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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용 구리증기 레이저 개발의 일환으로 관통형 속 빈 음극관 글로우 방전 (seethrough Hollow Cathode 
Glow Discharge; st-HCGD)을 이용하여 Cu 510.6 nm 방출선의 세기 증가를 조사하였다. 높은 전류에서도 매우 안정 

한 플라스마가 생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인들 - 작동 전압 및 전류, 음극관의 길이와 내경 및 내부 형태, 음극관 

의 sputtering range 등 - 에 따른 최적조건을 찾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디자인된 글로우 방전셀에 

서는 앞선 여러 가지 실험으로 최적화된 조건을 적용하였다. 이들 최적화된 조건으로는 방전셀 내부에 아르곤 가스를 

100 SCCM(standard cubic centimeter)으로 일정하게 흘려주었을 때의 방전셀 압력은 2.3 Torr 이며, 방전 전압 및 전 

류는 600 V, 700 mA(420 W), 음극관의 형태는 4-11-4 mm, 음극관의 길이는 40 mm 등이다. 한편, 700 mA 이상의 

고전류에서 녹은 구리 음극관을 관찰함으로써 음극 sputtering으로 인한 플라스마의 온도가 최소 1,000 °C 이상에 이 

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구리의 녹는점, 1084 °C).

주제어: 글로우 방전, 구리 속 빈 음극관

ABSTRACT. We have investigated the intensity of Cu 510.6 nm emission line in see-through hollow cathode glow 
discharge (st-HCGD) f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Cu vapor laser. In order to acquire the stable plasma in st-HCGD 
cell at high current, several factors such as current, the length and the inner diameter of cathode tube, the shape of the 
tube, and the range of the sputtering range were tested. An optimum condition in our st-HCGD cell was obtained at 600 
V, 700 mA, 2.3 Torr of Ar gas (100 SCCM), and 40 mm of tube with 4-11-4 mm type cathode design. Also, it was indi
rectly observed that temperature in the cell could reach more than 10 0C since Cu cathode was melt at the current more 
than 700 mA (melting point of Cu, 1084 °C).

Keywords: Glow Discharge, Copper See-through Hollow Cathode

서 론

1966년 미국의 Walter와 Piltch 등에 의해 처음으로 

녹색 (510.6 nm)과 황색 (578.2 nm)의 구리 증기 레이저 

가 개발된 것을 시작으로尸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고출력 파장 가변 레이저의 여기광원이나 반도체 연구, 

의학 및 법의학 분야, 투영 현미경, 고속사진 촬영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4현재 의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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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고가이고,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 

용이 소요된다. 국내 순수 기술에 의한 구리증기 레이저 

의 개발은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분야로 

서,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글로우 방전 

을 이용한 구리증기 레이저는 기존 장치의 1/10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므로 휴대용 의료 레이저 개발에 유리하다.

글로우 방전을 이용한 분석장치의 개발 가능성은 

1902년 독일의 Paschen이 속 빈 음극 방전법 (Hollow 
Cathode Discharge) 복사 광원의 특성을 처음으로 설명 

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플라스마 내부의 밝혀지지 않은 복잡한 메카니즘과 압 

력, 온도 등 아직도 많은 요소가 밝혀지지 않아서 안정 

하고 신뢰성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왔다. 연구자들은 제작 및 유지가 용이하고, 소형 

화가 가능하며, 극미량 분석 및 현장분석의 응용 등의 

장점을 지닌 글로우 방전을 분석장치 개발에 많이 사용 

하고 있다。2。본 연구에서는 구리증기 레이저 개발을 

위한 전 단계로서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파장인 Cu
510.6 nm 방출선에 대해 조사하였다. 휴대용 원자방출 

분광기용으로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관통형 속 빈 음극 

관 글로우 방전셀 (see-through Hollow Cathode Glow 
Discharge Cell)을如24 이용하여 방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 음극관의 길이, 내경 및 형태와 

sputtering range 등 - 에 대해 Cu 510.6 nm 방출선을 최 

대한 증가시키면서 안정한 방전 조건을 조사하여 보았 

다.25,26 일반적인 방전에서는 음극관이 구리인 경우 Cu

324.8 nm, Cu 327.4 nm 방출선이 주로 관찰된다. 그러 

나 특정 방전가스 환경에서 속 빈 음극관 글로우 방전 

을 이용하게 되면 Cu 510.6 nm 방출선이 가장 강하게 발 

생하게 된다.27 본 논문에서는 Cu 510.6 nm 방출선과 Cu
521.8 nm 방출선을 비교하였는바, Cu 521.8 nm 방출선은 

여러 구리 방출선들 (Cu 510.6 nm, Cu 515.3 nm, Cu 521.8 
nm, Cu 578.2 nm 등) 중에 Cu 510.6 nm 방출선 다음으로 

강하게 방출되는 선이므로 요인의 변화에 따른 Cu 510.6 
nm 방출선의 증가가 다른 구리 방출선에 비해 어떠한 변 

화를 가져오는지 관찰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실 험

Fig. 1(a)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전셀의 모형도이다. 

이 방전셀은 앞선 실험들을 전제로 하여 고전류에서의

Fig. 1. HCGD cell. (a) 3-D diagram of HCGD cell, (b) 
Home-made electrical feed-through.

안정한 방전을 목적으로 새로 제작하였으며 J 냉각시 

스템에 중점을 두어 설계하였다. 또한 방전셀 전체에 

최대의 냉각효율을 내도록 설계하였는데, 위에서부터 

총 122개의 구멍을 뚫었으며, 챔버 내부의 상태를 고려 

하여 최대한 많은 표면적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음극을 

알루미나 세라믹을 사용하여 방전 블록과 분리 시켜놓 

음으로 해서 직접적인 방전블록으로의 열 전달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전셀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완충기체가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 즉 

진공펌프와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연결부분 

은 O-ring을 이용하여, 외부 공기의 유입이 없도록 하 

였다. 본 실험에서는 효과적인 스퍼터링을 위하여 음극 

관 전체를 순도 99.96%의I 구리로 만들었고, 그 구조는 

원통형 관으로서 외경이 20 mm, 내경이 4.0 mm, 길이 

가 50 mm 이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음극에 대응하는 전 

극인 양극도 음극관과 동일한 재질인 구리로 만들었으 

며, 구조는 외경 20 mm, 내경 2.0 mm, 길이 5.0 mm 
의 원통형 관 형태이다. 방전 블록의 재질은 SUS 304 
를 사용하였으며, 구리의 방출선을 관찰하기 위하여 방 

전셀의 양면에 Quartz viewport^ 위치시켰다.

전원 공급장치로는 2 kV/1A(KSC DC power supply) 
오+ 2 kV/2A(KSC DC power supply)의 출력을 가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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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power supply를 사용하였으며, 높은 전압을 이 

용함으로 인해 300 W/1 kO의I 저항 4개를 병렬로 연결 

하였다. 전원공급장치를 연결에 있어, 이전에는 MDC 
사(Hayward, USA)의 feedthrouht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고전압/대전류에서도 안정하게 전 

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Fig. 1(b)과 같이 전극연결부를 자 

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N.VELNOR MOTORS(Elnor, 
Belgium)의 Rotary vacuum pump(B-3150-HAACHT)를 

사용하여 방전셀 내부를 1.0〜5.0 Torr로 유지하였으며, 
GRANVILLE-PHILLIPS(Altamonte Springs, USA)의 

압력 게이지(275 MINI CONVECTRON)로 방전셀 내 

부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완충기체로는 프렉스에어코리 

아(주)의 Ar(99.9999%), He(99.99%), Ne(99.999%)虎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완충기체를 Brooks사(Hatfield, 
USA)의 MFC (Mass Flow Controller)# 이용하여 방전 

셀 내부로 유입되는 완충기체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안 

정한 방전을 유지하였다. Princeton Instruments(Trenton, 
USA)의 CCD(Charge Coupled Divice)에 입사시켜 구 

리의 방출선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전 기체의 종류에 따 

른 특성과 압력 및 전류, 음극의 길이 및 내경, 음극과 

양극사이의 거리등에 따른 특성을 조사하여 보았다. 또 

한 이전의 실험에서는 최대 출력이 0.2 A, 1 kV 인 power 
supply를 사용하였는데, 이 실험에서는 보다 더 높은 전 

류와 전압에서 실험하기 위하여, 최대 출력이 1 A, 2 kV 
인 power supply를 사용하였다. 보다 많은 구리 원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예열 시간을 약 1시간동안 50~70 
mA의 방전을 유지하였고, 모든 데이터는 예열 1시간 

이후부터 얻어서 기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음극관의 길이변화에 따른 구리방출선의 관찰

글로우 방전에서 음극관 형태의 변화는 방전셀 내부 

의 부피 변화를 초래하므로 구리원자의 밀도 변화와 깊 

은 관련이 있다. 이 실험에서는 아르곤과 네온 환경에 

서 음극관의 길이를 30 mm에서부터 70 mm 까지 변 

화시켜 구리의 방출선을 관찰하였다.

Fig. 2(a)는 아르곤 (Ar)을 완충기체로 하고, 음극관 

의 길이를 30 mm에서부터 70 mm까지 변화시켰을 때 

의 전류에 따른 방출선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 

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 mA에서 Cu 510.6 n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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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nsity line change in Cu 510.6 nm according to 
cathode length. (a) When Ar is used as buffer gas, (b) When 
Ne is used as buffer gas.

세기는 음극관의 길이가 40 mm일 때 가장 높았으며, 음 

극관의 길이가 60 mm 이상일 때는 플라스마가 매우 불 

안했을 뿐만 아니라 Cu 510.6 nm의 세기가 매우 낮았다.
Fig. 2(b)는 네온 (Ne)을 완충기체로 사용하여 길이 

변화를 실험한 결과이다. 아르곤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 

가지로 음극관의 길이를 30 mm에서 70 mm까지 변화 

시켜 관찰하였으며, 350 mA에서의 Cu 510.6 nm 방출 

선의 세기는 음극관 길이 40 mm에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네온을 방전가스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길 

이가 50 mm 이상에서는 플라스마가 불안하였고, 50, 60, 
70 mm일 경우에 길이 40 mm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Cu
510.6 nm 방출선의 세기가 크게 낮았다.
위의 결과로부터 아르곤의 경우에는 음극관의 길이 

가 60 mm 이상일 때, 네온의 경우는 50 mm 이상이 되 

면 음극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sputtering이 약해져 Cu
510.6 nm 방출선의 세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아르곤 (Ar)과 네온 (Ne)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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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tensity line change in Cu 510.6 nm according to 
cathode diameter. (a) When Ar is used as buffer gas, (b) 
When Ne is used as buffer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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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음극관 길이는 약 40 mm가 적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음극관의 내경변화에 따른 구리방출선의 관찰

한편, 음극관의 내경변화도 구리 방출선의 크기에 영 

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음극관의 내경을 양극 

관의 내경과 같은 2.0 mm에서부터 6.0 mm까지 변화시 

켜 관찰하였다. Fig. 3와 4에는 아르곤(Ar)과 네온(Ne) 
을 각각 방전가스로 하여, 음극관의 내경변화에 따른 

구리방출선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아르곤을 방전가스로 

350 mA의 전류를 흘려준 결과, 음극관의 내경이 양극 

의 내경과 같은 2.0 mm일 경우 Cu 510.6 nm 방출선의 

세기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내경을 4.0 mm로 하 

였을 경우 Cu 510.6 nm 방출선의 세기가 내경 2.0 mm를 

사용하였을 경우와 비슷함을 알 수 있으나, Cu 521.8 nm 
방출선 세기를 비교해보면 내경 2.0 mm를 사용하였을 

때 더욱 큼을 알 수 있다. 네온을 방전가스로 사용하여 

실험하였을 때는 300 mA의 전류에서 음극관의 내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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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ensity ratio change in Cu 510.6 nm and Cu 521.8 
nm according to cathode diameter. (a) When Ar is used as 
buffer gas, (b) When Ne is used as buffer gas.

4.0 mm일 때 Cu 510.6 nm 방출선의 세기가 가장 컸으 

며, 또한 Cu 521.8 nm의 비율도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음극관 내경의 최적조건은 방전가스의 종류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아르곤을 방전가스 

로 사용하였을 때는 2.0 mm, 네온을 사용하였을 경우 

에는 4.0 mm일 때 가장 효과적인 sputtering을 일으킴 

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방전가스 원자들의 크기가 클 
수록 음극관 내경은 작아야 더욱 효율적인 sputtering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극관 길이 및 내경 실험의 결과, 아르곤 (Ar) 완충 

기체를 사용했을 경우 최적화된 전류 값은 250 mA 였 

고, 네온(Ne)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320 mA 였다. 그 

런데 네온 (Ne)의 경우 이보다 높은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플라스마가 불안해지는 현상을 나타내어, 이후의 실 

험에서는 아르곤 (Ar) 만을 완충기체로 하여 실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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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관의 형태변화에 따른 특성관찰. 앞선 실험들의 

결과를 토대로, 음극관 내부의 부피의 증가는 음극관 

내부에 더 많은 수의 구리원자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구리 510.6 nm 방출선의 세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부 부피를 늘린 여러 가지 형태 

의 음극관을 제작하여 각각의 특징에 관하여 조사하였 

다. 기존의 음극관은 내부가 직선적으로 평행하게 뚫린 

형태였으나 음극관의 내부 부피를 크게 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제작하여 보았다. 2-6-2 등과 같이 표시 

된 것은 mm의 길이 단위로 음극관의 내경 크기를 왼 

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은 것이다. 참고로 좌측에 양극 

이 위치하며, 2-6-2 타입의 경우 좌측 끝부분부터 평행 

한 구간의 내경이 2.0 mm - 가운데 내경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내경 이 6.0 mm -우측 끝부분까지 평 

행한 구간의 내경이 2.0 mm임을 표시하였다. 동일 형 

태인 음극관 중앙부분의 내경을 변화시켜 보았고, 좌우 

끝부분의 내경도 변화시켜 실험해 보았으며, 좌우 끝부 

분의 내경을 각각 다르게 하여서도 실험하였다. 그 중 

에서 그림에 나타낸 4-11-2는 구리원자를 더 오래 동안 

음극관 내부에 머물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좌우 대칭형의 음극관도 제작하였으며, 

비대칭형의 전극은 좌우를 바꾸어서 실험하였다. 그 결 

과 Fig. 5의 상단에 나타낸 것과 같은 비대칭형이면서 

좌측으로 완만한 경사의 음극관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Tzbe 1참조）.
음극관의 형태에 따른 실험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이상적인 형태의 음극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Cu
510.6 nm 방출선의 세기가 커야하고, Cu 510.6 nm 방 

출선과 Ar 방출선의 세기비가 커져야한다.

2-11-2 모양의 음극관을 이용하여 실험하였을 경우에 

2-6-2 모양의 음극관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Cu 510.6 nm 
방출선 세기 , Cu510.6/Cu521.8, Cu510.6/Ar749.8 모든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4-11-4와 4-6-4의 경 

우에도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Table 1의 결과에서 알 수

Table 1. Comparison results of various cathode types

Type 
（비대칭형）

Cu510 
Intensity

Cu510/Cu521
Intensity

Cu510/ 
Ar749

2-6-2 36000 2.40 6.18
2-11-2 45000 2.46 7.33
4-6-4 43000 2.90 7.04
4-11-4 48000 3.22 7.15
4-6-2 43000 2.57 6.34

Table 2. The optimal conditions of HCGD from experiments

방전 요인 최적 조건

방전 가스 아르곤 가스 （99.9999 %）
가스 유입량 100 SCCM
방전 압력 2.3 Torr
입력 파워 420 W (600 V / 700 mA )

*음극관형태
내경 4-11-4 mm
길이 15-20-5 mm

*앞에서부터 （sputtering 구간）-（내부부피 증가구간）-（구리원자 

트랩구간）

있듯이 4-11-4를 사용하였을 경우, Cu 510.6 nm 방출 

선 세기와 Cu510.6/Cu521.8 값이 다른 형태의 음극관 

의 결과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며, Cu510.6/Ar749.8 값 

은 2-11-2 형태의 음극관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좌우 대칭형 음극관의 경우, Table 1에 나타낸 5가지 

모양의 음극관에 비해 Cu 510.6 nm 방출선의 세기가 

너무 낮거나 방전이 불안한 등 그 결과가 미미하여 결 

과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따라서 음극관 내부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Cu510.6/ 
Ar749.8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본 

실험에 사용된 방전셀 디자인에서는 4-11-4 형태의 음 

극관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이상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puttering range 변화에 따른 구리방출선의 관찰 

본 연구의 이상적인 모델인 4-11-4 형태의 음극관으로

Fig. 5. Various cathode types used i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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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uttering range test. (a) Diagram of copper cathode, 
(b) Intensity change of Cu 510.6 nm.

Cu 510.6 nm의 방출선 세기가 더욱 효과적으로 증가하 

는 sputtering range를 조사하여 보았다. Fig. 6(a)에서 

나타낸 것처럼, 양극쪽을 향해 있는 음극관의 평행한 

끝부분을 5.0, 10, 15, 20 mm로 변화시켜 테스트하여 

보았다. Fig. 6(b)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Sputtering range를 20 mm로 하였을 경우 방전은 매우 

안정하였으나 Cu 510.6 nm 방출선의 세기가 가장 낮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puttering range를 5.0, 10, 15 
mm로 했을 경우에 Cu 510.6 nm 방출선 세기가 비교 

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Sputtering range 
가 15 mm인 음극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Cu 510.6 nm 
방출선의 세기의 증가가 Cu 521.8 nm 방출선 및 Ar 방 

출선들의 세기의 증가에 비해 상당히 커지는 것이 관찰 

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Sputtering 이 일어나는 범위는 

15 mm 인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나 

GD Power supply의 전류가 800~1,400 mA일 경우 

sputtering 이 일어나는 구리 음극관의 좌측부분이 거의 

녹아내려 검출기로 빛이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 

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순도의 구 

리 녹는점은 1,084.5。。이므로 이러한 현상으로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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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spectrum under optimal conditions.

셀 내부의 온도가 최소한 1,000 °C 이상에 도달한 것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Fig. 7은 본 연 

구에서 적용된 실험조건을 최적화하였을 때의 플라스 

마를 찍어 놓은 스펙트럼이다. 최적조건에서 행해진 실 

험에서는 이전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진한 녹색 빛이 

관찰되었고, Fig. 7에서는 방전가스인 아르곤 (Ar) 방출 

선들은 약하게 보이나 구리 510.6 nm 방출선의 세기가 

커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이용한 관통형의 속 빈 음극관 글로우 

방전은 음극관의 형태가 관통형의 실린더 모양이며, 이 

로 인해 구리를 방전시킬 때 음극 sputtering을 이용하 

여 방전셀 내부에 매우 균일한 플라스마를 생성하므로 

고전압/대전류에서도 안정한 플라스마를 생성함을 알 

수 있었다.处

본 연구에서는 수냉식 글로우 방전셀을 제작하여 방 

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 - 방전 전압 및 

전류, 음극관의 길이, 내경 및 내부형태, 음극관의 

sputtering range 등 - 에 대하여 최적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디자인된 글로우 방전셀에서는 앞 

선 여러 가지 실험으로 최적화된 조건을 적용하였다. 
최적화된 조건으로는 방전가스로 아르곤을 사용하고, 

방전셀 내부에 아르곤 가스를 100 SCCM으로 일정하 

게 흘려주었을 때의 방전셀 압력은 2.3 Tor이며, 방전 

전압 및 전류는 600 V, 700 mA(420 W), 음극관의 형 

태는 4-11-4 mm(sputtering 되는 구간의 내경: 4.0 mm, 
음극관 내부부피 증가 구간의 내경: 11 mm, 구리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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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랩 구간의 내경 : 4.0 mm）, 음극관의 길이는 40 mm 
（sputtering 되는 구간의 길이: 15 mm, 음극관 내부부피 

증가 구간의 길이 : 20 mm, 구리 원자 트랩 구간의 길 

이 : 5.0 mm） 등이다.
위에서 열거한 최적의 조건에서 Cu 510.6 nm의 녹 

색 빛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며, 구리 음극관의 

내부의 온도가 최소한 1,000 °C 이상일 것임을 간접적 

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는 글로우 방 

전 구리증기 레이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소형 

구리증기 레이저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할 것으 

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경남대학교 학술논문 연구비 지원에 의하 

여 이루어져 이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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