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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plasma flow of an atmospheric plasma torch used for thermal plasma processing is studied. In 
general, it is produced by the arc-gas interactions between a cathode tip and an anode nozzle. The performance of non-
transferred plasma torch is significantly dependent on jet flow characteristics out of the nozzle. In this work, the 
distribution of gas flow that goes out to the atmosphere through a plenum chamber and nozzle is analyz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tmospheric plasma torch. Nume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with various angles of an inlet flow 
which can create different swirl flow fields. Moreover, the size of plasma plume is experimentally depicted. 
 

1. 서 론 

  다양한 공정에서의 비이송식(non-transferred) 
아크(arc) 이용 기술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적용분야로 상압 또는 저압 플라즈마 분사, 

핵폐기물 처리, 화학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초미립자(ultra-fine) 분말의 플라즈마 

제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이송식 토치에 

의한 금속공정은 대기 중에 노출된 고온 플라즈마 

토치 외부에서 이루어 진다.(1)(2) 

현재까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플라즈마 

토치의 대부분은 진공상태에서 플라즈마를 발생 

시킴으로써, 고가의 진공장치와 발생장치가 필요 

하여 경제성 및 생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에 

 

서 대두된 것이 대기압 플라즈마 토치이다. 

대기압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발생된 

플라즈마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으로 플라즈마 생성 

기체에 유체역학적인 간섭을 주어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3) 또한 발생된 플라즈마를 중앙으로 

집중시킴으로써 표면 처리 등에 있어 균일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불꽃의 

안정화 및 열손실 저감을 위하여 아크가 발생되는 

공간을 차가운 금속 벽으로 감싸 바깥 부분으로의 

냉각을 통한 전기전도도의 감소를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중앙 부분으로 집중하는 벽면안정법 

(wall-stabilization)이 있다. 다른 하나는 플라즈마 

기체를 불꽃의 바깥 부분으로 경사지게 입사시켜 

소용돌이 형태로 플라즈마를 감싸는 소용돌이 

안정법(vortex-stabilization)이 있다.  

Kuo(4)는 대형화되어 있는 기존의 플라즈마 

토치 장치를 대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쓰여지고 

있는 점화플러그를 이용하여 소형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Fig.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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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plasma torch. 
 

 
Fig. 2 Modeled torch and coordinates. 

 
통한 강제적인 스월유동을 발생시키고 이때 

최적의 각도를 수치적 분석으로 설계하고, 또한 

주입 기체의 변화에 따른 방전 특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2. 수치해석 

2.1 지배방정식 

  플라즈마 토치의 유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상 상태 난류 유동을 직교 좌표계로 표시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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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id systems (120×80×80). 

 

유동 장에서의 스월 효과를 고찰하기 위해 3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난류장 

해석을 위해 Launder & Spalding(5)이 제시한 표준 

k ε− 모델을 사용하였다. 
 
2.2 해석 모델 및 수치해석 방법 

 해석 모델은 실제 토치의 규격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유동장을 60mm, 세로 60mm, 높이 80mm로 

구성하였다. 또한 스월을 주기 위하여 토치 내의 

가스 유입각을 Fig. 2에 도시 한 바와 같이 

α 와 β 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α  변화에 따른 

수치 해석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각을 선정한 후 

α 를 고정하고 β 를 변화시키면서 수행하였다. 

  토치 내부 유동 특성을 정확히 표현하고자 

3차원 격자계를 사용하였으며, 입구속도는 5m/s, 
작동 유체는 20℃의 질소를 사용하였다. 또한 

격자 생성 및 모델링에 있어 일반 곡선 

좌표계(body-fitted coordinate)가 아닌 직교 좌표 

계에서의 분할격자기법(Cartesian cut-cell method)을 

이용하였다.(6) 이 방법은 해석이 복잡한 형상에서 

보다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수렴성도 양호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토치 

내부 유동장에 대한 모델은 CAD를 이용하여 

3차원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분할 격자기법을 

지원하는 상용 CFD 프로그램인 PHOENICS(7)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격자수는 

120×80×80개이며, 토치 형상 주위 영역에는 

조밀격자를 분포시켰다(Fig. 3 참조). 해석영역의 

경계면은 압력조건과 종속변수 구배가 없는 

조건(Neumann condition)을 적용 하였으며, 벽 

면에서의 속도성분은 점착조건(no-slip condition)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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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chematic of the circuit for a plasma torch and 

its equivalent circuit. 

3. 실험적 해석 

3.1 플라즈마 토치 모듈 
본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쓰여지고 

있는 점화 플러그를 개조하여 사용하였다(Fig. 1 
참조). 텅스텐 전극을 중앙에 위치시키고 세라믹 

절연재로 전극 주위를 둘러쌓았다. 기체를 토치 

내부로 주입 시키기 위해, 기체 흡입관, 내부 

에서의 스월유동 형성을 위한 6개의 구멍, 그리고 

환형관으로 구성하였다. 플라즈마 토치는 일반적 

으로 캐소드(cathode)와 에노드(anode) 즉, 두 

개의 전극과 절연재, 노즐, 플라즈마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 

전극의 위치에 따라 플라즈마 토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두 전극이 모두 토치 내부에 

위치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캐소드가 토치 

내부에 포함 되어있고 에노드는 반응과 가열될 수 

있는 접착기면(substrate)으로 되어 있다.(8)(9) 이때, 

전자는 이송식 플라즈마 토치이며, 후자는 비 

이송식 플라즈마 토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 

이송식 토치를 모델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캐소드의 경우, 전극봉의 끝단이 높은 열 

부하를 받고 전자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높은 

융점과 전자 방출이 용이한 텡스텐이 사용된다. 

또한, 노즐을 통해 공급된 플라즈마 기체는 Ar, 
He, N2와 공기를 포함하는 혼합 기체로 

나누어진다. 특히, 공기와 질소 같은 가스는 

반응비를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화학반응 조절에 

유리하다. 

   

3.2 실험 장치 
Figure. 4는 1:16 변환비로 220V의 벽전압(wall 

outlet)을 3.6 의 선전압(line voltage)으로 변 kV

               

 

 

 

 

 
                    a) No-swirl flow torch 

 

 

 

 

 

 

 
                   b) Swirl flow torch( β =30°) 

Fig. 5 Swirl effect on the velocity distribution  
(unit: m/s). 

 
Fig. 6 Velocity distribution along the centerline (y=0). 

  

환시키는 변압기와 전기적 방전 안정성을 

목적으로 토치 모듈과의 직렬연결로 이루어진 

캐패시터(capacitor)로 구성되는 개략도이다. 플라 

즈마 토치는 전극봉 끝단에서 높은 전압을 가지는 

아크가 발생하여 이것이 주입 기체에 의해 

환형관과 노즐을 통해 방출되는 형태로 설계 

되었다. 발생된 플라즈마 플륨(plume) 중앙부는 

1000℃가 넘는 높은 온도를 가지며, 또한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증가 

시킨다.  

 

4. 결과 및 고찰 

4.1 수치해석 결과 
플라즈마 토치 내부에서의 스월유동 형성과 그 

분사거리의 분포를 분석하고자 분출면적과 전체 

적인 치수는 고정시키고 주입구 각도는 스월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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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A’ section       b) B-B’ section 
 

Fig. 7 Configuration of swirl flows. 
 

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β =0°, 스월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β =30°를 주어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ure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용돌이가 

생성 되었을 경우 보다 큰 분사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트유동 중앙선(y=0)에서 속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최대속도는 x축 방향으로 

30mm 위치에 형성되었으며, 스월 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약 2배의 최대 속도값을 

나타내었다(Fig. 6 참고). 

  스월유동이 발생될 때의 유체의 방향성을 

관찰하기 위해 환형관내(A-A')와 노즐에서의 분사 

시(B-B')에 각 단면을 나누고 그 단면에서의 속도 

벡터 분포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속도벡터를 

살펴보면 A-A' 단면에서의 스월유동을 관찰할 수 

있었고, B-B' 단면에서도 중앙으로 집중되는 

스월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체를 경사지게 

주입시킴으로써 스월을 생성하는 것이 토치의 

최대 성능을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우선 α =30°로 고정하고, β 를 0°에서 40°까지  

변화를 주면서 수치해석을 한 결과 β =30°일 때 

가장 큰 속도 분포를 가지며, 이 결과를 토대로 

β =30°를 고정시키고 α =10°에서 α =40°까지 

β 와 같은 방법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α 의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는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α =30°일 때 가장 큰 분사거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각각의 

경우에 대해 중앙선(y=0)에서의 속도분포를 Fig. 
9, Fig. 10에서 그래프로써 나타내었다. 

 
a) α=10o 

 

 
b) α=20o 

 

 
c) α=30o 

 

 
d) α=40o 

 
Fig. 8 Effects of inlet flow angle (α) on the velocity 

distribution (unit: m/s). 
 

 

 
Fig. 9 Effects of inlet flow angle (β) on the velocity 

distribution along the centerline (y=0). 

대한기계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739



 

Fig. 10 Effects of inlet flow angle (α) on the velocity 
distribution along the centerline (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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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scharge characteristics with the feeding gas 

in single gas. 
 

4.2. 실험 결과 
플라즈마를 방전시킴에 있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입기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He과 Ar은 
낮은 방전 전압과 아크 방전에 있어 오랜 전이 
시간(transition time)을 가진다. 따라서 높은 에너지 
의 안정화된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글로우(glow) 
방전을 얻을 수 있다.(10) 반면에 N2, Air와 같은 
기체는 플라즈마 방전에 있어 유리하다. 
기체  종류에  따른  방전  특성을  F i g .  11에 

도시하였다 .  H e은  A r에  비해  높은  이온화 
에너지와  단위면적당  낮은  이온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간의 충돌 시 작은 질량 
때문에  에너지  전달이  증가한다 . 따라서 , He은 
가장  낮은  방전  전압을  가진다 .  반면에  N2 와 
Air는 플라즈마 방전에 있어 높은 방전 전압과 
플륨의 높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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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ischarge characteristics with the feeding gas  

in mixed gas. 
 

 
Fig. 13 Thermal plasma plume of (N2+Air) produced by 

non-transferred plasma torch. 
 

기체의 경우에 대해 분석한 결과 N2+Air가 방전 
전압과 플라즈마 플륨의 높이 및 두께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12, 13 참고).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압 플라즈마의 최적 형상을 
설계하기 위하여 스월 강도 영향을 수치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높은 플라즈마 플륨을 얻기 
위한 다양한 기체를 사용하여 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스월유동을 발생시켜 소용돌이 안정법을 가지 

는 형상을 개발하였다. 
2) 최적의 형상을 얻기 위해 α , β 를 변화시키 

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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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30°일 때가 토치 내부 벽면으로부터 최소 

저항을 갖는 형상임을 알 수 있었다. 
3) 혼합기체(N2+Air)를 사용했을 경우 플라즈마 

플륨의 높이와 폭은 각각 37mm, 10mm로서 
가장 우수한 방전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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