 스파크 방전장치를 통과

한 공기를 섞어서 일산화질소와 나노입자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소형 챔버를 통과시켰다. 

Table 1은 HEPA 필터를 통과하여 입자가 모두 제

거된 경우와 HEPA 필터를 제거하여 공기가 빈 홀더

공간을 통과한 경우 측정한 오존농도를 나타낸 것이

다. 먼저 오존발생기를 사용하지 않고, 스파크 방전

입자발생장치에서 발생된 입자에 해서 약 500 mL

챔버를 통과하여 약 6초의 체류시간이 경과한 후 오

존을 측정하 다. 이 때 스파크 방전장치를 통과하는

공기 유량은 5 Lpm이었다. 스파크 방전장치를 통과

한 공기가 HEPA 필터를 지나면 입자가 제거된 질소

산화물과 오존이 반응하는 상태를 모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노입자가 없는 조건에서 측정된 오존의

농도는 0이었다. 반면, HEPA 필터를 제외한 필터를

지지하는 케이스를 통과하여 비슷하게 체류시간을

유지한 경우 은 나노입자가 포함된 공기의 경우 오

존이 6~24 ppb 측정되었다. 오존의 농도 변화를 명

확히 확인하기 위해 오존 발생기에서 오존을 생성하

여 스파크 방전장치를 통과한 공기와 혼합하 다. 오

존발생기에서 약 500 ppb농도의 공기를 공급할 때,

스파크 방전장치의 전원을 인가하지 않고 공기를 통

과시킨 경우 측정된 오존의 농도는 150 ppb 다. 스

파크 방전주파수를 높일수록 오존의 농도는 감소했

는데, 이것은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질소산화물의 농

도가 높아져서 일정한 농도의 오존과 반응하는 일산

화질소의 농도가 증가한 결과이다. HEPA 필터를 통

과한 공기는 필터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필터가 차지하는 부피로 인해 일산화질소와 반응

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그렇지만 주파수가 같은 조

건에서 오존의 농도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스파크 방

전 입자발생장치에서 생성된 오존의 일부가 HEPA 필

터에서 제거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Hyttinen

et al., 2006).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기 중 스파크 방전 입자 생성 장

치를 사용하는 경우 나노입자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소산화물과 오존의 생성 특성을

고찰하 다. 입자를 생성할 수 있는 운전조건에서 질

소산화물은 수 ppm에서 수 십 ppm이 생성되었고,

주파수, 정전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농

도가 증가하 는데, 인가한 스파크 방전에너지가 같

은 경우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은 비슷하게 나타

났다. 전극 사이의 간격을 감소시키면 스파크가 형성

되는 간격이 감소하므로,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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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zone concentrations after the small chamber (ppb).

Applied current (Amp)

0* 0.5 1.0 2.0

w/HEPA 0 0 0 0
w/o HEPA 0 24 14 6
w/HEPA 150 70 44 16
w/o HEPA 150 90 58 26

*Ozone generator off (0 ppb) or on (150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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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았다.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

은 스파크 방전에 필요한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가전압이나 주파수를 낮추는 방법, 스파크 플라즈

마가 생성되는 공기 역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극간

격을 줄이는 방법, 주변 공기를 증가시켜 희석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방법들은 입자

의 생성특성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자 특

성과 함께 고려하여 운전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반면 오존의 경우에는 상 적으로 낮은 농도인

100 ppb 이하로 형성되었다. 질소산화물과는 달리 인

가한 스파크 방전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오존 생성

량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포물선 형태의 특성

을 보 다. 이와 같은 특성은 오존이 일산화질소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로 변환되는 반응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스파크 방전장치

에 의해 생성된 은 나노입자의 오존 제거 특성과 일

산화질소와 반응하는 특성을 비교한 결과 오존은 주

로 일산화질소와의 반응에 의해 소멸되는 것을 실험

적으로 확인하 다.

오존의 경우 부분 장치에서 생성되는 농도가

100 ppb 이하이므로 적절한 희석과 운전시간을 조절

하게 되면 실내공간에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생각된다. 반면 질소산화물의 경우 운전 조건에

한 세 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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