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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FCs (Perfluorocompounds) 가스는 다수의 불소가

포함된 화합물로 CF4, C3F8, C2F6와 같이 탄소를 포함

한 경우와 NF3, SF6와 같은 무기성 가스로 구분할 수

있다. PFCs 가스는 반도체 산업의 여러 공정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Kim and Park, 2008), 이들은 지

구 온난화 지수가 크고 기 중 생존기간이 긴 특성

으로 인하여 배출가스에 한 분해기술을 비롯하여

회수 및 체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International SEMATECH Technology Transfer,

1998; 1999). 따라서 최근 반도체 및 LCD공정에서는

이러한 PFCs 가스처리를 위한 여러 기술들이 이용되

고 있는데, 이 중 기존의 소각방식(burn-type scrubber)

의 경우는 NOx, CO 및 F2와 같은 반응부산물의 발생

을 비롯하여 저온 반응으로 인해 낮은 처리율이 단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체기술로서 플

라즈마를 이용한 많은 처리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

데(Watanabe and Tsuru, 2008; Kim et al., 2004; N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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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F4 removal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using an elongated arc reactor. The advantage of the elongated arc

reactor includes direct use of treated gas as plasma operating gas and the enhancement of the removal reaction by

using a thermo-chemistry and a plasma induced chemistry at the same time. Geometrical configurations, such as the

length of the reactor and the shape of a throat, were tested to get an optimized removal efficiency with low power

consumption. As results, over 95% of CF4 removal was obtained with 300 lpm of total flowrate for various CF4

concentration (0.1~1%). Corresponding specific energy density (SED), which means required electrical energy to

treat the unit volume of treated gas, is about 3.5 kJ/L, The present technique can be applied to real applications by

satisfying three major concerns, those are the high flowrate of treated gas, high removal efficiency (¤95%), and low

power consumption (⁄10 k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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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 et al., 2004; Glocker et al., 2000), DBD 또는 pulse

corona와 같은 저온 플라즈마는 전자에너지가 높아

화학적 활성도가 큰 N, O, OH, O3등의 화학 활성종

(chemically active species)을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나, 플라즈마 발생가스의 온도가 낮

아 만족할 만한 처리율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실제 공정에서는 아크 토치와 같이 상 적으로 처

리율이 높은 고온 플라즈마 기술이 채택되고 있으나

이 또한 반응온도가 높아 처리율은 높은 반면, 상 적

으로 높은 전기에너지 소비와 전극의 내구성 등이 실

제 적용에서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

여 저온 플라즈마와 고온 플라즈마의 장점을 고루 갖

고 있는 신장 아크 반응기를 개발하 으며, 이를 통하

여 반응기의 주요한 설계변수들의 변화에 한 처리

특성과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 라인에서의 신장 아크

반응기의 적용 가능성에 해 알아보았다. 

2. 실험방법

2. 1 신장 아크 반응기

아크 플라즈마는 용접, 절삭, 용해 등 기존의 연소기

술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없는 고온의 요소기술을 제

공할 수 있는 고온 플라즈마이다. 한편, 화학 반응의

증 를 위하여 고온 플라즈마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플라즈마 투입에너지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주변기체(예를 들면 공기분위기에서의 질소 등)의 엔

탈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낭비되기 때문에 효율적

이지 못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

여 1990년 부터 저온 플라즈마의 연구가 활발히 수

행되었으며, 저온 플라즈마는 플라즈마로 투입되는 에

너지가 전체적인 기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보다

는 전자 쪽에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큰 에너지를 갖는

전자로 인한 화학반응을 유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Gliding 아크는 일반적으로 Jacob’s Ladder로 알려

져 있는 방전현상으로서 과학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두 가닥의 금속선이 하부에서 최소 간극을

갖도록 구성되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점점 전극 간

간격이 멀어지도록 고안된 것이다. 두 전극 선 사이

에 고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하부의 최소 전극 간격

지점에서 방전이 개시되게 되며, 아크의 발생열로 인

하여 생긴 부력효과로 이온화되어 있는 플라즈마 반

응 부분이 점차로 상부로 이동하면서 아크의 길이

또한 서로 점차로 멀어져 가는 전극선을 따라 길어지

게 된다. 이렇게 점차로 길어지던 아크는 인가전압에

의하여 유지되기 힘든 특정 길이에 도달하면 자연

소멸되게 되며, 하부의 최소 간극 부분에서 재 점화

된 뒤 동일 현상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이 때

아크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주위로의 열전달이 활

발히 일어나게 되며, 따라서 기체의 온도와 전자의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저온 플라즈마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idman et al.,

1999). 따라서, 상 적 고온인 아크의 신장에 의하여

기체가열을 통한 열화학적 반응의 분위기 형성뿐만

아니라 저온 플라즈마 특성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성

까지 기 할 수 있기 때문에, PFCs 등을 분해하는 화

학반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으로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반응기는 그림 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크게 원뿔 형상의 내부 전극부와 원통형의

외부 전극부로 구성되며, 절연을 위해 원형의 세라믹

평판을 이용하여 두 전극부를 연결한 형태이다. 최초

의 아크발생은 전극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A-B지점

에서 시작되며, 발생된 아크채널은 처리가스의 유동을

따라 후류로 이동하여 C-D지점에서 안정된 후 긴 아

크 선을 형성하게 된다. 반응기내 아크채널의 이러한

거동은 gliding arc의 방전특성과 매우 유사하며, 기존

의 DC 아크 토치보다 상 적으로 전자온도는 높고,

DBD 또는 pulse corona보다 플라즈마 가스온도는 높

아 전자에 의한 플라즈마 화학반응(plasma chemistry)

과 열 화학반응(thermo-chemistry)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plasma chemistry와

thermo-chemistry의 상 적인 비를 조절함으로서 최적

의 반응공정 확립이 가능하여 CF4분해와 같이 2,000

K이상의 고온 분위기가 요구되는 공정 등에 효율적

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장 아크 반응기(elongated

arc reactor)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긴 아크가

형성된 후 제트가 분출되는 구조로, 기존의 DC 아크

토치에 비해 아크길이가 길어 상 적으로 고전압, 저

전류에서 운전되며, 전극의 수명이 전류와 접한 관

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전극의 내구성 또한 높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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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DC 아크 토치는 전극의 부

식(erosion)방지를 위해 우선 고전압 전극주위에 Ar

이나 N2와 같은 보호가스를 흘려 플라즈마를 발생시

킨 후, 그 발생 역에 PFCs와 같은 처리가스를 투입

하는 간접 가열방식인 반면, 신장 아크 반응기의 경

우에는 플라즈마 발생가스 필요 없이 처리하고자 하

는 공정가스를 그림 1의 B를 통해 공급함으로서 공정

가스 자체가 곧 플라즈마를 형성하여 처리되는 방식

으로 직접가열인 동시에 플라즈마 화학반응(plasma

chemistry)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다 적은 전

력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2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라즈마

반응기, 전력공급장치, 유량공급장치, 전력계측장치 및

가스성분분석장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앞에서 언

급한 로 플라즈마 반응기는 동축형으로 내경이

40 mm인 원통부와 최 지름부가 37 mm인 원뿔 형상

부로 구성되며, 각각 접지전극과 고전압 전극으로 이

용하 다.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전력공급장치는 AC

방식으로 최 전압 20 kV, 주파수가변 범위 5~20 kHz

사양의 장치를 사용하 으며, 주파수는 선행연구(Kim

et al., 2008)인 메탄분해 연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10 kHz 조건으로 고정하여 실험하 다. 모든 가스공급

은 BROOKS사의 질량 유량계(Mass Flow Controller,

MFC)를 이용하 으며, 처리가스는 플라즈마 반응기

상부 B 지점을 통하여 내부 전극면에 접선방향으로

공급하여 반응기 내부에서 회전유동을 유도하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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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elongated arc reactor and the
direct photograph of the plume after the throat (D).

Fig. 2.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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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발생은 전극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A-B지점에서

시작되며, 처리가스의 유동을 따라 회전 이동하여 C-

D지점에서 안정된 후 긴 아크 선을 형성하게 된다.

반응기에 공급된 전력은 오실로스코프 (Tektronix

TDS 5054B; 1000 : 1 voltage probe, Tektronix TCP 303

current probe & TCPA 300 amplifier)를 이용하여 계측

하 다. 또한 처리가스의 농도변화와 부산물 계측에

는 광로(optical path) 8 m의 가스 셀을 장착한 적외선

분광계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BRUKER

33, Germany)를 사용하 다.

2. 3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PFCs 가스 중 높은 화학

적 결합력으로 분해가 가장 어려운 CF4를 상으로

분해실험을 수행하 으며, 질소 바탕가스에 CF4의 농

도를 0.1% 수준으로 조절하여 총 유량 100~300 lpm

범위에서 분해율을 확인하 다. CF4를 분해하기 위해

서는 2,000 K 이상의 반응온도가 필요하며(Park and

Seon, 2009), 반응기 내 반응공간에서 온도분포가 균

일할 때 높은 분해율을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수축부(throat, D 지점) 이후의 반응공간에서 고온

의 균일한 온도분포를 얻을 수 있는 유동제어 기술을

개발하여 보다 낮은 전력으로 CF4분해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고온 역의 발생은 신장 아크의 정

도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게 되므로 아크길이(C-

D), 수축부 및 확 부 치수와 같은 기하학적 변수들이

분해율에 미치는 향정도를 평가함으로서 PFCs 처

리용 반응기의 설계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CF4분해 시 발생하는 분해물질들의 재결합특성을 억

제시키기 위해 수분을 첨가하 으며, 이로 인해 분해

율 증가와 함께 반응부산물로 발생되는 부식성이 매

우 강한 F2의 경우는 HF로 발생을 유도하여 습식처

리 하 고, 탄소성분들은 CO2로의 전환을 유도하 다. 

3. 결과 및 고찰

3. 1 반응기 길이 향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아크의 길이는 플

라즈마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형상변수로서 gliding

arc 반응기의 경우, 아크채널의 신장(elongation) 정도

에 따라 고온 플라즈마의 열화학적 특성보다 저온 플

라즈마의 특성이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신장 아크 반응기에서도 아크채널의 신장 정

도에 따른 처리가스의 반응특성을 평가해 봄으로서

PFCs 처리용 반응기의 설계 최적화 연구에 주요 설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장 아크의 길이는 앞장의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전압 전극의 꼭지(tip)

부분(C)과 수축부의 가장자리(edge, D) 사이의 거리

(이하 LC-D)로서, LC-D==90, 114, 164 mm 3조건에 하

여 제거율 비교실험을 수행하 다. 반응기의 다른 형

상은 고정한 채 처리 가스는 질소 바탕에 CF4의 농

도를 0.1% 수준으로 조절하여 처리가스 유량 70 lpm,

투입전력 2.8 kW 조건에서 분해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때 반응부산물의 안정화를 위하여 반응기 수축부

선단에서 주사기 펌프를 이용하여 수분을 1 ccm 수준

으로 정량 공급하 다. 반응기 길이에 한 실험결과

는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LC-D==114 mm일 때

가장 높은 제거율을 보이고 있는데, 동일한 전력이

주어졌을 때 반응기 길이에 따라 발생되는 플라즈마

특성(고온에 의한 열화학반응과 저온플라즈마 특성

인 전자유도 화학반응의 비율)의 차이로 처리가스 유

동으로 전달되는 열에너지 값이 달라지며, 이는 최

의 제거율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아크길이가 존재함

을 의미한다. 

신장 아크가 일반 아크와는 달리 저온 플라즈마의

특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아크채널이 신장되면서 아

크채널의 표면적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주변 기체로의 열전달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기존 칼

모양(knife edge type)의 gliding arc의 경우에는 아크

채널이 유동방향에 수직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순간

적으로 아크채널 주위로 통과하는 기체에 일어나는

열전달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Fridman et al., 1999).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신장 아크의 경우에는 유동

방향을 따라서 평행한 아크채널 형성으로 인하여 주

위기체가 플라즈마 공간에 체류하며 아크채널과의 상

호작용으로 열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

게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장아크를

이용하면 아크의 길이에 따라 저온 플라즈마의 특성

뿐만 아니라 고온 플라즈마에 의한 열화학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다 낮은 전

력으로 높은 제거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LC-D==

164 mm일 때와 같이 과도하게 신장된 아크채널의 경

우에는 방전전압 값과 함께 전자에 의한 plasma 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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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ry의 향은 증가하고 thermo-chemistry의 향은

감소하여, 결국 CF4 제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2 수축부 직경 향

신장 아크 반응기에서 CF4 제거효율에 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형상변수로는 수축부 직경이다

(그림 1에서 D부분의 지름, 이하 Dth). 그림 1의 사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축부 이후에는 플라즈마 플룸

(plume)이 관찰되는데, 이 역에서 최 의 열화학적

반응이 이루어진다. 또한 수축부 직경에 의해 결정되

는 유동속도에 따라 수축부 근처에 발생되는 유동의

재순환 특성이 달라지고, 온도분포에 향을 주게 되

므로 최적의 수축부 직경에 한 평가 또한 중요하게

된다. 반응기의 다른 형상과 반응 조건을 고정한 상

태에서 수축부 직경을 변화시켜 가며 CF4 제거율을

확인하 다. Dth==14, 16, 18 mm 3조건에서 공급전력에

따른 제거율 비교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조건에서의 제거율 차이는 크게 나

타나지 않았으며, 직경이 가장 큰 18 mm 조건에서 제

거율이 다소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직

경 증가에 따른 유동속도의 감소가 이후 확 부 역

에서 발생되는 반응 온도장의 형성에 부정적인 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3 확 반응부 형상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장 아크 반응기에서는 반

응기 길이(LC-D)와 플라즈마 플룸을 분출하는 수축부

직경(Dth)의 변화를 통해서 반응기의 성능개선 및 설

계가 가능하다. CF4의 경우 주요한 분해메커니즘이

전자유도 화학반응의 향보다 고온의 열화학반응에

기인하며, 따라서 부분의 분해가 이 고온 역의 반

응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라즈마 플룸이 형성되

는 확 반응부(expansion reaction chamber, 이하 확

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확 부의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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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F4 decomposition results for different elongated
arc length by varying the reactor geometry (total
flowrate: 70 lpm, CF4 concentra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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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the throat on CF4 decomposition efficiency
for various supplied electrical power (total flowrate:
100 lpm, CF4 concentra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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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길이변화가 분해율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

기 위하여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

상의 길이 및 직경에 한 비교실험을 수행하 다. 실

험결과 직경 100 mm, 길이 300 mm의 단순 원통형 확

부 형상이 최고의 제거율을 보여주었다. 

3. 4 Expansion reaction chamber 성능개선

본 연구에 사용된 신장 아크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전 기체는 회전 유동을 가지고 수축부를

거쳐 고온 반응장 내부로 유입된다. 그러나 아크 신장

부와 수축부을 지나면서 회전성분은 거의 사라지고

단순 노즐 유동과 유사한 형태로 분출되므로 확 부

유입 역에서 중심축과 반응 공간 가장자리 사이에

비교적 큰 온도 구배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온도

구배는 상 적인 저온 역을 형성하여 확 부의 반

응 효율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

며, 이에 확 부 역의 균일한 온도 분포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수축부 역에서 확 부로 분출 시

에 반응 기체가 횡 방향 속도 성분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축부 구조를 개선하 다. 유동의 회전을 유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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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thermo-fluidic characteristics by adopting the throat-embedded groove. (a) Comparison of tempera-
ture field with and without the throat-embedded groove. (b) Comparison of the pathline with and without the
throat-embedded gro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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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나선형 홈(helical groove)을 수축부에 형성하여

유동 제어를 도모하 다. 

그림 6은 나선형 홈의 유무에 따른 확 부 내의 온

도 및 속도분포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FLUENT

code를 이용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한 결과이다. 단순

한 평가를 위해 수축부 입구 역에서 V==43.3 m/s,

T==300 K 그리고 P==1 atm의 초기조건에 한 계산을

통해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6(a)는 나선형 홈의 유

무에 따른 온도장의 계산결과로서 나선형 홈이 없는

경우, 수축부 출구의 가장자리 부근에 낮은 온도 역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선형 홈이 있

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온 역의 온도구배가 상당히

완화되어 상 적으로 균일한 온도분포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

유동의 특성 또한 확 부의 가장자리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나선형 홈 형상에 의한

유동 제어가 가져오는 CF4 분해율의 차이를 비교하

는데,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동 및 공급전력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나선형 홈이 있는

경우, 제거율이 약 10%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분해 반응이 신장 아크 반응기의 확 부 내에서

지배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3. 5 스크러버 적용 가능성 평가

실제 반도체 공정의 경우 생산라인에 따라 PFCs와

이송가스인 질소의 유량이 가변적으로 변하며 배출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실제 생산 라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량 범위에서의 제거 성

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는 100, 200, 300 lpm 3 조건에서, 95% 이상 수

준의 제거율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공급 전력 값을 구

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위 유량(리터)당 소요되는 에

너지인 SED (Specific Energy Density) 값을 계산하여

함께 표 1에 비교하 다. 그 결과 그림 8에 나타낸 바

와 같이 SED값은 약 3.1~3.6 정도로, 처리유량과 소

요전력의 선형성을 나타내는 점선과 비교하여 유량

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어 고유량 처리가 오히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리 유량 능력과 더불어 실제 운전 시간에

따른 처리 효율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 다. 기존의

DC 아크 토치의 경우에는 플라즈마 방전 개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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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the throat-embedded groove on CF4 de-
composition efficiency. Result shows elevated
decomposition rate about 10% (total flowrate: 300
lpm, CF4 concentration: 0.1%).

Fig. 8. Required supplied electrical power for increasing
flowrate of treated gas (CF4 concentration: 0.1%,
based on CF4 decomposition efficiency==95%).

Table 1. Summary of the performance of the elongated
arc reactor.

Items
Flowrate

Supplied power Decomposition SED[lpm]
[kW] efficiency [%] [kJ/L]

100 6.0 9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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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15.5 96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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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ition point)과 안정 점(anchoring point)의 위치가

동일하고, 상 적으로 저전압, 고 전류 조건에서 운전

되기 때문에 전극 손실이 비교적 빠른 편이며, 이러한

전극의 침식은 플라즈마 발생 조건에 직접적인 향

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운전과정에서 전

극의 침식 혹은 반응 조건의 변화에 의한 분해율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 다. 그림 9는 1시간의

연속운전에 따른 분해율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로서,

고온의 반응 환경에 의한 열화학 반응이 지배적인 반

응 메커니즘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분해율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비연속 운전에

서도 수십 시간 정도의 운전 시간에 해 전극 침식

은 미미하 고 성능 저하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통상 반도체 공정에서 배출되는 PFCs의 농

도는 수백 ppm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적용 공정이나 배출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

로 높은 농도의 PFCs가 배출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경우 실제 라인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농

도 변화에 따른 분해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반응 조

건 및 공급 전력 등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면

서 CF4의 농도를 0.1~1% 수준으로 변화시키며 분

해율의 차이를 비교하 다. 그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분해율은 1% 조건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농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만일 신장 아크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분해반응이

plasma chemistry에 의한 반응이 지배적이라면 전자나

이온과 같은 화학적 활성 종들의 농도가 분해율에 직

접적인 향을 주게 된다. 즉 CF4농도에 따라 분해율

에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나 그림 9의 결과에서도 확

인할 수 있듯이 신장 아크 반응기에서의 분해반응 메

커니즘은 고온의 열적 분해 반응이 지배적이기 때문

에 농도에 따른 분해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얻어진 실험결과

는 신장 아크 반응기의 실제 생산 라인 적용성에

한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투입에너지 효율과 관

계있는 SED는 전체 처리유량 및 CF4의 농도 등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다른 연구결과들과 그 수

치를 비교하고자 하 으나, 다른 연구결과들의 처리유

량은 본 연구의 1/100 수준에 불과한 기초 연구적인

성격이 강하며 CF4농도 또한 ppm 수준에서 %에 이

르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치 비

교는 무의미하 다. 다만, Chang and Chang (2006) 등

에 따르면 실제 공정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소모 수

치는 SED⁄10 kJ/L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근

거로 본 연구의 결과인 SED�3.5 kJ/L는 실제 공정

에 적용하기에 부담이 없는 수준의 전기 소모량이라

고 할 수 있다.

4. 결 론

신장 아크 반응기를 이용하여 여러 형상변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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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reactor for long
term operation (total flowrate: 300 lpm, CF4 concen-
tra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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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decomposition efficiency for var-
ious concentration of CF4 (total flowrate: 100 lpm).



변화에 따른 CF4 분해반응 특성을 알아보았다. 신장

아크는 신장된 아크 구조와 유동 특성으로부터 효과

적으로 열전달을 야기하여 고온의 반응장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단순 소각 방식과 고온의 DC 아크 토치 방식의 단점

과 장점들을 적절히 상호보완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를 통해 분해가 가장 어려운 물질중의 하나인 CF4

가스를 0.1% 농도 수준에서 300 lpm 유량범위까지

95% 이상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CF4를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율인 SED는 약 3.5

kJ/L 수준으로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제안 선인

10 kJ/L 보다 매우 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조건인 고 처리유량, 높은 처

리효율, 그리고 적은 소비전력 등을 고르게 만족시킬

수 있었다.

또한 반응기 최적화를 통한 제거율 향상에 더하여

실제 반도체 생산 라인에 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연속 운전, 농도 변화 추종 등에 한 처리

특성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신

장 아크 반응기를 이용하여 PFCs 가스처리를 위한 플

라즈마 스크러버 시스템을 구성하면, 기존의 처리 시

스템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정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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