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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kW RF 플라즈마 토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토치 시스템에 대한 온도, 유체 거동 분석 등의 보다 많은 정보의 추출
을 위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파우더 주입관 위치, 입력 전류 변화에 따른 플라즈마 생성 특성, 세라믹 원통관 길
이에 따른 플라즈마 방전 특성, 및 공정가스 유량에 따른 플라즈마 온도특성 등을 시뮬레이션 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제작된 RF 열 플라즈마 토치의 경우, 최대 89.3 kW까지 파워 인가가 측정되었다. 개발된 80 kW급 RF 열 플라즈마 토치 시스
템의 양산성 평가로 Si 나노분말을 제조하고 특성을 고찰하였다. Si 나노분말의 생산량이 평균 539 g/hr의 양산 수준과 71.6%
의 높은 수율을 달성했으며, 제조된 나노 분말은 D99/D50가 1.98의 좋은 입경 균일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주제어 : RF, 열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Si, 나노분말, 토치

I. 서 론

합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고순도, 무응집 결정상 및 상
대표준편차가 10% 보다 작은 단분산 입자 크기 분포를 갖

현재 나노분말 소재 적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급격하

도록 제조하는 것이 중요하나 나노분말 생성에 많은 시간

게 증가되고 있으나, 기존 제조방법의 낮은 생산성 및 낮은

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제조방법으로는 낮은

품질, 높은 단가, 연구기반 미비 등의 문제점에 의해 산업

품질과 생산성, 높은 단가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용화에 큰

으로의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로서 이차전지

장애가 되고 있으며, 대체 공법으로써 기상합성법의 일종

의 음극재 소재로 기존의 카본계에 비해 10배 이상의 용량

인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나노 분말 제조법이 많은 관심을

을 가지는 Si 소재의 경우 약 3,500 mAh/g의 높은 비용량

받고 있다.

을 가지고 있으나 충·방전시 큰 부피 변화로 적용에 어려

열 플라즈마법은 RF 전자기파와 유도코일을 이용하여

웠으나 Si소재를 나노화함으로서 수명 증가에 대한 기대가

10,000oC 이상의 초고온 열원을 형성하고 그 중심으로 전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매

구체(Precursor)를 통과시켜 급속한 증발 및 기화를 유도

우 크다. 따라서 향후 Si 나노 소재는 이차전지의 고용량

하고 급냉함으로써 결정성 분말을 얻는 제조 공법으로 공

구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소재이며, 그 수요가 급증

정이 매우 간단하고 유해 물질이 없는 친환경 공법이다. 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 현재 나노분말을 제조하

한, 고순도의 나노분말 제조, 구형 분말의 제조가 가능하다

는 방법으로는 크게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나

는 장점을 갖고 있어 최적화된 열 플라즈마 공법의 적용을

누어진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분말을 분쇄하는 Mecha-

통해 기존 나노분말 제조 공정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

nical milling이 있으며, 공정 중 불순물의 혼입, 응집현상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및 소성변형과, 0.1 μ
m 이하의 분말제조가 난이하다는 단

본 공법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80 kW급 이상의 RF 열

점이 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고상합성, 액상합성, 기상

플라즈마 토치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RF 열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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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 토치 시스템의 경우는 해외의 한 두 업체(캐나다의

선행 전산해석 결과를 토대로 추출한 설계인자와 상세

Tekna사가 주요 업체)의 기술 독점구조에 의해 기술적 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2차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약과 장치의 가격이 고가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국내

CFD ACE+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전극

에는 설계제작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노하우가 거의 없어

설계도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Fig. 1은 시뮬

장치의 국내 개발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레이션을 위한 RF 토치 전극의 주요 설계 변수 및 명칭을

초고온 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다양한 고품질의 나노분말

나타내는 그림이다.

을 생산할 수 있는 양산 수준의 80 kW급의 RF 열 플라즈

시뮬레이션은 주파수 4 MHz, 전류 I=250 A, 가둠관 반

마 토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RF 열 플라즈

지름 R=25 mm, 코일 간격 24 mm일 때의 온도분포,

마 토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Si 나노 분말을 제조하여 분말

stream line과 온도분포, 유도열 분포, 유도 전류분포, 전

제조 특성을 평가하였다.

력 손실, 자기장 분포를 확인하였다.
Fig. 2는 주파수 및 전류 변화에 따른 온도분포 시뮬레
이션를 나타낸 그림으로 전류가 150 A에서 300 A로 증가

II. 시뮬레이션

o

o

하면 온도는 최대 11,000 C에서 13,000 C까지 상승하며,
o

중심 온도는 약 12,000 C로 계산되었다. Fig. 2의 이미지

1. 전극의 2차원 시뮬레이션

그림을 보면 주파수가 1 MHz에서 4 MHz로 증가 시 플라
즈마 온도가 더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유도 코일

본 연구에서는, Chentouf 등 [4], Kim 등 [5]이 제안한

근처의 온도가 더욱 상승되어 플라즈마 온도 분포 균일도

유도결합 플라즈마 내 전자기장 분포로부터 유도코일 양단

가 떨어지는 현상이 계산되었다. 이 결과는 Fig. 3의 주파

에 걸리는 전압 및 등가 플라즈마 저항, 등가 플라즈마 인

수 및 전류 변화에 따른 유도 전류 분포 시뮬레이션의 결과

덕턴스 등을 계산하는 방법을 Meyer [6], Mckelliget 등

와 일치하고 있다. 전류 분포 역시 주파수 증가에 따라 유

[7], Boulos 등 [8]이 제안한 2차원 MHD 열 플라즈마 유동

도 코일 근처에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o

코드에서 사용된 2차원 자기벡터 방정식의 경계조건에 직

시뮬레이션 결과 유도코일의 중심 온도는 약 12,000 C

접 적용함으로써, Chentouf 등 [4], Kim 등 [5]이 사용한

로 당초 전산 해석코드를 이용한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

Coil 내 전류분포와 self-oscillation 전원 회로와의 결합

타냈으며, 기존 문헌에 나와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와도 대

코드 없이도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유도결합 플라즈마 토

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상기 설계조건에 대

치의 전기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2차원

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상기 설계 조건을 근거로 전극을

MHD 전산해석코드를 개발하였고,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제작하였다.

결합효율의 최적화 조건을 찾아 토치 설계를 진행하였다.

Figure 1. Various design factor of 80 kW RF torch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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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mperature distribution simulation images
as a function of frequency an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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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치 시스템의 3차원 시뮬레이션
개선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장치의 신뢰성 검증과 토치
시스템에 대한 온도 정보, 유체 유동현상 분석 등의 보다
많은 정보의 추출을 위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simulator는 프랑스의 ESI사에서 개발한 CFDACE+ (plasma package 포함)로써 유체유동, 열전달 등의
일반적인 항목 이외에 플라즈마 시스템에 대한 전산모사가
Figure 3. Inducted current distribution simulation images as a function of frequency and current.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며, Table 1에 개발한 RF 열 플라즈마
토치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건을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공정 조건은 나노분말 제조 실험을

Table 1. Simulation condition for RF plasma torch using
CFD-ACE+ simulator.
Parameter

Unit

100, 200, 300

A

Vrms*

3,300

V

Irms*

7.2

A

23.76

kW

2.5

MHz

Carrier

10

lpm

분말 주입관의 위치를 Case별로 구분하였다. Case 1의

Central

20, 60, 100

lpm

경우 분말 주입관이 전극 코일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Sheath

P
Frequency

Gas flow rate
[Ar]

이션 결과를 통해 공정 조건별 경향성 확인 및 최적의 온도
분포 조건 예측할 수 있었다.
2.1 파우더 주입관 위치 및 입력 전류 변화에 따른 플라즈
마 생성특성

20, 80, 140

lpm

Case 2는 전극 코일 중간, Case 3은 전극 코일 하부에 위

Quenching 1

30

lpm

치하였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Fig. 4에 RF 열 플라

Quenching 2

30

lpm

즈마 토치 전극에서 분말 주입관 위치 및 input current 변

500

torr

화에 따른 토치 내의 유도코일 중간 위치에서의 온도변화

Pressure
Cooling temperature

에서 공정변수를 다양하게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며 시뮬레

Value

Input current

Power

진행했던 기본 공정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input]

20

[output]

38~40

Feeding material size

5, 0.5, 0.3

o

C

o

C

μm

및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공정변수로는 Gas의 투입조건
은 Central Gas 60l pm과 Sheath Gas 80l pm으로 정하
였으며 다른 변수들은 Table 1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진행

Powder injector (분말주입관)의
위치

1, 2, 3

Case

Quartz tube length (Central
gas 분배관)의 위치

1, 2, 3

Case

하였다.
입력 전류 100 A, 200 A, 300 A로 증가와 함께 방전현
o

o

o

상이 가속되어 최대 온도가 약 2,500 C, 8,000 C, 9,000 C

Figure 4.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center position of the
induction coil as a
funtion of various
current and the
position of powder
injec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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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emperature distribution in RF torch as a
function of various current and the position
of powder injection tube.

Figure 7. Induced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in RF
torch as a function of various current and the
position of powder injection tube.

Fig. 4에서 나타낸 유도 코일 중간 위치가 아닌 전체적
인 위치에서 나타나는 온도 분포를 Fig. 5에 색깔 온도로
표시하였다. 입력 전류 300 A의 경우 유도코일 근처에서
o

최대 12,000 C가 계산되고 있으며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여 분말 주입관 중심에서는 분말 원료와 이송 가스
o

주입으로 냉각되어 7,000 C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말 주입관이 유도코일 안쪽으로 들어오는 Case3의 경우
o

중심에서의 온도는 더욱 낮아져 4,000 C 부근 까지 냉각되
Figure 6. B field distribution in RF torch as a function
of various current and the position of powder
injection tube.

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Fig. 6의 자속밀도(B field) 분포
및 Fig. 7의 유도전류밀도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전극 코
일 부근의 자속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전자가 필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높아 방전이 보다 활성화된 것에 기

로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며, 가둠관으로부터 0.35 mm
o

o

이후의 내부의 온도는 각각 대략 2,500 C, 6,000 C,
o

인하며, Fig. 6의 하단에 RF 열 플라즈마 토치시스템의 하
부 관찰 창(view port)로부터 촬영된 실제 플라즈마 방전

7,000 C로 계산되었다. 주입관 위치에 따라 계산된 온도

의 사진 또한 중앙부의 플라즈마 밀도가 낮음을 육안으로

분포를 보면 분말 주입관이 유도 코일 하부로 내려갈수록

확인할 수 있었다.

o

o

가둠관 표면에서 온도가 300 A의 경우 9,000 C에서 7,500 C
o

로 떨어지며, 내부에서의 온도도 700∼800 C 정도 감소하는
o

것으로 계산되며, 200 A의 경우는 온도차가 거의 2,000 C

2.2 석영관(Central Gas 분배관) 길이에 따른 플라즈마
온도특성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분말 주입관이 유도 코일 하부

석영관(Fig. 1의 Quartz tube)은 sheath gas와 central

로 내려갈수록 RF 전자기장 에너지를 전도성인 스테인리

gas의 도입루트를 구분하여 각 가스의 역할을 최대화하기

스 튜브의 분말 주입관에서 흡수하여 전체적으로 온도가

위한 전극내 부품으로 앞서 설명한 분말 주입관과 마찬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또한 분말 주입관이 유도

지로 석영관의 길이에 따라 Case별로 구분하였다. Case 1

코일 하부로 내려갈수록 온도 증가 발생 위치가 가둠관 벽

의 경우 석영관 길이가 Central gas 도입에 근접하며,

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말 주입관의 안쪽으로 이동되는 현상

Case 3은 코일 전극 상부에 위치하고, Case 2는 Case 1과

은 전도성 분말 주입관에 유도되는 전자기장에 기인하는

Case 3의 중간에 위치에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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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emperature distribution in RF torch as a
function of various current and length of the
ceramic tube.

Figure 9. Temperature distribution in RF torch as a
function of various flow rate of process gas
(central gas and sheath gas).

의 300 A의 결과로부터 길이가 길어질수록 석영관과 가둠

등에 비하여 가스 이동경로의 단면적이 작아 유속이 빠르

관 사이로 공급되는 sheath gas에 의하여 전극내의 가둠관

기 때문에 석영관이 끝나는 지점에서 발산하며 나타난 결

표면에서의 온도가 감소하여 가둠관의 열적 충격을 완화시

과이다. 또한 이에 따라 sheath gas 유량 증가에 의해 실

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석영관의 길이가 긴 경우가

제 가둠관 내벽 쪽에서의 고온영역이 감소하여 핵심부품인

짧은 경우에 비하여 플라즈마의 고온영역이 집속됨과 동시

가둠관 보호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sheath

에 플라즈마 가스인 central gas의 역할 또한 증진시킴을

gas 도입에 의해 전구체(precursor)가 가둠관 내벽에 코팅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석영관

됨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만일 sheath gas가

의 길이가 길수록 고온영역의 집속과 길이의 증가 등 열적

부족하여 가둠관이 고온이 되거나 내벽에 전구체 등이 코

분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석영관이 과도하게 길 경우

팅되어, 즉 열전도도가 기체에 비하여 약 1,000배가 높은

고온에 의한 열화 문제로 인해 녹게 되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

고체입자의 코팅에 의하여 가속되는 가둠관으로의 열전달

생할 수 있어 적정한 길이를 선정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에 의해 가둠관이 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
이상의 sheath gas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공정가스(central gas 및 sheath gas) 유량에 따른
플라즈마 온도특성

2.4 냉각부(Quenching)에서의 온도 해석

Fig. 9에 central gas 20, 60, 100 lpm에 대한 sheath

열 플라즈마에 의한 나노분말 형성 과정은 마이크로 수

gas 20, 80, 140 lpm의 유량변화에 따른 RF 열 플라즈마

준의 원 재료 파우더가 열 에너지에 의해 기상화, 핵형성,

토치 안에서의 온도 분포 및 온도변화를 도시하였다. 주요

입자성장, 급냉의 과정을 거치며 나노 수준의 파우더가 제

인자중 입력 전류는 200 A로 고정하고, 분말 주입관은 유

조된다. 플라즈마 반응부를 통해 순간 증발, 기화된 입자는

도 코일의 중심부에, 그리고 석영관(Central Gas 분배관)은

핵을 형성하고, Van der Waals force에 의한 인력과 척력

유도코일의 상부에 위치하였으며, 다른 변수들은 Table 1

에 따른 입자간 간격 유지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입자

과 동일하다. 먼저 central gas 유량의 영향으로서, 유량이

크기가 수∼수십 nm 정도가 되면 Van der Waals force에

20∼100 lpm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온 영역의 축소와 함께

의해 입자간 응집이 심화되어 입자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중심부가 하부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Central

냉각부를 통과하며 응축되어 나노입자가 형성 된다 [9-11].

Gas의 유량을 고정하고, Sheath gas 유량의 증가에 대한

냉각부 온도 해석은 전극부 전산해석 결과 값을 이용하

영향으로서 central gas의 경향과 유사하게 유량이 증가함

여 전극부 플라즈마의 중심 온도가 12,000oC라고 가정하

에 따라 고온영역이 토치 중심부에서 감소함과 동시에 하

고, 냉각 가스를 각 단(1단, 2단)에 30 lpm의 유량으로 공

부로 길게 퍼져 나감을 알 수 있다. 이는 가둠관과 석영관

급 했을 때로 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사이의 벽면을 따라 내려오는 sheath gas는 central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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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0.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quenching region center (a), in the quenching region (b).

나타내었으며, Fig. 10(a)는 냉각부 중앙(Z축)에서의 온도
분포를 계산한 것이며, 5,000 K 이상의 고온의 가스분자들

Table 2. Characteristics of boron nitride and silicon
nitride for confinement tube material.

은 냉각부를 지나며 약 1,500 K 근처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10(b)는 냉각부 전체의 온도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냉각 가스가 주입되자마자 온도는 1,500∼
2,000 K 이하로 급속히 냉각됨을 알 수 있다.

III. 토치 시스템 설계

Boron
nitride

항 목
가둠관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량(kW)

20

직경(mm)

50

두께(mm)

3

탄성계수, E (Gpa)

58

310

열전도도, k (W/mK)

49

42

8

3

117

700

0

0

2

3

-6

열팽창계수, a (10

-1

K )

굽힘강도(Flexural Strength. Mpa)

본 연구에서 사용된 RF 열 플라즈마 토치의 설계는 2차

푸아송 비(Poission ratio)*
3

원 전산해석을 통한 최적 가둠관 반지름을 결정하고,

밀도(g/cm )

ANSYS 등을 이용한 응력해석을 통해 가둠관 재료를 선정

비열(J/gK)

하고, 결정된 가둠관 재료와 규격으로부터 열제거를 위한
냉각수량 결정과 냉각수를 이송하기 위한 냉각유로의 구
성, 플라즈마 가스 주입구 및 기타 결합취부 등 토치 기구
부를 설계하였다.

Silicon
nitride

2

1

Thermal Shock, R (W/mm)

195

524

최대 온도차(K)

180

207

축방향 최대응력(kgf/mm )

64

163

원주방향 최대응력(kgf/mm2)

66

170

반경방향 최대응력(kgf/mm )

6

17

축방향 최대응력/굽힘강도(%)

54

23

2

2

1. 가둠관 설계
이전 연구 [12]에 의하면 직경 50 mm, 두께 3 mm의

져나는 열유속을 계산하여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계산되

boron nitride (열전도율 49 W/mK)를 가둠관으로 사용하

는 가둠관 내벽의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20 kW

였을 경우에 대한, 2차원 MHD 코드를 이용하여 아르곤 RF

RF 플라즈마 파워에서의 아르곤 플라즈마에 대해, 최대 온

플라즈마 파워 10 kW 및 20 kW에 대해, 가둠관 벽으로 빠

도차가 140 K까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건에

한국진공학회지 2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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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료에 작용하는 최대 열응력을 알아보기 위해, boron

한 재료 선정으로부터, 80 kW급 RF 토치에 대해 Table 3

nitride와 열전도율이 비슷하지만 최대 굽힘응력이 다른

과 같은 설계 사양을 설정하였다.

silicon nitride에 대한 응력 해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

2. 전극 설계

내었다.
Table 2로부터, silicon nitride 관이 관 내/외면에 걸리
o

는 온도차가 200 C 이상으로 크지만, 축방향 최대응력/굽

Table 3에서 가둠관 직경 범위는 60∼80 mm로 선정하

힘강도(flexural stength)의 비가 23%인 점을 고려하면,

였다. 결합효율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플라즈마 파워가 10

토치 가둠관 재료로 silicon nitride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kW 일 경우, 25∼30 mm가 최적임을 알 수 있으나, 출력

모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전기적 결

이 높아짐에 따라, 벽으로 빠져나가는 열량이 반경의 제곱에

합효율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와 가둠관 열응력 해석을 통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80 kW일 경우, 30∼40
mm로 늘려서 설계하였다. 또한, 일정량의 원료분말 처리

Table 3. The design factor for 80 kW RF torch.
항목
주파수
주요
설계변수

1∼4 MHz

일 감은 수를 4회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되어 5회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4회 이상의 코일 감은수
를 가진 토치의 경우, 원료 주입관은 두 번째 코일 위치까

가둠관 직경

60∼80 mm

코일 감은수

5회

지 내려올 때 투입된 원료분말이 토치 내 재순환 역류를 피

코일간 간격

12.5 mm

하고 플라즈마의 가운데 중심축 방향을 따라 가열될 수 있

3.5 mm

다. 따라서 원료분말의 투입량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토

∼80 kW

치와 반응기에서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원료 주입관의

80∼400 lpm

내부직경은 3.5 mm 이상으로 유지하며, 충분한 기화영역

원료 주입관 내경
운전범위

설계값

량과 반응기 및 토치 내 고온영역의 축방향 확장을 위해 코

출력
전체유량(Ar)

Figure 11. The electrode design of 80 kW RF t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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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기 위해, 주입구로부터 토치 출구까지의 거리를

구현 및 크기 제어를 위하여 2단의 냉각 가스 도입부로 구

최소 100 mm 이상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성되어 2단 가스도입부의 가스 유량 조절을 통하여 제어
가능토록 하였다.

3. RF 토치 시스템 설계

반응기 내로 도입되는 가스로는, 원료분말 투입을 위한
carrier gas, 플라즈마 공정 가스인 central gas, 플라즈마

Fig. 11에 80 kW RF 토치의 전극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의 열에 의한 내부 부품인 가둠관의 보호 및 증발/기화된

그 구성은 크게, 열 플라즈마의 발생구역인 토치 전극부,

입자의 가둠관 표면에의 흡착을 방지하며 플라즈마 열을

원료분말이 증발, 기화되어 원자수준의 입자를 만드는 열

집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sheath gas로 구분된다.

영역(hot zone), 증발, 기화과정을 거쳐 작아진 입자를 가

carrier gas의 경우, 원료분말의 특성에 따라 유량제어를

스에 의해 급속 냉각시키는 구역으로 나노입자를 결정화

통하여 원료분말의 공급량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키는 냉각영역(quenching zone)으로 구분된다. 플라즈

central gas는 플라즈마 영역내로의 균일한 공급을 위해

마 영역은 실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구간으로 유도 코일

다수의 구멍이 가공된 분산판 형태의 가스 분배관(quartz)

에 RF를 인가함으로써 플라즈마가 생성되며 플라즈마 영

의 구멍을 통해 플라즈마 영역으로 공급된다.

6

2

역에 ∼10 A/m 이상의 고 전류가 발생하여 초고온의 열

토치 전극의 내부에 장착되는 가둠관은 플라즈마 발생영

에너지를 갖는다. 열 영역은 고온의 영역으로, 투입되는 분

역에 설치되어 플라즈마를 가두는 역할을 하며, 플라즈마

말을 증발, 기화시키는 구간으로 수냉 구조로 이루어져 있

온도와 외벽 냉각수의 온도차에 의한 열충격에 견딜수 있

다. 원료분말로부터 생성된 모든 나노입자는 반응기를 빠

는 열적, 물리적으로 강한 재질을 필요로 하며, 열적 안정

져나가기 전에 또 다른 입자간 충돌에 의한 입자성장 또는

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silicon nitride를 사용하였다.

벽면으로의 물리적/화학적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두

Fig. 12는 본 연구에서 구축된 80 kW급 RF 열 플라즈마 토

냉각되어야 하며, 냉각 가스는 입자의 냉각매체로서 작용

치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본 시스템 공정 구성은 “시스템 배기

한다. 냉각영역에는 다양한 분말의 특성에 맞는 나노입자

→ 가스 공급→ 플라즈마 방전→ 원료공급→ 나노분말 생성

Figure 12. Drawing of 80 kW RF thermal plasma to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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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포집(Filtering) → 회수” 등의 공정으로 진행되었다.

3

g/cm ), SBET는 Si 나노분말의 비표면적이다.
PSA를 이용하여 나노분말의 입도분포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결과 값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최빈수(Mode)를

IV. Si 나노분말 제조 특성

사용하였다. 최빈수는 도수 곡선의 가장 높은 점과 같은 값
은 도수 분포의 가장 흔한 값으로서, 생성된 나노분말을 도

1. 실험 및 특성 평가 방법

수 곡선 그래프로 Fig. 13에 나타내었다. 이때, 입경의 최대
1% 값과 도수 곡선의 최대값(50%)을 표현할 때, D99/D50으

80 kW급 RF 열 플라즈마 토치 시스템에서 최적의 Si 나

로 표현한다. 이에 본 공정에서 생산된 나노분말의 입경 최

노분말의 합성 조건 도출을 위하여, 제작된 RF 열 플라즈

대 1%의 값을 D99=100 nm, 도수 곡선의 최대값(50%) 값

마 토치 시스템의 다양한 공정변수에 따른 나노분말 생성

을 D50=50 nm 로 하였을 때의 D99/D50 값이 2이므로

특성을 고찰하였다. 공정 변수로서는 공정압력, 플라즈마

D99/D50≤2.0 이하가 되어야 생성된 나노분말의 입도 분포

파워, carrier gas, central gas, quenching gas로 정하였

를 판단할 수 있다.

고, 각 변수 변화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후, 합성된 나노분
말을 BET 및 SEM 측정 결과분석을 통하여 시스템 특성을

2. 생산능력 및 분포특성

파악하였다.
또한, 80 kW RF 플라즈마 토치 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RF 열 플라즈마 토치 시스템에 인가되는 플라즈마 파워

Si 나노분말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

는 분당 원료분말을 처리하는 용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

S-4800, Hitachi)과 BET (BelsorpII mini, BEL, Japan)

므로 높은 플라즈마 파워에서의 나노분말 합성용량은 높

을 통하여 각각의 상분석 및 미세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80 kW급 RF 열 플라즈마 토치 시

BET를 통하여 Si 나노 분말의 비표면적을 측정하였으며,

스템의 17 g/min의 Si 원료분말 처리가 가능한 플라즈마

측정된 비표면적 값을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분말의 평균

파워 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Si 나노

입경을 구하였다.

분말의 생산량은 투입되는 원료 분말의 양에 비례한다. Si
나노분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원료 분말의

  
 ․  

양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는 원료 분말의 양을 조절하는
carrier gas의 유량을 늘려주어야만 한다(부유타입의 feeder 사용의 경우). 원료분말은 carrier gas의 흐름과 함께

위 식에서 dp는 평균입경, ρ
p는 RF 플라즈마 토치 시스템

플라즈마 내부에 위치한 원료 주입관을 통해 RF 토치 전극

을 통하여 생성된 Si 나노분말의 밀도(실리콘의 경우 2.33

내부로 도입되고 이때 열 플라즈마에 의한 합성이 진행 된
다. 이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원료 분말의 투입량을 늘이기
위해서는 carrier gas의 유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때 RF
열 플라즈마 토치 내로 carrier gas의 투입유량이 증가하
여 플라즈마 공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상온
의 carrier gas로 인해 국부적으로 플라즈마 온도가 감소
되어 원료 분말로의 플라즈마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게 될
수 있으며, 또한 carrier gas 유량 증가 및 일정한 공정압
력 유지를 위하여 시스템 전체의 유속이 빨라져, 플라즈마
방전 영역에서의 원료분말의 체류시간이 짧아져 나노화 효
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서 생산된 나노분

Figure 13.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i nano powder
after plasma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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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입도분포 범위가 넓어지는 결과를 보이므로, D99/D50
≤2.0를 만족하는 공정 조건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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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플라즈마 파워에 대한 처리 가능한 용량의 한계

실 예로서 17 kW 플라즈마 파워에서 수행한 RF 열 플라

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투입되는 carrier gas 및 원료 분말

즈마 토치를 이용한 생산량 측정 실험에서 17 kW에서는

을 처리할 수 있는 플라즈마 파워 조건의 확보가 매우 중요

carrier gas를 5 lpm 이상으로 투입하게 되면 투입되는 원

하다. 즉, 투입되는 원료분말을 처리할 수 있는 플라즈마

료분말의 양 또한 증가하게 되어, 생산된 나노분말의 입도

파워 조건이 확보되어야 하며, 투입되는 분말의 양을 증가

분포가 좋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균일한 입도분포

시키기 위해서는 각 파워에서 분당 처리할 수 있는 투입량

를 유지할 수 있는 대량생산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높

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입량에 부합하는 플라즈마

은 플라즈마 파워의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Si

파워를 인가함으로써 좋은 입도분포의 나노분말을 합성할

나노분말의 대량생산을 위하여 최대 파워 인가의 테스트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최대 인가 파워는 89.3 kW까지 측

Table 4. Mass production experimental condition of RF thermal plasma torch system for Si nano powder.
No

Power
(kW)

Carrier gas
(lpm)

Central gas
(lpm)

Sheath gas
(lpm)

Quenching 1
(lpm)

Quenching 2
(lpm)

Pressure
(torr)

1

66

20

80

40

80

80

500

2

66

20

80

40

80

80

600

3

66

20

60

30

80

80

500

4

66

20

50

50

80

80

500

5

66

20

40

100

80

80

500

6

66

20

40

80

80

80

500

7

66

15

40

60

80

80

500

8

66

15

40

60

60

100

500

9

72

20

80

40

80

80

500

10

73

20

80

40

80

80

600

11

73

20

80

40

120

120

600

12

73

20

60

30

80

80

500

Table 5. Mass production data of Si nano powder fabricated by RF thermal plasma torch system.
생산량(g/hr)

평균입도(nm)

투입량

포집량

포집 수율
(%)

1

624.6

427.41

68.4

48.2

63.1

1.84

2

574.2

421.17

73.3

36.0

60.5

1.96

No

BET

SEM

D99/D50

3

869.4

599.49

68.9

52.0

59.9

1.89

4

589.8

431.43

73.1

51.1

59.5

1.94

5

848.8

642.68

75.7

51.6

56.6

1.99

6

930.5

723.28

77.8

56.0

60.7

2.10

7

665.8

472.13

70.9

65.0

60.8

2.08

8

636.4

442.64

69.6

85.3

56.3

1.80

9

717.6

518.76

72.3

38.7

64.9

1.70

10

666.6

463.11

69.5

34.5

71.6

2.00

11

971.1

679.59

69.9

46.7

63.7

2.50

12

939.0

646.65

68.9

51.2

63.2

2.00

평균

752.8

539.03

71.6

51.36

61.73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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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으며, 그 이상 인가시 전원장치와 전극의 Miss Mat-

즈마 파워 73 kW 조건에서 20, 80, 40, 240 lpm의 조건이

ching으로 인해 더 이상 인가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전

었으며, 공정 압력은 각각 500 torr, 670 torr 이었다.

극 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고온의 플라즈마와 직접 접

Table 5에 12회 실험을 통해 합성된 Si 나노입자의 평균

촉하는 가둠관으로 가둠관이 손상되지 않는 조건 내에서

입경 분포를 BET 계산법과 SEM 이미지 분석법을 통하여

나노분말 합성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나타내었으며, D99/D50가 1.98로 2.0이하의 좋은 분포 특

본 실험에서는 최대 인가 파워의 80%이내에서 대량 합성

성을 보이고 있다.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최대인가파워의 73%인 66 kW와

플라즈마 처리 후 형성된 Si 나노 분말의 입경 분포도를

80%인 73 kW의 두 조건에서 나노분말 합성 공정을 진행

나타내는 그래프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실험 조건은 66

하였다.

kW 파워에, Carrier gas, Central gas, Sheath gas, Quen-

Table 4에 양산공정 실험 조건 및 Table 5에 RF 열 플라

ching gas가 각각 20, 80, 40, 160 lpm이고, 공정 압력은

즈마 토치 시스템을 이용한 12회의 양산 공정 실험 결과를

500 torr이며, SEM 분석에 의해 평균입경은 63.1 nm이며,

나타내었다. 대량생산 공정 실험을 진행한 결과, 평균

입경 균일도 D99/D50은 1.84로 비교적 균일한 나노 입자가

752.8 g 투입 시 생산되는 분말의 양은 539.0 g으로 평균

합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수율 71.6%를 나타내고 있다. 최소 투입량은 574.2 g
(9.57 g/min)으로 회수양은 421.17 g 포집되었으며, 최대
투입량 930.5 g (15.5 g/min)투입 시 723.28 g이 포집되

VI. 결 론

었다.
Fig. 14의 (a)는 플라즈마 처리 전 투입되는 Si 원료분말

본 연구에서 Si 나노분말 생산을 위한 RF 플라즈마 토치

로 비규칙 모양을 가지며 평균 10 μm 크기를 나타내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얻었다. 80 kW

SEM 사진이며, Fig. 14(b)는 플라즈마 처리 후 구형화된

RF 플라즈마 토치 시스템을 개발하기 앞서 2차원 전산해석

Si 나노분말 SEM 사진으로 입경 평균이 51 nm 로 관찰되

을 통하여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결합효율의 최적화 조건

어 개발된 RF 열 플라즈마 토치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

및 가둠관 크기, 재질 등을 선정 하였다. 토치 시스템에서

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변수인 코일 감은 수에 대한 선행 시뮬레이션

실험결과 66 kW, 73 kW에서 나노분말 합성이 성공적으로

을 통하여 감은 수에 따라 토치 시스템 내의 온도 변화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Si 원료분말 평균 투입량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코일 감은수가 5일 때, 토

은 약 10∼15 g/min으로써, 그 생산량은 421∼723 g/hr

치 시스템 내 온도 분포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것

을 달성할 수 있었다. 최대 생산량 723 g/hr과 최대 포집수

을 시뮬레이션 하여 본 연구에서는 5턴의 코일 감은수로

율 77.8%를 동시에 보여준 공정조건은 플라즈마 파워 66

선정하였다.

kW의 조건에서, carrier gas, central gas, sheath gas 및

토치 시스템에서 중요한 변수인 가둠관의 경우, 가둠관

quenching gas가 각각 20, 40, 80, 160 lpm 조건과 플라

반지름이 20 mm 이상일 때, 결합 효율이 30% 이상으로 최
대가 됨을 알 수 있었다. Boron nitride와 Silicon nitride
재질을 비교하였을 때, Silicon niteide 재질이 축방향 최
대응력/굽힘강도 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가둠관을 Silicon nitride로 선정하였다.
전기적 결합 효율에 대한 수치 해석 및 가둠관의 열응력
해석으로 통하여 80 kW RF 플라즈마 토치의 설계 사양을
선정하여 설계하였다. 설계 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

Figure 14. SEM images for (a) Si raw powder with irregular shape of average 10 μm size and
(b) Si nano powder with average 51 nm size
spherical after plasma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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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2차원 전산해석과 유사한 경향을 보
였으며, 상기의 설계 조건을 근거로 전극을 제작하였다. 이
러한 구조 변경을 반영한 설계에 대한 신뢰성 검증과 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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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대한 온도, 유체 거동 분석 등의 보다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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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출을 위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 파우더 주입관 위치 및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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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른 RF 토치내 온도는 증가하고, 전극 중앙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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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 필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높아 전극 중앙
보다 방전 활성화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세라믹 원통관 길에 따른 플라즈마 방전 특성의 경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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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80 kW RF Thermal Plasma Torch System for Mass
Production and Research of Si Nano-Powder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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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develop of 80 kW RF plasma torch system, we achieved three-dimensional
simulations for the extraction of more information as temperature in torch and fluid behavior
analysis, etc. The position of powder injection tube, the plasma discharge characteristics with
various input current and various length of ceramic tube, and the plasma temperature
characteristics with process gas flow rate such those was simulated. RF thermal plasma torch
designed by simulation was manufactured that was measured to the maximum of 89.3 kW
power. The mass production using developed 80 kW RF thermal plasma torch system were
investigated by characteristics manufactured of Si nano powder. The mass-production level
of Si nano-powder was average of 539 g/hr and high yield rate of 71.6%, respectively.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D99/D50 of manufacturing nano-powder was investigated to 1.98 as
a good uniform.
Keywords : RF, Thermal plasma, Simulation, Si, Nano-powder, T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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