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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기체 분석 및 틈새 탐색 장치는 빠른 반응 시간과 정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기체분석기(11a)의 
입력부(11)가 진공하에 놓이고 분석대상기체의 적어도 일부분이 입력부의 입구(11b)에 공급되는 기체 분석 방법 및 
장치에 있어서, 펌프 플럭스(SD )를 입력부(11)에 적용하고 펌프 플럭스에 부가되는 추가의 기체 플럭스(S v)를 입력
부에 연결된 비분자 흐름-우선 기체 라인 세그멘트(5, 20, 14)에 적용하여, 입력부(11)에 이어지는 기체 라인 시스템
의 펌프 플럭스가 흐르는 두 개의 세그멘트들 사이의 부분 압력 비율인 부분 압축을 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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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접근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용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 2도는 본 발명의 수치 계산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된 기체분석, 특히 틈새탐색용으로 이용되는 역학적이고 동력학적
인 펌프(웨즐러 소재 발저스 파이퍼사 TPD 022)의 단면도,

제 3도 내지 제 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다양한 구현예의 개략도,

제 7도는 본 발명에 따른 틈새 탐색 장치의 바람직한 구현예의 진공 도면,

제 8도 및 제 9도는 제 7도에 따른 구성 및 공지된 비교 구성에 의해 측정된 신호를 시간축에 대해 플로팅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특허청구범위 제 1항의 개념에 따른 기체분석 방법, 특허청구범위 제 2항의 개념에 따른 틈새탐색 방법, 및 
특허청구범위 제 8항 내지 제 9항의 개념에 따른 상기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관계한다.

고진공(HV; High Vacuum) 또는 초고진공(UHV; Ultrahigh Vacuum)의 발생시에는, 기체류 의존 압축(gas type-
dependent compression)형 고진공 펌프가 이용된다. 진공 영역 및 펌프의 정의는 " 진공기술, 계산 및 도표의 원리1
1(Leybold AG, 카탈로그 제 199 89호(Lit. 1)를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학적이고 동력학적인 진공펌프(mech
anical-kinetic vacuum pumps)는 기체류 의존형 압축에 의한 분자 압력 범위내에서 exp(     ) 타입의 함수로서 동작
하는데, 여기서 m은 고려 대상이 되는 유형의 기체의 기체 분자 질량이다,

실제에 있어서, 이들 펌프의 기체류 의존형 압축은 특히 분자 질량이 낮은 기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때문에 분자량이 
m ≤ 280 (u는 " Atomic mass Unit(원자질량단위)" 를 의미한다)인 기체의 성질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틈새 탐색 구성(leak detection configuration)에서, 이들 펌프의 기체류 의존형 압축을 이용하는 것은 유
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러한 종류의 펌프들이 역류원리에서 " 저통과 질량 필터(lowpass mass filters)"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낮은 분자질량의 기체 유형에 대해 수득된 낮은 압축은 그러한 타입의 기체가 펌프 전달 반대 방
향으로 확산되게 한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 기체류 의존형 담측의 존재는 심각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펌프 또는 
펌프단(pump stage)의 고압측(high pressure side)의 부분압력이 위에서 언급한 비fB적 낮은 부분 압축 때문에 저압
입구(low-pressure inlet)에서 부분압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고려된 기체 유형과 관련하여 압축이 높
으면, 펌프 밖의 고압측의 부분 압력 비율(partial pressure ratios)은 펌프의 저압측 입구(low pressure side inlet)
에서 단지 무시할만한 효과를 가질뿐이다. 펌프의 저압측 부분압에 대한 고압측 부분압의 비율은 예를 들어 탈착(deso
rption)과 같은 다른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가벼운 기체의 경우에, 그러한 펌프의 압축은 낮아서, 펌프 출구의 고압측의 부분압이 예를 들어 부
쯔(wuts), 1992. 1, p, 267에 따라 펌프 입구의 저압측의 부분압을 결정한다. 그러한 펌프 또는 펌프단의 저압측에 대
한 부분압을 좌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압을 높이든지 또는 낮추든지에 관계 없이, 현재 다음의 두 가지 공지의 원리
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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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압축의 저하는 회전수의 저하 및/또는 펌프 컨덕턴스의 증가 또는 효과적인 펌프단의 수의 저하를 통해 얻을 수 있
다.

압축의 증가와 저압측에서 고압측으로 부분압의 해제는 펌프의 회전수 증가 및/또는 부가적인 펌프단의 추가를 통해 수
득할 수 있다. 펌프 컨덕턴스의 감소는 물론 회전수 증가는 좁은 기계적인 한계에 의해 제한된다.

    

고압측 펌프 출구에서의 총압력을 증가시키면 저압측 펌프 입구의 부분압이 증가된다.

총압력의 감소 및/또는 고압측 펌프 출구에서의 의도적인 상류로의 기체 플러싱의 생성(즉, 예비진공 펌프)은 저압측 
펌프 입구의 부분압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해결 방법들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특허 제 4,893,497호는 틈새 탐색 동작 완료 후 세척처리기간(flu
sing phase) 동안 기체 세척을 행하기 위한 세척 밸브(sweeping valve)를 틈색 탐색 장치의 분자 펌프의 고압측에 설
치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발명은 측량기술, 또는 기체분석 및 특히, 틈새탐색 분야에 관계된다. 일정한 압력 조
건을 목표로 했던, 종래 기술에서 사용되어 온 진공 용기로부터 배기(evacuation)시키는 기술과 달리, 본 발명의 측정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 신호의 빠른 변화에 대한 소위 시스템 응답이다.

본 발명은 공지의 측정 방법 또는 측정 장비에서

- 빠르고 역동적인 처리, 즉, 짧은 " 반응시간" 및

- 고정밀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종래기술에서 서로 배타적이어서 동시에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알려져 봤던 고정밀 및 신속하고 다이내믹한 거동을 제공하면서도 비용 효율이 높은 측정방법 및 측정장치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제 1도를 참조하여 특수하게 만들어진 기체 플럭스(gas flux)에 의해 부분 압측(partial compression)을 조
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 1도에서 참조 부호 1과 3은 기제 혼합물 Z의 총압력 p과 관련하여 균일하게 되는(equalize) 것으로 가정될 두 개의 
커다란 용기를 나타낸다. 용기 1내에 있는 기체 성분 Y의 부분압 P y 을 Py1 로, 용기 3내에 있는 성분의 부분압을 Py3

로 가정하면,

Py1 < < Py3

이렇게 되면, SD 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압력 구배 방향으로 기체 확산 흐름이 생긴다. 이제 연결 라인(5)에서 기체류 
Y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체 농도 c가 부분압에 비례하고 절단선을 따라 동일한 유량을 상정하면, 크누드센(Knudsen) 및 점성 는 확산흐름 S

D 에 반하여 좌표를 따라 생긴다.

c(x) = c 1 ㆍexp(-x/λ)

상기 식에서, c(x) = x 장소에서의 기체농도이고, λ = D/V v로, D는 기체 Z내의 기체 Y의 확산상수이고, Vv는 비분
자 흐름 Sv의 유량(flow rate)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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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크누드센 및 점성 흐름의 정의와 관련하여 참고문헌 1을 참고할 수 있다.

기체 Y의 경우 x=0인 장소와 x=L인 장소 사이의 부분압축은 아래와 같이 수득된다:

비분자 흐름(non-molecular flow), 즉 크누드센 및 점성 범위내의 흐름을 부가함으로써, 고려대상 기체 유형의 확산 
플럭스 SD 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용기 1과 용기 3 사이의 부분 압축은 플럭스 S v에 의해 
넓은 한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용기 1과 용기 3 사이의 부분 압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량 V v가 고려 대상 기체 
유형 Y의 확산을 과잉보상하도록 부가된 (superimposed) 기체 플럭스 S v가 배치된다.

부가된(superimposed) 플럭스 S v는 기체 Z와 타입 Y에 의해 또는 기체 타입 Y를 포함하지 않는 기체 흐름에 의해 만
들어진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고려대상기체 타입들에 대한 비분자 기체 흐름의 길이에 걸쳐서, 바람직하게 압축이 1 
보다 크거나 같게 설정할 수 있다. 상기 식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부분 압축이 비분자 흐름로(non-molecular 
flow path)를 따라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의 관계가 가능한 한 크게 선택되어야 
한다.

놀랍게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본 발명의 청구범위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해 종래 기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펌프 단에서 기체 타입에 특이적인 부분 압축을 설정하는 것, 특히 그것을 안정화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펌프 단에서 회전속도를 증가시키거나 펌프 컨덕턴스를 감소시키거나 추가의 펌프단을 추가설치하여 이것을 
수득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싸고 요구되는 장치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신뢰성 면에서도 떨어진다.

    
이러한 초크 이외의 크누드센 또는 점성 압력 영역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동력학 진공펌프단의 바람직한 이용과 관련하
여, " 진공기술의 이론과 실체" (M. Wutz 등, 5판, 646페이지. 표 16.11)에 따른 이러한 펌프들은 예를 들어 점성 영
역에서 작동하는 기체 고리-진공 펌프(gas ring vacuum pump), 터보진공펌프(turbo vacuum pump), 이들 중에서 
축진공 펌프(axial vacuum pump) 또는 래디얼 진공 펌프(radial vacuum pump)일 수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홀백펌프(Holweck pump) 또는 터보분자-홀백-조합(turbomolecular-Holweck combination), 특히 소위 " 넓은 
영역" 펌프(wide range pump)가 바람직하고, 단지 분자흐름영역 내에서만 작동하는 터보분자펌프만 단독으로 사용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비동력학적인 진공 펌프인 다이어프램 펌프(diaphragm pump) 또는 로터리 베인 펌프
(rotary vane pump)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상기 로터리 베인 펌프는 점성 영역에서 작동하는 본 발명의 펌프 전
단에 설치될 수 있다. 크누드센 또는 점성 압력 영역에서 작동하는 본 발명의 펌프 단에 의해서 부분 압축이 영향을 미
친다고 해도, 저압측(low-pressure side)에 있는 펌프 앞에 연결된 제 1 펌프에서 부분 압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펌프 전달 흐름(pump delivery flow)은 압축에 의한 펌프 또는 펌프 단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만들어지는 기체 흐름
을 의미한다 크누드센 또는 점성 압력 범위에서 작동하는 펌프 단을 통해서, 기체 흐름이 생성되고 역류 펌프 전달 흐름
에 부가되면(superimposed,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

역류방향과 반대되는 부가된(superimposed) 플럭스 방향에 의해, 확산 저지또는 확산 저해가 발생gkrh, 고려되는 가
벼운 기체가 역류 펌프 단의 압축을 증가 시킨다.

동력학 진공 펌프의 저압측 입구에서의 기체 조성물의 안정화는 특히, 컨덕턴스를 제한하는 흐름 부재(flow element)
를 이용할 때 일어난다.

본 발명에 따른 분석 장치와 틈새 탐색 장치는 상기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특허청구의 범위 제 8항 및 제 
9항의 부분에 잘 설명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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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을 첨부 도면과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기체분석장치 또는 틈새탐색장치에 이용하기에 적합한 펌프 이용조건을 실무와 관련하여 제 1 도를 참조하
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기체 분석 및 틈새 탐색 장치는 기체 분석 장치 및 기체 검출기와 그들의 정상 압력을 초과하는 입력측 기체 
압력(input side gas pressure)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들의 입력측에 
제공된 진공 펌프의 압축을 조절하고 안정화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1 도에 설명된 바와 같은 단출
한 조건들의 이용이 종래 기술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측정을 거치지 않고 요구되는 조절능력 및 안정성을 부여한다
는 것은 매우 의외의 일이다. 이것은 제 1도에 따른 접근방법이 있었다고 해도 고진공 또는 초고진공 동작 챔버를 배기
시키는 것과 같은 공지된 훨씬 덜 중요한 펌핑 기술에서만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 그러하다.
    

제 2도는 발저스 파이퍼(Balzers-Pfeiffer), 웨즐라(Wetzlar) 회사의 PTD 022 타입의 홀백 펌프인 역학적이고 동력
학적인 펌프를 도시하고 있다.

펌프는 이미 공지된 바와 같이 회전자(2)와 고정자(4)를 갖도록 구성된다. 8로 부분적으로 개략적으로 도시한 바와 같
이, 고정자에는 나선형 그루브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라 이용되는 압축-세팅 기체(compression-setting gas) G
S에 대해 제공된 라인 10은 두 개의 내부 펌프 단 I II 앞에서 끈어진다.

상기 두 개의 단을 따른 틈새는 다음과 같은 크기를 갖는다 ;

- 그루브 깊이 d = 2mm;

- 그루브 폭 h = 3mm;

- 나선형 그루부 길이 = 40cm.

분자펌프 A의 출력부의 압력을 5mbar 라 놓고, 2mm 그루브 깊이라 할 때, 동작은 적어도 펌프의 출력부 A에서 점성 
압력 범위에서 일어난다.

가벼운 기체를 예로, 헬륨-고갈 공기 또는 드라이 질소는 도 1에 도시한 것과 유사하게 분자펌프를 통해 기체흐름 S v

를 만들기 위해 라인 10을 통해 이용된다.

확산계수를 다음과 같이 수득하였다:

D(p) = (p/po)·D(po)

공기중의 헬륨의 경우:

1000mbar(5mbar)ㆍ 0.58㎠/s = 116㎠/s.

펌프를 통한 흐름은 0.01 mbar 1/S에서 일어나고, 이로부터 다음을 수득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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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 1도에서 가정한 조건과 대조적으로, 두 개의 용기 1 및 3에 상응하는 총 압력은 분자 펌프의 저압 및 고압부에서 서
로 동일하지 않다. 이것은 확산상수 D는 물론 유량 V v도 펌프 그루브를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확산상수 D는 물론 유량 Vv은 점성 흐름이 수득되는한 압력에 관계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압력 λ에 반비례한다.

길이 40cm인 L에 대한 부분 헬륨 압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kHe = exp(40cm/3.48cm) = 10 5

본 발명의 구체적인 구현예에 있어서, 수득된 헬륨의 부분 압축 k He 는 홀백펌프의 그루브 트레인들 사이에서 기체의 
역류가 일어나고 그루브 횡단면에 걸친 기체 비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치 보다 적다. 점성 흐름(viscous flow)
이 40cm에 달하는 전체 틈새 길이(entire gap length)에 걸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플럭스를 통한 달성된 부분 헬륨 
압축의 감소(reduction of the partial helium compression)가 결과된다.

상술한 방법은 가벼운 시험 기체를 갖는 기체 분석 구성 또는 틈새 탐색 구성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고진공 펌프 또는 
주류 원리(main flow Principle)따른 펌프 단(pump stage), 역류 원리(counterflow principle)에 따른 펌프 단 또
는 부분 역류 원리(partial counterflow principle)에 따른 펌프 단이 이용된다.

제 2도에 따른 펌프에서 라인 10 앞의 단은 분자 영역에서 동작할 수 있고 따라서 " 역류 능력(counterflow capabili
ty)" 을 갖는다.

    
주류 원리에 따른 틈새 탐색 또는 기체분석시에 고진공펌프 및 예비진공펌프 (prevacuum pump)에 의해 시험 기체 포
트(test gas port)가 배기되고, 이어서 바로 시험 기체 및 특히 질량 분석계, 바람직하게 쿼드러폴 질량 분석계(quad
rupole mass spectrometer)와 같은 분석 기체 검출기 또는 분석 장치에 연결된다. 역류 흐름 원리에 따른 틈새탐색 
또는 기체분석시에는 시험 기체 또는 분석 기체 포트는 저압측이 시험 기체 검출기 또는 상술한 바와 같은 질량 분석계
와 같은 분석 장치에 연결된 고진공 펌프의 고압측에 연결된다. 가벼운 시험 기체 또는 가벼운 분석 기체는 시험 기체 
검출기 또는 분석 장치 전단의 고진공 펌프를 통해서 역류하는 플럭스를 분류한다(fractions).
    

시험 기체 또는 분석 기체 포트는 더 나아가서 예비진공펌프의 저압측에 연결된다. 부분 역류 흐름 원리에 있어서 이러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고진공펌프 단들이 에비진공 펌프의 저압 입력부(low-pressure input)의 앞(
즉, 상류)에 연결된다.

    
제 3도에는 분석 장치 입력부(11)의 배기를 위한 구성을 도시하였다. 개략적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부(11)는 질
량 분석계(11a)와 같은 분석측정장치에 연결된다. 참조부호 11b는 분석기체의 공급 라인 또는 입구(inlet)를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고진공 펌프 구성 12와 14가 제공된다, 펌프 구성(12, 14)는 점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동일
한 펌프의 단들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스테이지들(14)이 크누드센 흐름 영역 또는 점성 흐름 영역에서 동작할 수 있
는 펌프의 단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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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2의 단들은 분자 압력 영역에서 동작할 수 있고, 펌프를 분리하여 구현하는 경우에, 펌프는 펌프 플럭스 S D 를 생
성하는 터보분자펌프(turbomolecular pump)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흐름 기체 Gs는 비 분자 압력 영역(non-molecular pressure range)에서 동작하는 펌프 구성 14의 
저압측(low-pressure side)에 도입된다. 상기 펌프 또는 펌프 단 14를 통한 부가된(superimposed) 기체 플럭스 S

v를 통해서, 가벼운 기체에 대한 부분 압축이 증가된다. 압축이 증가되는 기체를 제외하고 어떠한 기체라도 기체 플럭
스 Sv를 생성하는 기체 Gs로 이용될 수 있다.

    
제 4도를 참조하면, 용기 11의 배기를 위해 두개의 고진공 펌프(16, 18)들이 본 발명의 비분자 압축단(compression 
stage)(20)을 가로질러 연결되어 있다. 고진공펌프(16)는 바람직한 지속적으로 동작하는 펌프라면 어느 것이나 괜찮
지만, 본 발명에 따른 펌프(18)는 크누드센 또는 점성 압력 영역에서 작동하는 펌프일 수 있다. 쵸크 사이트의 레이아
웃에 따라, 펌프(20)도 분자 영역에서 동작할 수 있다. 비분자 흐름이 우세한 압축 단(non-molecular flow-domina
ted compression stage) 또는 쵸크(20)는 펌프(16)의 고압측을 펌프(18)의 저압측과 선연결하여 만들어지면, 그 안
으로 흐름기체 Gs가, 제 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컨대 기체 탱크(22)와 같은 기체 공급원으로부터 도입되고 바람직
하게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밸브 24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제 5도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동작하는 본 발명에 따른 틈새 탐색 구성 및 기체 분석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시험 기
체 검출기 및 기체 분석기(26), 바람직하게 질량 분석계, 더 바람직하게 쿼드러폴 질량 분석계(quadrupole mass sp
ectrometer)가 고진공 펌프(28)의 저압측에 연결된다. 이러한 고진공 펌프는 고압측에서 추가의 고진공 펌프(30) 및 
예비 펌프(fore-pump)(32)와 연결된다.

주류 원리(main flow principle)에 따른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시험 기체 또는 분석 기체 포트는 TG HSP 는 고진공펌
프(28)의 저압 포트에 연결되어 직접 시험 기체 검출기 및 분석장치(26)에 제공된다. 부분 역류 흐름 원리(partial c
ounterflow principle)에 입각한 다른 구현예에서 시험 기체 또는 분석 기체 포트 TG TGSP 는 고진공펌프 28과 30 사
이에 배치되고, 끝으로 역류 흐름원리(counterflow principle)에 입각한 제 3 의 구현예에서 TG GSP 에서 점선으로 도
시한 것처럼 시험 기체 또는 분석 기체 포트는 예비펌프(32)의 저압측에 제공된다. 부분 역류 흐름 원리와 역류 흐름 
원리의 경우에 시험 기체 또는 분석 기체는 펌프 28 또는 30 및 28을 통한 역류를 따라서 흐르거나 플럭스를 갖는다.

기체 분석 목적, 특히 틈새 탐색 목적을 위한 이러한 방법은 제 3도에 따른 방법과 대조적으로 빠른 반응이 일어나고 시
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은 기체분석 및 틈새탐색에서 매우 유리한 것이다.

주류 원리의 경유, 흐름기체 Gs는 BHSP 영역, 즉 하나의 펌프 단 또는 펌프 뒤에 있는 검출기쪽으로 도입된다.

부분 역류 흐름 원리의 경우, 기체 입구는 BTGSP 영역에 제공되고, 역류 원리의 경우는 BGSP 영역에 제공된다. 분석 
또는 틈새탐색 작업 중에 본 발명에 따라 부가된(superimposed) 기체 흐름 S v는 어떤 경우라도 제 5도에 묘사된 방향
으로 된다. 결과적으로, 그 사이를 기체가 흐르는 특정 펌프 단들 또는 펌프의 경우에, 조건은 크누드센 또는 점성 흐름
을 허용한다.

제 4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흐름기체 Gs는 예컨대 고진공펌프(30)와 예비펌프(32) 사이에, 특히 특정 포트 영역 B와 
같이 흐름-우선 또는 컨덕턴스-제한 압축단(flow-dominated or conductance-limited compression stage)(20)
에 공급될 수 있다.

제 6도에 따른 스니핑 동작(sniffing operation)하는 틈새 탐색기의 경우에, 크누드센 또는 점성 압력 범위에서 동작하
는 고진공펌프(36) 또는 고진공펌프단 (36)의 부분압축을 플럭스 S v를 통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험 기체 TG 또는 
그의 일부는 흐름기체 Gs로 이용된다. 이것은 펌프 또는 펌프단(36)의 고압측에 있는 시험 기체의 부분압이 검출기(2
6)상에서 역류로 동작된 고진공 펌프(34)에 있는 낮은 시험 기체 부분압을 통해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점선
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펌프 34 및 36은 상기 타입의 분리된 고진공 펌프의 단들일 수 있고 시험 기체 및 흐름 기체 입
구는 펌프 34와 36 사이에 흐름-우선 압측 단(flow-dominated comprression stage)으로 이용된 연결 라인에 제공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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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기체 흐름은 케스케이드 형태로 하여 부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 몇 개의 펌프 또는 펌프 단들을 직렬로 
연결한 케스케이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을 정상 대기로 방출하는 펌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제 7도는 " 스니핑 동작(sniffing operation)" 을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틈새 탐색 구성의 진중 스킴을 도시한 
것이다. 스니핑 프로브(40)는 퀵-커플링 (42)을 통해서 일측이 유량계 FM을 통해서 다이어프램 펌프(46)이 연결된 
흐름 분배기(44)에 제공된다. 흐름 분배기(44)에서 본 발명에 따라 이용되며 흐름 기체 Gs로 이용되는 시험 기체는 
홀백 펌프(50)의 중심 탭(48)에 공급되도록 분기된다.

저압측에서 홀백 펌프(50)는 헬륨 검출기(52), 바람직하게 질량 분석계, 더욱 바람직하게 쿼드러폴 질량 분석계에 연
결된다. 고압측에서 홀백 펌프는 고압측에서 다이어프램 펌프(46)의 저압측으로 연결된 다이어프램 펌프(54)의 저압
측에 연결된다.

중심 포트(48)와 다이어프램 펌프(54)의 저압 입구 사이에 있는 홀백-펌프 (50)의 펌프단들을 통해서, 기체 Gs는 펌
프에서 부분 시험 기체 압축을 증가시키는 본 발명에 따라 흐른다. 역류하는 가벼운 시험 기체 분획들은 검출기 쪽에 있
는 홀백 단들을 통해서 흐른다.

제 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장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을 이용하였다.

시험 기체 센서(52) : 쿼드러폴 질량 분석계

홀백-펌프(50) : 중심 포트를 갖는 발저스 파이퍼사제 TPD 022

다이어프램 펌프(54 및 46) : KNF, Typ PJ 10574-8133

흐름 분배기 (44) : 모세관 포트를 갖는 T-피스(T-piece)

스니핑 프로브(40) : 탐침용 라인

비교예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본 발명에 따라 제 7도에 도시된 중심(48)을 연결하고 비교 측정을 위해 폐쇄한 반면
에, 제 7도에서 점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다이어프램 펌프(46)의 저압측과 다이어프램 펌프(54)의 저압측 사이에 
흐름 연결부 C를 두었다.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 비분자 흐름-우선 또는 컨덕턴스 라인 세그멘트(20)(점선)를 설치할 수도 있다.

점선 연결부 C의 구현에 의해, 다이어프램 예비-펌프(54)의 기체 플러싱을 이루었는데, 다이어프램 예비-펌프(54)는 
동력학 진공 펌프가 될 수 없고 양성-변위 진공 펌프(positive-·displacement centimeters)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니핑 프로브(40)에 120sccm의 헬륨 흐름을 적용하고 바람직하게 중심 연결부(48) 및 점선으로 표시한 연결부에 1
0sccm의 헬륨을 적응하였다.

제 8도에서 철자 A는 장치의 시스템 응답을 나타내고, 코스 는 제 7도에서 점선으로 도시된 플러싱 기체 라인을 갖는 
장치의 시스템응답이다; A'와 B'1 에서 헬륨 신호는 시간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나타내었다.

발명에 따른 장치에서 5초 경과후 정상적인 값(stationary value)에 도달하였고(진행 A), 공지의 장치에서는 어느 정
도 안정한 값에 도달하는데 까지 200초 이상이 걸렸다.

본 발명에 따른 구성 및 공지 구성에서 스니핑 프로브(40)의 10초간의 시간 거동은 제 9도에서 A, B 2 로 도시된 3ㆍ3
-10 mbar 1/s의 시험용 틈새에 적용하였다.

다시 헬륨신호를 A'와 B'2 에서 정성적으로 표시하였다. 놀랍게도 본 발명(A)에 의한 장치에서는 약 10초 정도로 회복
시간이 극히 짧았던 반면에, 공지의 장치에서의 회복 시간은 600초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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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제 4부터 제 7도에 도시된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기체 분석 장치 또는 틈새 탐색 장치에서 극히 우수한 측
정 시스템의 펄스 응답이 수득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체분석기(11a)의 입력부(11)가 진공하에 놓이고 분석대상 기체의 적어도 일부분이 입력부의 입구(11b)에 공급되는 
기체 분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펌프 플럭스(SD )를 입력부(11)에 적용하는 단계 및 펌프 플럭스에 부가되는 추
가의 기체 플럭스(Sv)를 인력부에 연결된 비분자 흐름-우선 기체 라인 세그멘트(non-molecular flow-dominatd g
as line segment)(5, 20, 14)에 적용하여, 입력부(11)에 이어지는 기체 라인 시스템(gas line system)의 펌프 플럭
스가 흐르는 두 개의 세그멘트들 사이의 부분 압력 비율인 부분 압축을 좌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체 분석 방법.

청구항 2.

기체분석기(11a)의 입력부(11)가 진공하에 놓이고 분석대상 기체의 적어도 일부분이 입력부의 입구(11b)에 공급되는 
시험 기체에 의한 틈새 탐색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펌프 플럭스(S D )를 입력부(11)에 적용하는 단계 및 펌프 플
럭스(SD )에 부가되는 추가.의 기체 플럭스(Sv)를 비분자 흐름-우선 기체 라인 세그멘트(5, 20, 14, 18, 30, 32, 36, 
50, 54, 46)에 적응하여, 입력부(11)에 이어지는 기체 라인 시스템의 펌프 플럭스가 흐르는 두 개의 세그멘트들 사이
의 부분 압력 비율인 부분 압축을 좌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험 기체에 의해 틈새 탐색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비분자 흐름-우선 기체 라인 세그멘트가 적어도 하나의 쵸크 사이트(20)에 의해 함께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비분자 흐름-우선 기채 라인 세그멘트가 저압 입력부가 입력부(11)에 연결된 크누드센 또는 점성 압력 범위에서 동작
하는 적어도 하나의 동력학 펌프 단(14, 18, 30, 32, 36, 50, 54, 46)에 의해 함께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추가의 플럭스(Sv)가 부분압이 조절될 기체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플럭스(Sv)가 동력학 펌프 단의 부분 압축을 증가시키기 위해 크누드센 또는 점성 범위에서 동작하는 동력학 펌
프 단의 저압측에 기체를 도입하여 생성되는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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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크누드센 또는 점성 범위에서 동작하는 동력학 펌프 단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지속적으로 동작하는 진
공 펌프 단 및/또는 동력학 펌프 전단에 설치되고 크누드센 및/또는 점성 범위 및/또는 분자 압력 범위에서 동작하는 적
어도 하나의 지속적으로 동작하는 진공 펌프 단을 제공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진공 펌프 시스템에 연결된 기체 분석 수단(11a)과 입력부(11)를 구비하는 기체 분석 장치로서, 상기 진공 펌프 시스
템이 적어도 하나의 비분자 흐름-우선 기체 라인 세그멘트(5, 20, 14)와 그 안에 기체를 도입하면 상기 기체라인 세그
멘트내에 플럭스 Sv가 생성되는 기체 라인 세그멘트에 연결된 기체 연

결 라인(gas connection line)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

시험 기체 검출기 및 진공 펌프 시스템에 연결된 입력부(11)를 구비하는 틈새 탐색 장치로서, 상기 진공 펌프 시스템이 
적어도 하나의 비분자 흐름-우선 기체 라인 세그멘트(5, 20, 14, 18, 30, 32, 36, 50, 54, 46)와 그 안에 기체를 도
입하면 상기 기체 라인 세그멘트내에 플럭스 Sv가 생성되는 기체 라인 세그멘트에 연결된 기체 연결 라인(Bas conne
ction line)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 8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비분자 흐름-우선 기체 라인 세그멘트가 적어도 하나의 쵸크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 8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비분자 흐름-우선 기체 라인 세그멘트가 그의 저압 입력부가 상기 입력부(11)와 연결된 크누드센 또는 점성 압
력 범위에서 동작하는 적어도 하나의 동력학 펌프 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 연결 라인이 기체 라인 세그멘트(14, 18, 30, 32, 36, 50, 54, 46)의 저압측에 설치되는 장치.

청구항 13.

제 8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가 크누드센 또는 점성 범위에서 동작하는 동력학 펌프 단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지속적으로 동작하는 진
공 펌프 단 및/또는 동력학 펌프 전단에 설치되고 크누드센 및/또는 점성 범위 및/또는 분자 압력 범위에서 동작하는 적
어도 하나의 지속적으로 동작하는 진공 펌프 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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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라인이 기체 공급 또는 시험 또는 분석 기체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

청구항 15.

상기 적어도 하나의 펌프 단이 적어도 하나의 단의 홀백 펌프와 기체 포트와 상기 장치 또는 검출기의 입력부에 연결되
고, 분자 범위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단에 의해 형성되는 장치.

청구항 16.

제8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분석 장치 또는 탐색기가 질량 분석계 또는 쿼드로폴 질량 분석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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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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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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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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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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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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