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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명

특허

번호

2016 ADD 국방특허기술 100선

플렉서블 플라즈마 살균/제독/치료 기술

플라즈마 발생 전극모듈, 플라즈마 발생 전극 집합체 및 이를 이용한 플라즈마 발생 장치
Plasma generation electrode module, plasma generation electrode assembly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plasma using the same
등록번호

10-1573231

그림 3

플렉서블 플라즈마의 유연전극과 직조 방법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유연 전극부는

가. 기술 개요
대기압의 공기 플라즈마 방전을 통해 활성산소종과 활성질소종을 만
들어 내는 유연한 구조의 단위전극설계/제작 기술과 플라즈마 방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시스템 설계 기술, 오염물질 (화학, 생물)
의 제독과 살균을 위한 공기플라즈마 제어 기술, 유연단위전극의 전
극형태 변형 기술 및 제작 기술을 포함한다.

고, 방전용으로 공급하는 헬륨이나 알곤 등의 기체 소모가 많아 공급

그림3에 나타난바와 같이 기존의 전극과 전극사이에 유연한 유전체

가스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시스템의 단순화가 요구되고 있다.

를 포함한 구조를 사용하거나, 직조나 편조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방전용 기체대신 공기를 이용한 공기 (Air)를 이용하고 좁은 면적의

유연단위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 전극을 둘러싼 제독 담요부의 형태

처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플라즈마 토치 어레이와 롤 (roll-to-

는 방전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샘플을 활성 화학

roll) 공정을 결합해 평편한 대면적의 표면을 처리하기 위한 연구가

종과 충분한 시간동안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플라즈마 진단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비유연전극의 형태를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는 대기압플라즈마 발생시 발생되는 다양한 화학종을 정량적으로 분

설계 하고 있다. 즉, 비유연 전극으로 인한 전체 시스템의 부피와 크

석 가능한 센서, 기체온도 측정센서, 방출광진단기, 전류 및 전압측정

기 등에 한계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

프로브 등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물론 센서를 통해 측정된 물리/화학

a.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a. Downstream Processing

나. 특허의 특징
통상 기존 대기압 플라즈마 반응기의 구성은 고전압 인가가 가능한
두 개의 비유연 전극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방전 기체로는 이온화가

적 특성은 외부에서 제어되는 컴퓨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

b. In-Situ Processing of Wafers

록 한다.

Ground Electrode
Wafer

Plasma

b. Corona discharge

다. 특허의 효과 또는 우수성

RF Electrode
Substrate
c. Plasma torch
c. In-Situ Processing of Textiles

쉬운 헬륨이나 알곤 기체 등을 이용하고 있음. 이 경우 두 전극 사이

d. Medical Sterilization & Decontamination

RF Electrode

에 제독이나 살균 대상을 넣고 처리해야하고 부수적인 기체 공급 시
스템이 존재해야 하므로, 제독 대상의 플라즈마 처리에 한계가 존재

Blower

Ground Electrode
d.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RF
Electrode

Plasma

함. 하지만 본 특허의 경우 제독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연전
극의 직조를 통해 구조 변경이 가능해 3차원 구조의 형태로도 전극
을 손쉽게 제작 가능하여 공간상으로 매우 유용 할 뿐만 아니라, 공
급 기체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공기만을 이용하여 방전하므로 매
우 간단한 플라즈마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본 특허는 종래의 일정 구조의 대기압 플라즈마 반응기 설계 기술들
과 달리 유연 단위전극을 이용하여 직조를 통해 다양한 반응기 형태
로 응용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획기적인 원천 특허기술이다. 이는

종래 다양한 대기압 플라즈마 반응기 및 응용 시스템 구성

3. 기술 이전 관련 사항

--기술성숙도 : 5단계
--기술개발 완료시기 : 2017년 9월

나. 기술보유형태 : ’16. 5월말 기준

기존의 대기압 플라즈마 기술들은 90년대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
면서 방전 구조와 방전 모드에 따라 그림1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된

--등록 특허 2건, 출원특허 4건 (PCT 2건 포함)

다. 이때 입력주파수, 입력 전압/전류, 입력파형, 공급가스 등의 조절

--보고서 8건, 등록 S/W 1건 (등록진행 2건)

해 바이오/의학, 재료산업, 에너지/환경산업 등으로의 다양한 응용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대기압 플라
즈마는 비교적 방전전압이 낮은 헬륨이나 알곤 기체를 이용한 소형
DBD나 코로나 제트 (jet) 타입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가 9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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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전극을 활용한 덮개 형태의 미래형 화생방 제독 시스템
--3차원 표면 방전을 이용한 유동 제어 시스템
--공기 표면 플라즈마 방전을 활용한 스텔스 시스템

나. 민수 분야
--의료/바이오 산업 : 유연 플라즈마 전극을 활용한 직물 형태의
상처 치료기기, 소형 살균기, 멸균기, 멸균수 발생기 등
--식품 산업 : 유연 플라즈마 전극을 활용한 식품 포장용기, 식품
처리기, 이온수 발생기 등
--환경 산업 : 유연 전극을 활용한 필터류, 오염가스 분해 및 정
화기, 수처리
--재료 산업 : 물질 친/소수성표면 처리용, 나노입자 합성용
--민수 사업화 시 사업 기간 : 약 6개월 소요예상

5. 특허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기술의 성숙도 (TRL)

가. 기존의 기술

재 이러한 다양한 특성 때문에 대기압 플라즈마의 기초연구를 비롯

가. 군수 분야

가.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나. 특허의 구성 및 상세 설명

2. 특허의 상세 설명

을 통해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른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

4. 특허의 활용 분야 및 기대효과

군수 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료 산업, 식품, 환경산업, 재료 산업
등 모든 산업에 걸쳐서 응용 형태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이 가능하므

그림 1

유연전극의 직조를 통한 다양한 응용

10-2015-0031210

출원번호

와 모니터링 제어부를 제외한 플렉서블 플라즈마 담요의 주요 핵심

1. 특허 기술의 핵심

그림 4

그림 2

플렉서블 플라즈마 담요와 부수 장치

본 발명에서 제안된 플라즈마 발생 전극모듈, 플라즈마 발생 전극 집
합체 및 이를 이용한 플라즈마 발생 장치는 (이하 플렉서블 플라즈마
담요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조는 위의 그림2와 같다. 전체 구조는 유
연 전극부, 제독 담요부, 플라즈마 진단부와 전원공급기 및 진단부를
모니터링하는 추가 모듈들로 나눌 수 있다. 플라즈마 전원공급장치

--학술세미나자료 6건, SCI논문 1건 진행중

다. 기술 이전 방법

--대기압 플라즈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연구 및
바이오/의학, 재료, 환경, 에너지 분야 등의 응용 연구는 선진
국 대비 동등한 수준 이상임.
--본 특허와 관련된 유연전극 플라즈마 발생 기술 수준은 현재
최고 수준임.

나. 국내외 지재권 현황
--국내 : 대한민국 등록 특허 10-1573231 (2015-11-25) ‘플라
즈마 발생 전극모듈, 플라즈마 발생 전극 집합체 및 이를 이용
한 플라즈마 발생 장치’
--국외 : 미국, 독일 PCT 특허 출원 ‘PLASMA GENERATION
ELECTRODE MODULE, PLASMA GENERATION ELECTRODE

--세미나 및 기술 자문 수회, 기술 자료 제공, 기술 교육

ASSEMBLY,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PLASMA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참여, 특허 통상실시권 이전 등

USING THE SAME’
•국방과학연구소 정희수

•국방과학연구소 이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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