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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 reactor, a plasma reactor able

to manage large volumes of water is need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 multi-plasma reactor which is a scaled-up version of a single plasma reactor.

Methods: The multi-plasma reactor consists of several high-voltage transformers and plasma modules

(discharge, ground electrodes and quartz dielectric tubes). The effects of water characteristics such as voltage

(30-120 V), air flow rate (1-5 l/min), number of high-voltage transformers and plasma modules, and water

quality on Escherichia coli (E. coli) disinfection and decrease of COD and UV254 absorbance were investigated. 

Result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at a voltage of over 80 V, most of the E. coli were disinfected

within 90 seconds. E. coli inactivation was not affected by the air flow rate. E. coli disinfection in the multi-

plasma process showed the traditional log-linear form of the disinfection curve. E. coli inactivation performance

by transformer 3-Reactor 5 and transformer 3-Reactor 3 were similar. The disinfection performance of the UV

process was affected by artificial sewage water. However, the plasma process was less affected by the artificial

sewage within the standards for effluent water quality.

Conclusions: Disinfection performance with several low voltages and plasma modules of three to five in number

applied to the plasma process was higher than that concentrating a small amount of high voltage through a single

plasma reactor. Removal of COD, UV254 absorbance, and E. coli disinfection with the plasma process were better

than with the UV process.

Keywords: Multi-plasma, E. coli, disinfection, COD, UV process 

I. 서 론

우리나라는 그간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대장균을

규제하지 않았으나 국민의 보건향상 및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설되어 2003년 1월 1일

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에 대한 기준이 신

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살균 공정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1) 신설된 대장균군수는 지역

구분 없이 3000개/ml를 유지하고, 청정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및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km 이내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km 이내 지역 등은 100개/ml로 강화하여 적용하

고 있다.2) 

살균 방법은 처리장의 시설규모, 방류수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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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과정에서의 대장균군 처리효율 등을 감안하

여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현장에 설치된 소독

공정은 염소 소독, 오존 소독 및 자외선 소독 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대규모 처리장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던 염소 소독시설은 소독 부산

물인 trihalomethane (THM)의 위해성, 수생 생물에

대하여 급성 및 만성의 독성을 나타내고 물고기의

종류,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가동

중단되었다.1,2)

국내에서는 염소 소독 이외의 소독 방법에 대한

설치 실적이 적고 운영 부족 등으로 지자체에서는

소독 방법을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다. 염소 소독을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체 소독법 중 가장 많

은 공정이 자외선 소독이다. 자외선에 의한 소독은

일반적으로 살균선이라고 불리는 UV-C (253.7 nm)

가 세포 내에 존재하는 DNA에 흡수되어 (a) 세포

벽을 손상시키고, (2) 세포의 투수성에 변화를 주며,

(3) 세포원형의 콜로이드 특성에 변화를 주고, (4) 효

소 활성을 방해하고, (5) 세포 내의 유전정보 물질

인 DNA나 RNA에 손상을 입힌다.3-5) 자외선을 이용

한 소독은 운전 조작이 간단하고 접촉시간이 짧으며

2차 반응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잔류소독효과가 없고 근자외선 등에 노출되었을 때

손상된 DNA가 회복되는 광회복(photoreactivation)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5,6) 

오존 소독 공정은 자외선과 같이 대표적인 염소

소독 공정의 대안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

존 소독은 오존발생장치 및 배오존 파괴를 위한 장

치 등 부속설비가 필요하고, 장치의 가격이 높고 부

유물질이나 유기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오존 요구량

이 증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7,8)

최근 전자선, 전기분해 및 플라즈마 등 전기화학

적 기술에 의한 소독법이 기존 소독법들을 대체할

새로운 소독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전기분해 반응에

서 발생한 전해수는 소독은 물론 병해충 방제용뿐만

아니라 채소나 과일 표면의 세척수로 사용하는 등

용도와 성능이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해수

는 전해질이 필요하고 전극의 수명 때문에 유지관리

비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9-11) 

수중 플라즈마 공정은 코로나 방전이나 유전체장

벽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수중 플라즈마 공정은 약품 투

입이 필요 없고 처리 공정도 간단한 새로운 수처리

공정이다. 반응기의 열화가 방지되고 수표면이나 수

중에서 강한 전계를 형성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 수중에서 플라즈마

를 발생시키면 다양한 물리, 화학적 공정에 의해 자

외선, shock wave 및 OH, H, O, O2
−, HO2, H2O2와

O3 등과 같은 라디칼 및 화학적 활성종들이 생성되

며 이들이 난분해성 물질 처리, 색도 및 오폐수의

살균 처리 등에 이용된다.13,14)

본 연구진들은 소량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플라

즈마 반응기와 전원이 1개인 기본 플라즈마 반응기

를 개발한 후 난분해성 물질은 물론 소독 처리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

모의 수처리를 위해서는 플라즈마 반응기의 스케일

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스케일 업용 멀티 플라즈

마 반응기 설계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후, 멀티

플라즈마 반응기를 이용한 대장균 소독에 적용하여

스케일업한 반응기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15-17)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및 실험 방법

멀티 플라즈마 반응기의 기초가 되는 단일 플라즈

마 반응기의 기본 모듈은 Fig. 1(a)에 나타내었다. 기

본 모듈은 접지 전극, 유전체 및 방전 전극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기 연구에서 최적 설계 조건을 도출

하였다.15) 기본 모듈에서 유전체는 두께가 1 mm, 내

경이 7 mm인 석영관을 사용하였다. 방전 전극과 접

지 전극은 모두 티타늄을 사용하였다. 방전 전극은

직경이 2 mm인 봉 형 전극을 사용하였고, 접지 전

극은 직경이 1 mm인 전극을 스프링 형태로 만든 후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cross-sectional drawing of

basic module and multi plasma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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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기본 모듈을 바탕으로 실험 후 최종 선

정된 멀티 플라즈마 반응기의 배열은 Fig. 1(b)와 같

다. 방전 전극이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유전체가

spacer에 의해 2 cm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유전체

-spacer 뭉치 외부를 1개의 접지 전극이 스프링 형

태로 감겨있다. 스트리머 형태의 플라즈마가 각 유

전체 내부에서 발생한다. 멀티 플라즈마 반응기의 기

본 모듈 개수는 실험 목적에 따라 1개-5개를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한 플라즈마 반응기 시스템의 개

요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반응기 시스

템은 방전 전극, 유전체 및 1개의 접지 전극으로 이

루어진 플라즈마 반응기와 공기 펌프와 로터미터로

이루어진 공기 공급장치, 정전압 공급기와 네온트랜

스로 이루어진 전원 공급장치 등 세 부분으로 나누

어지며, 반응기의 부피는 5 l이었다(Fig. 2). 플라즈

마 반응기에 주입하는 가스로는 공기를 사용하였으

며 공기 펌프에서 발생한 공기를 rotameter를 이용

하여 유량을 조절한 뒤 공급하였다. 1차 전압은 정

전압 공급기를 이용하여 전압을 80~ 220 V로 조절

한 후 네온트랜스(15 kV, 20 kHz)에서 고전압을 발

생시켜 전극에 공급하였다. 

UV 소독의 경우 네온트랜스 3개를 이용하여 멀티

플라즈마 반응기에 1차 전압을 80 V로 유지할 경우

의 전력인 59.8 W와 거의 같은 전력인 10 W 용 살

균등(중심파장이 254 nm) 6개를 이용하여 소독 실

험에 이용하였다.

인공 하수는 이 등18)의 인공 하수제조법에 따라 제조

하였다. COD는 glucose와 sodium acetate(CH3COONa),

T-N은 NH4Cl, T-P는 K2HPO4와 KH2PO4, SS는

Kaolin을 이용하여 원하는 농도로 조절하여 제조하

였으며, 실험에 따라 농도를 변화시켜 사용하였다. 

실험 균주는 한국미생물배양센터에서 분양 받은

E. coli(ACTC 15489)를 이용하였다. 배지로는 nutrient

broth(beef extract 3 g/l, peptone 5 g/l)를 사용하였고,

균의 배양은 300 ml의 삼각 플라스크에 접종한 후,

37oC로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대수성장기를 유지하도

록 48시간 동안 연속 배양하였다. 48시간이 경과한

후 원심분리기에서 10,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

리시켜 3회 이상 세척한 다음 균 stock을 확보하였다. 

2. 분석 및 측정

균 stock 용액 1 ml를 증류수와 전해질이 들어 있

는 5 l의 반응 장치에 넣고 1010 CFU/ml로 설정한

다음, 소독 실험을 수행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

료 1 ml를 채취하였다. 균의 접종은 pour plate method

에 의해 무균실에서 이루어졌다. 실험 오차를 줄이

기 위해 1개의 시료당 5개의 평판을 만들어 사용하

였으며, 시료 채취 후에는 수중에 잔존하는 산화제

에 의해 계속적인 소독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화제 (neutralizer, 14.6% sodium thiosulphate와

10% sodium thioglycolate) 10 µl를 투입하여 연속적

으로 희석하여 nutrient agar에 투입한 다음 37로 유

지되는 BOD 배양기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뒤 형

성된 집락을 colony counter를 이용하여 계수하였다. 

COD 분석은 Standard methods19)에 준하여 수행하

였다. UV254 흡광도 측정은 UV-Vis spectrophotometer

(Genesysis 5, Spectronic)를 사용하여 254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플라즈마 반응기에 걸리는 전압

의 측정은 20 kV의 전압까지 측정 가능한 고전압

probe (Pintek, DP-20K)을 장착한 디지털 오실로스

코프 (Rigol, DS1062C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III. 결 과

1. 1차 전압과 공기 공급량이 E. coli 불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멀티 플라즈마 반응기 개발을 위한 기초 실험에서

Fig. 1(a)의 기본 모듈과 플라즈마에 고전압을 일으키

는 고전압 전원인 네온 트랜스수의 최적 조건을 구한

Fig. 2. Schematic diagram of a multi plasma rea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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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네온트랜스 3개-반응기 5개의 배열이 OH 라디

칼 생성지표인 RNO (N, N-Dimethyl-4-nitrosoaniline)

분해율이 가장 높아 기준으로 삼아 실험하였다.17)

Fig. 3에 네온트랜스 3개-반응기 5개인 멀티 플라즈

마 시스템에서 공기 공급량을 5 l/min으로 유지하고

1차 전압을 30~120 V로 변화시킨 조건에서 1차 전

압이 E. coli 불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1차 전압이 30 V에서는 30초에 1010 CFU/ml에서

105 CFU/ml까지 감소하였으나 30초 이후 소독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50 V의 경우 90초에 102CFU/ml

까지 감소하였으나 90초 이후 소독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반면 80 V 이상의 1차 전압에서는 90초

에 대부분의 E. coli가 사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에 공기 공급량이 E. coli 불활성화에 미치

는 영향을 1차 전압 80 V에서 고찰하여 나타내었다.

공기 공급량이 1~5 l/min으로 변하여도 공기공급량

변화에 따른 E. coli 불활성화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RNO 분해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

었다. 

2. 플라즈마 반응기 수와 전원 수 및 하수 성분

이 E. coli 불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멀티 플라즈마 반응기의 설계를 위해 OH라디칼

생성 지표인자인 RNO 분해에서 나타난 최적 전원-

반응기 조합이 1차 전압과 공기 공급량이 다른 조

건에서 E. coli 불활성화에서 같이 나타나는지 고찰

하기 위해 전원 수-반응기 수 조합의 변화가 E. coli

불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전원3-반응기3과 전원3-반응기5의 소독 경향은 거

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RNO 분해에서는 전원

3-반응기5인 조건이 최적이었으며, 전원3-반응기3인

조건은 RNO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17) 반면 E. coli

불활성화에서는 전원3-반응기5과 전원3-반응기3 조

건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멀티 플라즈마 공정에서 인공하수의 수질의 E. coli

불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증류수,

배출수 허용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에서 배출농도가 높은 1일 하수처리용량 500 m3 이

상에서 Ⅳ지역의 수질기준인 COD 40 mg/l 이하, SS

10 mg/l, T-N, 20 mg/l 이하, T-P, 2 mg/l 이하) 및 배

Fig. 3. Effect of 1st volatage on the E. coli disinfection.

Fig. 4. Effect of gas flow rate on the of E. coli

disinfection.

Fig. 5. Effect of power-reactor arrange on the of E. coli

dis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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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수 허용기준 2배의 수질에서 E. coli 소독 실험을

실시하였다. 

인공하수의 4종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경

우는 증류수와 같은 소독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101

CFU/l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인공하수 농

도가 배출수 허용기준의 2배로 증가하자 초기 소독

속도가 감소하였으며, 최소 잔류 E. coli 농도에 도

달되는 시간이 90초에서 120초로 증가하였다. 120

초 이후 잔류 E. coli 농도는 101 CFU/ml를 유지하

였다. 배출수 허용기준이 2배인 조건에서 배출수 허

용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실제 하수 처리 방류수처

리 시에도 수질기준을 만족하면서 소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UV 소독이 E. coli 불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하수처리장에는 UV 소독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기존 하수처리장 방류수 소독 기술인 UV 소

독과 플라즈마 소독 기술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증

류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준으로 하

여 네온트랜스 3개를 1차 전압 80 V로 운전할 경우

의 전력인 59.8 W와 거의 같은 전력인 10 W 용 살

균등 6개를 이용하여 소독 실험하여 Fig. 7에 나타

내었다. UV를 이용하여 증류수에서 소독한 경우 반

응 120초에 평형 농도에 도달된 후 미생물 농도의

감소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인공하수 실험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UV 공정

을 적용할 경우 초기 불활성화 속도가 느려지고 120

초에서의 최저 농도도 103 CFU/ml이상을 나타내었

다. 하수의 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2배가 되었을

때 120초에서 104 CFU/ml에 도달된 후 더 이상의

불활성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4. UV와 플라즈마 공정이 인공 하수의 COD와

UV254 흡광도에 미치는 영향

E. coli 불활성화는 증류수나 인공 하수 모두에서

플라즈마 공정의 성능이 UV 공정보다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플라즈마 공정의 주요 목적은 하수 방

류수 중의 미생물을 소독하는데 있으나 플라즈마 공

정이 OH 라디칼은 물론 오존과 과산화수소와 같은

산화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방류수 중의 유기물질이

추가로 산화될 수 있다.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질소

와 인 성분은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플

라즈마와 UV 처리수의 COD 처리를 비교 고찰하였

다.20) 또한 플라즈마와 UV 공정에서 정수 공정과 폐

수처리 공정에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존재와 분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 UV254 흡광도도 비

교하였다.21,22) 

Fig. 8에서 볼 때 플라즈마 공정의 경우 5분의 처

리시간에서 약 2%의 COD가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UV 공정의 경우도 약 2%로 나타나 대장균

소독이 완료되는 5분 이내에서의 COD 처리는 기여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시간을 60분으로

증가시켰을 때 플라즈마 공정은 20.6%의 COD가 제

거되었고, UV 공정은 14.8%의 COD가 제거되어 플

라즈마 공정의 COD 제거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Fig. 6. Effect of water type on the of E. coli disinfection. Fig. 7. Effect of water type on the of E. coli disinfection

in UV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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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E. coli 불활성화가 쉽

기 때문에 적은 산화제와 반응시간만으로도 성능 차

이가 나지만 COD의 경우 분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공하수의 UV254는 0.096으로 나타났

으며, UV 공정의 경우 반응 5분에 UV254 흡광도는

0.082로 14.6%의 제거율을 나타내었고, 플라즈마 공

정은 0.079로 17.7%로 나타났다. 

IV. 고 찰

증류수를 이용한 E. coli 불활성화는 80 V의 낮은

1차 전압만으로도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소독 공정에 적용하는 소독 모델

은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분류는 미생

물의 불활성화 곡선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log-linear

형태이다. 두 번째 분류는 전통적인 log-linear, log-

linear 전에 지체기(shoulder)가 나타나는 유형, log-

linear 감소 후에 끌기(tailing) 현상이 나타나는 유형,

지체기+log-linear+끌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유형이

속하며, 경험적인 특성과 전형적인 1차 불활성화 속

도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분류는 전형적인 log-linear 유형, convex(볼록

면)이 나타나는 형태, 2상의 불활성화 속도를 나타

내는 형태로 정의된다. 네 번째 분류는 전형적인 log-

linear 곡선, log-linear 전에 지체기(shoulder)가 나타

나는 유형, concave(오목면) 곡선, convex(볼록면)/

concave(오목면) 곡선이 나타난 후 끌기 현상이 나

타나는 유형들이다.23) 멀티 플라즈마 반응에서 E.

coli의 소독은 Figs. 3~7에 나타낸 운전인자의 영향

에 관계없이 전통적인 log-linear 형태의 소독 곡선

을 나타내었다. 

공기 공급량은 유전체 내부에서의 절연 유지에 필

수적일 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가스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생성되는 산화제의 농도와도 본 멀티 플라즈마

반응기에 공급하는 공기 공급량은 중요한 운전인자

중의 하나이다. 예비실험 결과 공기를 공급 가스로

이용할 경우 단일 플라즈마 반응기와 멀티 플라즈마

반응기에서의 OH 라디칼 생성의 지표인자인 RNO 분

해에 대한 최적 공기 공급량은 각각 4 l/min과 3 l/min

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RNO 분해는 난분해

성이기 때문에 소독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생성 산화

제의 농도와 관련이 있는 공기 공급량이 중요하지만,

E. coli 불활성화는 80 V라는 낮은 전압에서 소독이

90초라는 매우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공급량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RNO 분해에서의 운전인자인 1차 전압과 공기 공급

량은 E. coli 불활성화에서 얻은 위의 조건과 다르

게 나타났다.17) 멀티 플라즈마 반응기에서의 설계 조

건인 전원과 플라즈마 반응기 수도 RNO 분해와 E.

coli 불활성화와는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플

라즈마 반응기 수와 전원 수의 조합이 E. coli 불활

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고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 기 보고한 자료에서 RNO 분해를

위해 220 V, 5 l/min으로 운전한 조건에서는 멀티 플

라즈마 반응기의 최적 전원과 반응기수의 조합은 전

원3-반응기5로 나타났다.17) 반면 E. coli 소독에서는

전원 수 3인 조건에서 전력을 집중하여 반응기 1개

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경우는 101 CFU/ml에 도

달되는데 180초가 소요되어 전원3-반응기5과 전원3-

반응기3보다 초기 소독 반응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80 V의 전원 3개를 전원1개에서 240 V를

Fig. 8. Effect of disinfection process on the COD and

UV254 abso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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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하고 반응기를 1개로 실험한 경우의 E. coli 불

활성화는 300초의 소독시간에서도 잔류 E. coli 농

도가 102 CFU/ml 이상을 나타내어 소독 효과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전압이 80 V인 경우

플라즈마를 일으키는 고전압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

한 결과 4.3 kV, 240 V는 15.7 kV로 측정되었다. 고

전압이 소량 인가되는 것보다 저전압이 대량 인가되

고 플라즈마 반응기가 1개로 집중되는 것보다 3~5

개로 분산되는 것이 소독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전기분해 공정의 경우 수질이 전기전도도에 영향

을 미치고 산화제 생성 및 소독 성능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박과 김25)은 전기분해

공정에서 COD, T-N, 및 T-P와 같은 수질이 복합적

으로 작용할 때 생성된 산화제가 오염물질과의 산화

와 소독과의 경쟁 반응 때문에 RNO 분해와 소독

효율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플라즈마 반응

기는 전기전도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경재배용 양액을 플라즈마로 처리하였을

때 양액의 성분이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

문에, 하수의 수질도 멀티 플라즈마 공정에서의 E.

coli 불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20)

수질이 소독에 여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

플라즈마 공정의 경우 하수의 수질이 소독에 영향을

주지만 전해질 농도 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전기분

해 공정과는 다르게 플라즈마 공정은 수중의 전해질

농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수 배출수 허

용기준 내에서는 수질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

었다. 배출수 허용기준의 2배에서 소독 성능이 저해

를 받는 것은 수질이 플라즈마 발생 등에 영향을 주

기 보다는 발생한 산화제가 미생물 소독에 모두 이

용되지 않고 수중의 유기물질이나 다른 물질 분해에

이용되기 때문에 낮은 농도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높은 농도에서는 경쟁 관계가 증가하기 때문

에 소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플라즈마 공정의 증류수에서 소독한 결과와 UV

소독 결과를 비교할 때 UV 소독의 경우 초기 미생

물 불활성화 속도가 느리고 최저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도 30초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UV 공정에

서 증류수와 인공 하수에서 소독 실험을 행한 결과

인공 하수의 성분이 UV 소독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불

활성화의 영향이 적었던 플라즈마 소독에 비해 수질

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공 하수

에서의 플라즈마 소독과 비교할 때 대략 103 CFU/ml

이상의 소독능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독의

경우 플라즈마 소독의 성능이 우수하고 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60분의 반응시간에서 플라즈마 공정의 COD가 제

거율이 UV 공정의 COD 제거율보다 5.8% 높아 플

라즈마 공정의 COD 제거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 coli 소독과 COD 분해에 소요되는 시

간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E. coli 불활성화가

쉽기 때문에 적은 산화제와 반응시간만으로도 소독

이 가능하지만 COD의 경우 분해가 더 어렵기 때문

에 분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되었다. 60분의 반응시간에서 UV공정은

55.5%의 제거율을 나타내었고, 플라즈마 공정은

62.5%의 제거율을 나타내어 소독은 물론 COD와

UV254 흡광도 제거도 같은 전력량에서 플라즈마 공

정이 UV 공정보다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UV 공정의 경우 잔류 소독 효과는 없지만 2차 오

염 등의 우려는 없다. 플라즈마 공정의 경우 UV 공

정보다는 소독 성능이 우수하지만 산기관을 통해 미

반응 플라즈마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한

후 환경에 배출하여야 한다. 플라즈마 반응에서 발

생하는 가스의 용존율을 높이면 플라즈마 공정의 성

능을 더욱 더 높일 수 있고 배가스 처리율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플라즈마 가스의 용

존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플라즈마 공정은 UV 공정과 같이 램프 교체와 같

은 비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설비, 가스 용존

장치 등의 설치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성은 설치 및

운전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되었다.

V. 결 론

전원 3개-반응기 5개인 멀티 플라즈마 시스템에서

1차 전압을 30~120 V로 변화시킨 조건에서 80 V이

상의 1차 전압에서는 90초에 대부분의 E. coli가 사

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공급량이 1~5 l/min에

서 공기 공급량은 E. coli 불활성화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 coli 불활성화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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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3-반응기5과 전원3-반응기3 조건이 유사하게 나

타났다. 고전압이 소량 인가되는 것보다 저전압이 대

량 인가되고 플라즈마 반응기가 1개로 집중되는 것

보다 3~5개로 분산되는 것이 소독 성능이 더 우수

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공하수의 수질이 배출허용

기준과 같은 경우는 증류수와 같은 소독 경향을 나

타내었으며, 배출수 허용기준의 2배로 증가하자 초

기 소독 속도가 감소하였으나 잔류 E. coli 농도는

101 CFU/ml를 유지하여 실제 하수 처리 방류수처리

시에도 수질기준을 만족하면서 소독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UV를 이용한 소독 공정은 플라즈마

공정의 증류수에서 소독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초기

미생물 불활성화 속도가 느리고 최저 농도에 도달하

는 시간도 30초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하

수 실험에서 하수의 성분이 UV 소독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독은 물론 COD

와 UV254 흡광도 제거도 플라즈마 공정이 UV 공정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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