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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초고해상도(Ultra High Resolution) 평판디스플

레이(Flat Panel Display) 및 고집적 반도체의 제조공정 

내에서 정전기대전방지기술은 생산수율에 절대적 영

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 되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유리

기판 크기가 대형화되어감에 따라 유리기판의 면적이 

증가하여 정전용량이 커지게 되어 정전기 발생전압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로 인한 쿨롱력에 의해 주변의 

미립자를 흡착하여 품질과 생산수율을 저하시키는 주

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전기방전(Electrostatic Discharge)에 의하여 

미세패턴을 파괴하여 제조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1-5).

이러한 제조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전기제거장

치는 코로나방전을 이용한 정전기제거장치와 방사선

의 전리작용을 이용한 정전기제거장치로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코로나방전식 정전기제거장치는 방전전극의 

선단에서 코로나방전을 일으켜 생성된 ＋, －이온을 

수 kg/cm2의 압축공기 또는 전기 팬을 이용하여 대전

물체로 이동시켜 전기적으로 중화시키는 방법이다. 반

면 방사선을 이용한 정전기제거장치는 연X선의 전리

작용을 이용하여 주위 공기의 분자 또는 원자를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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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lectrostatic Charge Prevention Technology is a core factor that highly influences the yield of Ultra High Resolution Flat 
Panel Display and high-integrat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The corona or x-ray ionizations are commonly used in order 
to eliminate static charges during manufacturing processes. To develop such a revolutionary x-ray ionizer that is free of x-ray radiation 
and has function to control the volume of ion formation simultaneously is a goal of this research and it absolutely overcomes the current 
risks of x-ray ioniz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t must have a leakage radiation level that 
should be lower than a recommended level that is 1µSv/hour. In this research, the new generation of x-ray ionizer can easily control both 
the volume of ion formation and the leakage radiation level at the same time. In the research, the test constraints were set and the 
descriptions are as below; First, In order not to leak x-ray radiation while testing, the shielding box was fully installed around the test 
equipment area. Second, Implement the metallic Ring Electrode along a tube window and applied zero to ±8 kV with respect to manage 
the positive and negative ions formation. Lastly, the ion duty ratio was able to be controlled in different test set-ups along with a free x-ray 
leakage through the metallic Ring Electrode. In the result of experiment, the maximum x-ray radiation leakage was 0.2µSv/h. These 
outcome is lower than the ICRP 103 recommended value, which is 1µSv/h. When applying voltage to the metallic ring electrode, the 
positive decay time was 2.18s at the distance of 300 ㎜ and its slope was 0.272. In addition, the negative decay time was 2.1s at the 
distance of 300 ㎜ and its slope was 0.262. At the distance of 200 ㎜, the positive decay time was 2.29s and its slope was 0.286. The 
negative decay time was 2.35s and its slope was 0.293. At the distance of 100 ㎜, the positive decay time was 2.71s and its slope was 
0.338. The negative decay time was 3.07s and its slope was 0.383. According to these research, the observation was shown that these new 
concept of ionizer is able to minimize the leakage radiation level and to control the positive and negative ion duty ratio while i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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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대전물체의 정전기를 전기적으로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코로나방전식 정전기제거장치 보다 정전기 

제거능력, 이온균형 및 발생이온수가 많은 장점이 있

어 최근에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식 정

전기제거장치는 방사선인 연X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누설방사선을 완벽히 차폐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6-7).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필름, 인쇄 및 도장공정 등

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면 표면불량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대전체의 표면이 극단적으로 ＋의 정전

기를 띄는 경우, 또는 －의 정전기를 띄는 경우가 있

다. 이 경우 정전기제거장치에서 생성되는 ＋이온, －

이온 중 특정극성의 이온을 선택적으로 발생시켜 정전

기를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누설방사선량을 시간당 1µSv 

이하(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2014-4호10-11))로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대전물체

의 대전상태에 따라 ＋이온, －이온을 0 ~ 100% 까지 

선택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차폐식 이온조절형 연X선식 정전

기제거장치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실험에서는 연X선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연X선관(Soft x-ray tube)을 Fig. 1과 같이 차

폐재(Shielding box) 내부에 설치하였다. 또한 ＋이온 및 

－이온을 선택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연X선관의 전면

부에 금속 원형전극(Ring Electrode)을 설치하였다. 원형

전극에 직류고전압을 인가하여 연X선에 의하여 생성된 

＋이온과 －이온을 듀티비(Duty Ratio)에 의하여 비대칭

적으로 변화시켜 노즐을 통해 이온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듀티비는 원형전극에 인가하는 －직류

고전압과 ＋직류고전압의 비율을 뜻한다. 즉, 누설방사

선량은 억제하고 이온을 듀티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개발된 장치를 사용하여 설치거리의 변화에 

따른 전하완화시간특성을 실험하였다.

Fig. 1은 완전차폐식 이온조절형 정전기제거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Fig. 1에서 보듯이 차폐상자(PVC 

5㎜), 연X선관, 이온조절을 위한 원형전극, 노즐을 통한 

방사선 누설을 막기 위한 차폐판(Shield plate)으로 구성

되어있다. Fig. 2는 실물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누설방사선량의 측정을 위해서 누설방사선량계

(Fluke 481)를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온도 25℃± 

3℃, 습도 40% ± 5% RH 환경에서 이격거리 100 ~ 300

㎜로 설정하여 측정 하였다. 이는 제조공정의 환경상

Fig. 1. Outline diagram of soft x-ray ionizer with controlled ion 
and radiation free structure.

Fig. 2. Photo view of soft x-ray ionizer with controlled ion and 
radiation free.

황과 권장설치거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의 정확성

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 평

균값을 취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Table 1은 완전차폐식 이온조절형 연X선식 정전기제

거장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Experiment conditions

Status Condition

Temperature 25℃± 3℃

Humidity 40% ± 5% RH

Distance 100, 200, 300 ㎜

Voltage applied to ring electrode ±0 ~ ±8.0 keV

3.1. 이온조절용 전극에 －전압 인가시 전하완화시간 및 

누설 방사선량 측정

Fig. 3은 각 이격거리에서 이온조절용 원형전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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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rge decay time as a function of applied minus 
voltage to the ring electrode at 100 ㎜, 200 ㎜, 300㎜

distance.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하완화시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원형전극에 전압을 인가

하지 않았을 때 300 ㎜에서는 ＋측 전하완화시간은 

7.71초 －측 전하완화시간은 8.05초, 200 ㎜에서는 ＋

측 전하완화시간은 6.46초 －측 전하완화시간은 6.91

초, 100 ㎜에서는 ＋측 전하완화시간은 5.74초 －측 전

하완화시간은 6.16초로 나타났다. 이격거리가 가까워

질수록 전하완화시간이 줄어들어 거리와 전하완화시

간은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원형전극에 –2 kV

를 인가했을 때, 300 ㎜에서는 ＋측 전하완화시간은 

6.98초 －측 전하완화시간은 21.36초, 200 ㎜에서는 ＋

측 전하완화시간은 5.88초 －측 전하완화시간은 21.15

초, 100 ㎜에서는 ＋측 전하완화시간은 5.45초 －측 전

하완화시간은 11.74초로 나타났다. 이는 －측으로 듀티

비를 25%, -8 kV 중 –2 kV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즉 

－이온이 0 kV 보다 25% 만큼 더 생성되어 ＋측의 전

하완화시간이 감소하였다. 원형전극에 인가전압을 –8 

kV까지 증가시켰을 때, 300 ㎜에서는 ＋측 전하완화시

간은 5.53초 －측 전하완화시간은 74.8초로 나타났다. 

이 때 ＋측 전하완화시간은 약 2.18초 감소했으나 －측 

전하완화시간은 66.75초 증가하였다. 200 ㎜에서는 ＋

측 전하완화시간은 4.17초 －측 전하완화시간은 87.73

초로, ＋측 전하완화시간은 2.29초 감소했으나, －측 

전하시간은 80.82초 증가하였다. 100 ㎜에서는 ＋측 전

하완화시간은 3.03초 －측 전하완화시간은 62.6초로, 

＋측 전하완화시간은 2.71초 감소했으나 －측 전하시

간은 56.44초 증가하였다. 이는 ＋, －측의 듀티비를 증

가시켜감에 따라 생성 ＋, －이온량을 조절하여 비균

형적으로 대전된 대전물체의 정전기제거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누설방사선량을 측정

한 결과 0.11 µSv/h에서 0.2 µSv/h 로 측정되었다. 이는 

모두 원자력안전법 허용범위 이내의 값으로 나타났다.

3.2. 이온조절용 전극에 ＋전압 인가시 전하완화시간 및 

누설 방사선량 측정

Fig. 4는 각 이격거리에서 이온조절용 원형전극에 ＋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하완화시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원형전극에 전압을 인가

하지 않았을 때, 300 ㎜에서는 ＋측 전하완화시간은 

7.71초 －측 전하완화시간은 8.05초, 200㎜에서는 ＋측 

전하완화시간은 6.46초 －측 전하완화시간은 6.91초, 

100 ㎜에서는 ＋측 전하완화시간은 5.74초 －측 전하

완화시간은 6.16초로 측정되었다. 이 또한 거리와 전하

완화시간은 반비례관계임을 알 수 있다. 원형전극에 

+2 kV를 인가했을 때, 300 ㎜에서는 ＋측 전하완화시

간은 16.22초 －측 전하완화시간은 7.78초, 200 ㎜에서

는 ＋측 전하완화시간은 16.04초 －측 전하완화시간은 

6.74초, 100 ㎜에서는 ＋측 전하완화시간은 37.98초 －

측 전하완화시간은 5.53초로 나타났다. 

이는 ＋측으로 듀티비를 25%, +8 kV 중 +2 kV로 설

정하였기 때문에, 즉 ＋이온이 0 kV 보다 25% 만큼 더 

생성되어 －측의 전하완화시간이 감소하였다. 원형전

극에 인가전압을 +8 kV까지 증가시켰을 때, 300 ㎜에

서는 ＋측 전하완화시간은 72.5 초 －측 전하완화시간

은 5.95초로, －측 전하완화시간은 2.1초 감소했으나 

＋측 전하완화시간은 64.79초 증가하였다. 200 ㎜에서

는 ＋측 전하완화시간은 58.74초 －측 전하완화완화시

간은 4.56초로, －측 전하완화시간은 2.35초 감소했으

나, ＋측 제전시간은 52.3초 증가하였다. 100 ㎜에서는 

＋측 전하완화시간은 63.44초 －측 전하완화시간은 

Fig. 4. Charge decay time as a function of applied plus 
voltage to the ring electrode at 100 ㎜, 200 ㎜, 300㎜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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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초로, －측 전하완화시간은 3.07초 감소했으나 ＋

측 제전시간은 57.7초 증가하였다. 이는 ＋, －측의 듀

티비를 변화시켜감에 따라 생성된 ＋, －이온의 양을 

조절하여, 비균형적으로 대전된 대전물체의 정전기제

거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누설방

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0.11 µSv/h에서 0.2 µSv/h 로 측

정되었다. 이는 모두 원자력안전법 허용범위 이내의 

값으로 나타났다.

3.3. 이온조절용 인가전압에 따른 대전완화시간 변화

Table 2는 이온조절용 전극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격거리 100 ㎜, 200 ㎜, 300 ㎜에서 ＋측의 대전완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Fig. 5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격거리 100 ㎜, 200 ㎜, 300 ㎜에서 ＋측의 대전완화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인가전압이 증가할

수록 ＋측의 대전완화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경우는 이격거리 100 ㎜에

서 +8.0kV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측 전하완화시간

은 3.09초로 나타났다. Table 3은 원형전극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격거리 100 ㎜, 200 ㎜, 300 ㎜에서 －측

의 대전완화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Fig. 6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격거리 100 ㎜, 200 ㎜, 300 ㎜에서 －측

의 대전완화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인가전

압이 증가할수록 －측의 대전완화시간은 감소하는 것

Table 2. The comparison table of charge decay time in case 
of applied －kV voltage to the ring electrode 

Distance
Applied Voltage to the Ring Electrode is －kV

Charge Decay Time [sec]

100
[mm]

0 - 2 - 3 - 4 - 5 - 6 - 7 - 8

5.74 5.45 5.07 4.61 4.06 3.72 3.54 3.03

200
[mm]

0 - 2 - 3 - 4 - 5 - 6 - 7 - 8

6.46 5.88 5.65 5.38 5.01 4.87 4.44 4.17

300
[mm]

0 - 2 - 3 - 4 - 5 - 6 - 7 - 8

7.71 6.98 6.81 6.65 6.24 5.92 5.67 5.53

Table 3. The comparison table of charge decay time in case 
of applied ＋kV voltage to the ring electrode 

Distance
Applied Voltage to the Ring Electrode is ＋kV

Charge Decay Time [sec]

100
[mm]

0 +2 +3 +4 +5 +6 +7 +8

6.16 5.53 4.65 4.19 3.73 3.58 3.36 3.09

200
[mm]

0 +2 +3 +4 +5 +6 +7 +8

6.91 6.74 6.33 5.78 5.42 5.01 4.75 4.56

300
[mm]

0 +2 +3 +4 +5 +6 +7 +8

8.05 7.78 7.42 7.03 6.86 6.51 6.29 5.95

Fig. 5. Plus charge decay time as a function of applied minus 
voltage.

Fig. 6. Minus charge decay time as a function of applied plus 
voltage.

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경우는 이격거

리 100㎜에서 -8.0kV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측 전

하완화시간은 3.03초로 나타났다. 

Fig. 5 및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이온조절용 원형

전극에 인가되는 ＋ 또는 －전압의 변화에 따라 비대

칭적으로 대전된 대전물체의 정전기를 선택적으로 제

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음 식(1)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식(1)에서 는 이온전류, 는 대전체의 정전전하량

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온전류는 정전기제거장치에서 생성된 ＋

또는 －이온의 단위시간당 이동한 이온량을 의미한다. 

즉, 이온전류가 클수록 대전체의 정전기완화시간은 빨

라진다. Fig. 6에서 보면 이온조절용 원형전극에 －전

압을 0 kV에서 –8 kV까지 증가시킬 때, 이격거리 300

㎜에서는 2.18[sec/kV], 이격거리 200 ㎜에서는 2.29[sec/ 

kV], 이걱거리 100 ㎜에서는 2.61 [sec/k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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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에서 를 다시 나타내면 다음 식(2)와 같다.

 

 (2)

여기서 C는 대전물체의 정전용량[F], V는 대전체의 

대전전압[V], t는 시간[sec]이다. 식(2)에서 식(3)을 얻을 

수 있다.



 


(3)

식(3)은 인가전압의 변화에 따른 전하완화시간의 비

율, 즉 기울기를 나타낸다. Fig. 6에서 이격거리별로 기

울기를 구해보면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Charge decay time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to 

the ring electrode

Distance
[mm]

Applied voltage to the ring 
electrode is ＋kV

Applied voltage to the ring 
electrode is -kV

100 0.338 [sec/V] 0.383 [sec/V]

200 0.286 [sec/V] 0.293 [sec/V]

300 0.272 [sec/V] 0.262 [sec/V]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격거리 200 ㎜ 및 300㎜

에서의 기울기에 비해서, 100 ㎜에서는 다소 크게 나타

났으나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나타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완전차폐식 이온조절형 연X선식 

정전기제거장치를 개발하여 대전물체에 필요한 ＋ 또

는 －이온을 선택적, 듀티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었다. 

이격거리와 이온조절용 원형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의 

변화에 따른 전하완화시간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누설 방사선량의 최대치는 0.2 µSv/h로 측정되었

다. 이는 한국 원자력안전법 제60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4-14호 및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12)의 권고량인 

1µSv/h 보다 휠씬 적게 나타났다.

2) 이온조절용 원형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이

격거리별 대전완화시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이격거리 300 ㎜에서 ＋측 전하완화시간은 2.18

초 기울기는 0.272이고, －측 전하완화시간은 2.1초 기

울기는 0.262로 나타났다.

② 이격거리 200 ㎜에서 ＋측 전하완화시간은 2.29

초 기울기는 0.286이고, －측 전하완화시간은 2.35초 

기울기는 0.293로 나타났다.

③ 이격거리 100 ㎜에서 ＋측 전하완화시간은 2.71

초 기울기는 0.338이고, －측 전하완화시간은 3.07초 

기울기는 0.38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완전차폐식 이온조절용 연X선

식 정전기제거장치는 100, 200 및 300 ㎜의 이격거리 

생성이온을 듀티비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비대칭적인 대전물체의 정전기제거에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것

으로 판단된다.

1) 방사선의 노출위험이 없는 연X선 정전기제거장

치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이온 또는 －이온만을 필요로 하는 공기청정기

술에 응용이 가능하다.

3) 비대칭적으로 대전될 수 있는 필름, 도장, 비금속

표면활성화 등의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4) 코로나방전식 정전기제거장치의 단점을 보완하

여, 유지보수가 전혀 필요없는 이상적인 정전기제거장

치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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