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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new concept of a flow sensor is developed using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Current of DBD generated between two electrodes is changed with varying flow rat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measure the flow rate by correlating generated DBD current with flow rates. The effects of flow 
rate, frequency, channel height, diameter of electrodes and distance between electrodes on the performance of 
the flow sensor using DBD a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기호설명 
f: 주파수 (Hz) 
H: 채널 높이 (m) 
W: 채널 폭 (m) 
Le: 전극 간의 거리 (m) 
De: 전극의 지름 (m) 

 

1. 서 론 

새로운 물질과 그 제조공정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학문 분야, 즉 물리학, 화학, 재료, 화
학공학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플라즈마를 이용한 산업이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산업으로는 오존 생성기, 램프, 
영상장치, 표면 처리, 마이크로 전자 소자 제조 등
으로 폭 넓게 여러 산업 분야에 퍼져 있다.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기체를 지칭한다. 플라즈

마는 크게 저온 플라즈마와 고온 플라즈마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들어 대기압, 상온 상태에서 플라즈

마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전물질 (Dielectric 
Materials)을 사용한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대기압 DBD 는 산업 여러 분야에 가장 적합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1). 
최근 들어 기계, 항공 분야에서도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된 이온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비행기 날개

(Airfoil) 주변의 유동 제어 및 플라즈마가 유동장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5). 또
한 유체를 이동시키기 위한 펌프로서 플라즈마를 
이용한다. 채널의 앞 단과 뒤 단에 전극을 위치해 
놓고 전극 사이에 강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두 전극 사이에서 플라즈마가 발생한다. 플라즈마

에 의해 발생한 이온들은 전기장 방향에 따라 앞 
단에서 뒤 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주변의 
유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채널 내에 유동이 생기

게 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이온 펌프

(Ion Pump)를 개발할 수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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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프 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이온을 이용하여 유
량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9-13). 기
존의 이온을 이용한 유량 센서는 가는 핀(Pin)을 
이용하여 방전을 시키는 코로나 방전 (Corona 
Discharge)을 이용하여 이온을 발생시켰다. 발생된 
이온이 유량에 따라 이온이 편향되는 정도를 측정

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유량 센서는 코로나 방전이 불안정하고 전
극으로 사용되는 핀이 사용하면서 마모하거나 유
체의 속도가 작으면 이온의 편향이 잘 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극의 마모를 일으키지 

않고 안정한 현상을 보이는 DBD 를 이용한 유량 
센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유량 변화에 따라 두 전극 사이에 발생하는 플라

즈마의 양이 변화는 현상을 이용하여 DBD 를 이
용한 유량 센서를 개발한다. Input Frequency(f), 채
널 높이(H), 두 전극 간의 거리(Le), 전극의 크기

(De)에 따른 DBD 유량 센서의 특성에 관하여 실
험적으로 알아 본다. 
 

2. Experimental Apparatus 

2.1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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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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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 DBD flow sensor 
 
본 연구에서는 채널 단면이 사각형인 유량 센서

를 개발하고자 한다. DBD 를 이용하여 유량 센서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DBD 를 발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전 물질과 
전극이 필요하다.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
전 물질(Dielectric Material)은 두께 100 µm 를 가지

는 Al2O3 판을 사용하며 전극으로 구리를 사용한

다. 두 전극의 단면 형상으로 사각형 모양을 사용

하게 되면 모서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전자가 모여 
균일한 플라즈마를 얻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두 
전극의 단면 형상은 원형으로 하였다. 두 전극 사

이에 수 kV, 수십 kHz, 사인파를 가지는 AC 를 흘
려 주게 되면 두 전극 사이에 플라즈마가 형성되

게 된다. 생긴 플라즈마에 의해 Cathode 쪽에서 
Current 가 흐르게 된다. 

 
2.2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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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DBD 유량 센서 실험 장치는 그림 2 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작동 유체는 대기압 플라즈마

를 안정하게 얻을 수 있는 헬륨 가스를 사용한다. 
헬륨가스의 유량은 MFC (Mass Flow Controller)를 
이용하여 제어된다. Function Generator 에서 발생한 
사인파를 AC High Power Supply 가 받아서 두 전극

에 AC High Voltage 를 걸어줄 수 있게 된다. 발생

한 플라즈마의 양은 Cathode 쪽에 60Ω저항을 달
아서 그 저항에 걸리는 전위차를 측정함으로 구할 
수 있다. 전위차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측정

하고 그 데이터는 PC 에 저장된다. 
그림 3 은 위와 같은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플

라즈마를 형성하였을 때의 사진이다. 그림에서 보
이는 두 전극 사이에 형성된 보라색 아치 부분이 
플라즈마이다. 채널의 바닥 면에 두 전극이 놓여 
있기 때문에 채널의 모든 부분에 플라즈마가 형성

되지는 않는다. 플라즈마가 생겼을 때 가해 준 전
압의 형태와 플라즈마에 의해 생긴 전류의 파형은 
그림 4 와 같다.  
 

 
Fig. 3 Picture of generated DBD phenomena 

 
 

2077



   
 

0 20 40 60 80 100
-3

-2

-1

0

1

2

3

-5

-4

-3

-2

-1

0

1

2

3

4

5

V
ol

ta
ge

 [k
V

]

Time [µs]

 1.3 kV (rms), 20 kHz
 Induced Current [mA]

C
ur

re
nt

[m
A

]

 
Fig. 4 Time variation over the measured values of 

applied voltage and discharge current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 kV (rms), 20 kHz

의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생기는 전류의 파형은 
(+) 전압이 공급될 때 한 개의 Peak, (-) 전압이 공
급될 때 한 개의 Peak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Glow Discharge 의 전형적인 형태인 
전류의 파형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
험 장치에서 안정한 Glow Discharge 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ischarge Current 의 크기는 수 mA 
정도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그래프에서 사용된 Current 는 Peak-to-Peak 값으로

서 전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절대합으로 표현되

어 있다. 
위와 같이 안정한 DBD 형성을 바탕으로 DBD 

Flow Sensor 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1 에 정
리된 바와 같이 Input Frequency(f), 채널 높이(H), 
두 전극 간의 거리(Le), 전극의 크기(De)를 변화시

키며 실험적으로 Parametric Study 를 수행하였다. 
채널의 폭(W)은 10 mm, Al2O3 판은 25 mm × 10 
mm 로 Input Voltage 크기는 1.3 kV (rms, Power 
Supply 기준)로 고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

다. 
  
Table 1 Geometric parameters of DBD flow sensors 

 
Parameters Values 

Frequency (f) 15, 20, 25 kHz 
Height (H) 2, 4, 6, 8 mm 
Distance b/w electrodes (Le) 3, 4, 5 mm 
Diameter of electrodes (De) 5, 7 mm 

3. Results and Discussion 

3.1 Effects of frequency on the performance of a 
DBD flow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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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urrent vs. flow rate 

 
그림 5 는 H = 4 mm, Le = 5 mm, De = 5 mm 인 

DBD Flow Sensor 를 이용하여 유량에 따른 Peak-to-
Peak Current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적으로 살
펴본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즈마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DBD 를 이용하여 유량 센서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Corona Discharge 를 이용한 유량 센서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결과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유량에 따른 플라즈마

에 인가되는 Power 의 변화, 유량에 따른 Cooling 
Effects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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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equency effects 

 
그림 6 은 H = 4 mm, Le = 5 mm, De = 5 mm 인 

DBD Flow Sensor 에 Input Power Frequency 를 바꾸

어 가며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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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Frequency 가 높을수록 유량센서의 Sensitivity 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requency 가 
높을수록 두 전극 사이에 인가되는 Power 가 커져

서 더 많은 양의 헬륨이 이온화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3.2 Effects of height on the performance of a DBD 
flow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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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eight effects 

 
그림 7 은 채널 높이가 DBD 유량 센서의 특성

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표 1 에서는 높이 2 
mm 일 때의 결과는 빠져 있다. 그 이유는 높이가 
2 mm 일 때의 플라즈마가 불안정하게 얻어졌기 
때문이다. 높이가 2 mm 일 경우 플라즈마의 아치 
형태의 높이가 채널 높이와 비슷하여 채널 위 면
에 의해 플라즈마의 전기장이 불안정하게 형성되 
어 생긴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채널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DBD Flow Sensor 로 사용할 수 없
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높이에서는 유량에 
따라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높이가 높을수록 Sensitivity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채널 높이가 많이 낮지 않으

면 DBD 유량센서로 사용할 수 있다. 
 
3.3 Effects of Le on the performance of a DBD flow 
sensor 
 
그림 8 은 두 전극 사이의 거리가 DBD 유량 센

서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그림 8 에

서 두 전극 사이 거리가 4, 5mm 인 경우에는 유량 
센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전극 사이 거리가 4 mm 인 경우 유량

이 작을 때 두 전극 사이 거리가 3 mm 인 경우의 
유량이 2.0 LPM 이하일 때 얻어진 플라즈마가 불

안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때 얻어진 전류 
파형이 불안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4 와 
같이 한 주기의 (+) 구간에서 Peak 가 한 개가 생
기는 것이 아니라 그림 9 와 같이 두 개 혹은 그 
이상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두 전극 사이의 
거리가 작을 때 Double Peaks Current Waveform 을 
얻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자들(14-15)이 
전극 간의 거리가 작거나, 가해준 Voltage 의 크기

가 크거나, Frequency 가 작을 때 Multi-peaks 가 생
긴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준 것과 같은 물리적 현
상이다. 다만 유량이 커지게 되면 Multi-peaks 가 
없어진다는 것은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이다. 즉, 
Le = 3 mm 인 경우에는 2.0 LPM 이상에서 유량 센
서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전극이 너무 가까우면 불안정한 플라

즈마 형성으로 인해 유량 센서로 쓸 수 있는 유량 
범위가 줄어들며 두 전극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
어도 두 전극 사이에 플라즈마가 잘 형성되지 않
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 4, 5 mm 정도가 
적절한 전극 사이 거리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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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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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urrent wave forms: single and double p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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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ffects of De on the performance of a DBD flow 
sensor 
 

0.6 0.8 1.0 1.2 1.4 1.6 1.8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C
ur

re
nt

 [m
A]

Flow Rate (He) [LPM]

W = 10 mm, H = 4 mm, L
e
 = 5 mm

V = 1.3 kV (rms), f = 15 kHz
 D

e
 = 5 mm

 De = 7 mm

 
Fig. 10 De effects 

 
그림 10 은 전극의 크기 변화에 따른 유량 센서

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극의 크기가 클수록 전류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방전이 일어나는 면적이 넓어져서 같
은 전압을 가했을 때 더 큰 Power 가 플라즈마에 
인가되어 생긴 결과이다. 그러나 전극의 크기가 
채널 폭과 같을 정도로 크게 된다면 플라즈마가 
채널 내에 생기지 않고 채널 벽면으로 생성되어 
Spark 가 생기며 채널을 손상시킬 수 있다. 즉, 전
극의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유량 센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BD(Dielectric Barrier Discharge)
현상을 이용한 유량 센서를 개발하였다. 유량에 

따라 두 전극 사이에 발생한 플라즈마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현상을 이용하여 유량 센서를 개발하

였다. Input Frequency(f), 채널 높이(H), 두 전극 간
의 거리(Le), 전극의 크기(De)에 따른 DBD 유량 
센서의 특성에 관하여 실험적으로 살펴 보았다. 
Frequency 가 커질수록 플라즈마에 가해지는 Power
의 증가로 인해 전류가 크게 형성된다. 채널 높이

가 낮을 경우에는 불안정한 플라즈마 형성으로 인
해 유량 센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전극 간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적은 유량에서 
불안정한 플라즈마 형성으로 인해 유량 센서의 작
동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극의 크
기가 클수록 전류의 크기가 커서 센서의 특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전극의 크기가 채널의 크기

와 비슷하게 되면 Spark 로 인해 안정한 플라즈마

를 얻을 수 없고 채널이 손상되게 되어 유량 센서

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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