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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개인 환경에서의 공기 질 측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기존의 부유 입자 

측정 장비들은 크고 고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적합하지 않다 [1]. 

따라서, 저가, 소형, 휴대성이 용이한 입자 

측정 장비의 구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4].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마이크로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칩 타입의 입자 

측정소자가 본 연구팀의 이전 연구에서 

소개되었다 [5].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입자 측정 소자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 

(1) 마이크로 가상 임팩터, (2) 팁 대 평판형 

마이크로 코로나 하전장치, (3) 입자 수농도 

측정부. 

입자의 수농도는 입자의 평균 하전수와 

비례하는 유도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추정된다. 

따라서, 입자의 하전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입자 측정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팁 대 평판형 마이크로 코로나 

하전 장치의 낮은 입자 하전 효율은 입자 

수농도 추정을 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입자 하전 효율의 향상을 위해, 슬릿 유전체 

장벽을 갖는 팁 대 평판형 마이크로 코로나 

하전 장치가 제안되었다.  

 

2. 설계 및 제작 
 

그림. 2(a) 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하는 

입자 하전 장치는 실리콘 팁 형태의 방전극과 

사각 형태의 슬릿 유전체 장벽이 형성된 접지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각 형태의 슬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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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article charging process of (a) the micro 

corona discharger with slit dielectric barrier and (b) 

tip-to-plate micro corona discharger 

 

실리콘 팁과 슬릿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슬릿 방전 영역을 넓히기 위해 

설계되었다. 제안된 소자에 고전압이 인가되면, 

코로나 방전 현상은 실리콘 팁 부근에서 

발생한다. 팁에서 발생한 이온들은 유전체 

장벽으로 이동하고 축적된다. 이 때, 축적된 

전하들은 유전체 표면과 접지 전극 사이에 

유도 전기장을 형성시킨다. 유도 전기장이 

공기 중 절연 파괴 전계 세기를 넘으면 

추가적인 방전 현상이 슬릿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소자는 강력한 코로나 

부유 입자 수농도 측정을 위한 슬릿 유전체 장벽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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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전 현상을 발생시키며, 입자 하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3 은 제작된 소자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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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micro corona 

discharger with slit dielectric barrier 

 

3. 실험 및 결과 
 

그림. 4(a) 는 제안하는 소자와 기존의 팁 

대 평판형 코로나 하전 소자의 I-V 특성을 

보여준다. 실리콘 팁 형태의 전극과 접지 전극 

사이에는 0 에서 10kV 의 전압이 인가된다. 

제안하는 소자의 코로나 전류값은 10kV 

이내에서 팁 대 평판형 코로나 하전 소자보다 

3 배 더 높았다. 그림. 4(b) 는 하전된 입자에 

의해 유도되는 전류 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입자의 크기는 30 ~ 60nm 까지 변화시켰다. 

제안된 소자로부터 상용 aerosol electrometer 

(3068A, TSI)를 이용하여 측정된 유도 전류값은 

팁 대 평판형 코로나 하전 소자보다 3 배 더 

높았다. 또한, 제안된 소자는 기존의 하전 

장치로는 측정이 어려웠던 40nm 이하의 

입자들을 성공적으로 하전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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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I-V characteristics of the micro corona 

discharger with slit dielectric barrier and tip-to-plate 

micro corona discharger and (b) measured currents 

carried by the particles charged by micro corona 

discharger sith slit dielectric barrier and tip-to-plate 

micro corona discharger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기 중 뷰유 입자 측정을 

위한 슬릿 유전체 장벽을 갖는 마이크로 

코로나 하전 장치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팀에서 개발되었던 기존의 팁 대 평판형 

코로나 하전 소자는 오직 팁 형태의 

방전극에서만 코로나 방전 현상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제안된 하전 소자는 팁 형태의 

방전극에서 뿐만 아니라 슬릿 유전체 

장벽에서도 방전 현상을 발생시킨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하전 전류와 하전된 입자에 

의한 유도 전류는 기존의 팁 대 평판형 코로나 

하전 장치 보다 3 배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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