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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pplicability of carbon nanotube (CNT) to slow sand filtration for the removal of bacteria was studi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column experiments. The morphology of CNT were investigat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the CNT looked like a skein serving bacteria favorable site for adhesion. Column experiments were performed over a range of 
CNT filter depth, pH, and ionic strength. Bacteria removal efficiency was found to increase from 44.15% to 99.95% as the CNT 
filter depth increased from 1 cm to 5 cm, and 3 cm of CNT filter depth was required for significant removal of bacteria. pH 
increase from 5.5 to 8.5 decreased the bacteria removal efficiency, due to the electrostatic repulsion between bacteria and CNT at 
higher pH. Bacteria removal efficiency decreased from 97.25% to 70.90% as the ionic strength increased from 0 mM to 50 mM.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CNT can be applied to slow sand filtration for treating microbially contaminat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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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박테리아 제거를 위한 완속모래여과에서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자현미경 분석 및 칼럼 실험을 수행하였다. CNT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
과 CNT는 박테리아 부착이 용이한 섬유형태로 응집되어 있었다. CNT의 충진 두께, pH, 이온강도를 달리하며 칼럼 실험을 수
행하였다. CNT의 충진 두께가 1 cm, 3 cm, 5 cm로 증가할수록 박테리아 제거율이 44.15%에서 99.9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pH가 5.5에서 8.5로 증가할 경우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박테리아 제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온강도
를 0 mM에서 50 mM로 증가하여 칼럼 실험을 수행한 경우 박테리아 제거율이 97.25%에서 70.90%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CNT가 오염된 물에 함유되어 있는 박테리아를 처리하는 완속모래여과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탄소나노튜브, 박테리아, 완속모래여과, 여과 두께, 수소이온농도, 이온강도

1. 서 론

지구상에서 물이나 위생에 기인하는 질병이 모든 질병의 

80% 정도로 추정되며, 세계 병원의 병상 절반은 물과 관련

된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고통 받거나 사망하

고 있다.1) 수인성 질병은 오염원에 노출시 다른 질병에 비

하여 전이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질병 관리에 더 관심이 필

요하다. 수인성 질병 중에서 설사, 콜레라, 장티푸스, 그리

고 주혈흡충병과 같은 미생물에 의한 질병이 수인성 질병

의 주를 이루고 있다.2) 설사는 전세계 질병 발생 중에서 약 

4.1%를 차지하며 매년 설사로 인한 사망이 180만명에 이른

다.3) 그리고 약 2억의 인구는 주협흡충병을 앓고 있으며, 그 

중 10% 정도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3) 미국과 같이 산

업화된 선진국에서 세균성 질병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바
이러스나 원생동물과 같은 새로운 병원균에 의한 발병건수

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수질 오

염 내 병원균의 증가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1)

수 처리 설비로 유입되는 원수에는 살모넬라 종, 시겔라 종, 

대장균, 비브리오 콜레라와 같은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다.4) 
병원균은 설사와 같은 질병을 발생시켜 결국 죽음에 기여

할 수 있으므로 음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수자원 내 병원균

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5~7) 하지만 기존 수처리시설의 

병원균의 제거 효율은 유입수 내에 병원체 종류 및 농도의 

변화나 유입수의 탁도, 온도 등에 영향을 받아 효율적인 제

거를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1,8,9) 따라서 수자원 내 포함되

어 있는 병원균을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 
수자원 내 병원균과 같은 독성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활성탄 같은 탄소 물질이 매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6) 
최근 연구자 및 공학자들은 탄소 물질 중 탄소나노튜브(Car-
bone Nanotube, CNT)를 차세대 산업의 핵심 물질로 보며,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신소재로 주목하고 있다.10,11) 높은 표

면적과 전기 전도도, 항균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CNT
는 수 처리에 적합하여 이를 응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6,12~14) CNT는 지구상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탄

소로 이루어진 탄소 통소체로서 하나의 탄소가 다른 탄소원

자의 육각형 벌집무늬로 튜브형태로 결합된 물질이며, 튜브



874 J. Kor. Soc. Environ. Eng.

안희경․박성직

Journal of KSEE Vol.36, No.12 December, 2014

의 직경이 나노미터 수준으로 매우 작은 물질이다.15) CNT는 

단일벽 CNT (Single-Walled CNT, SCNT)와 다중벽 CNT 
(Multi-Walled CNT, MWCNT)로 분류된다. 단일벽 CNT는 

합성방법이 어려워 소량으로만 생산되어 가격이 높다. 반
면 다중벽 CNT는 대량 합성기술이 개발되어 가격이 단일

벽 CNT에 비해 저렴하여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
근 상용화된 CNT로 미생물을 비활성화 시키는 응용기술을 

개발했으며,16,17) 화학적 특성에 따른 미생물 제거를 단층 

CNT 필터로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6,16) 또한 단층 CNT
를 이용한 고초균 흡착특성을 수행18)하여, 바이오센서 흡착

제로 적용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대부분

이 배치 조건에서 수행한 CNT의 살균 특성에 대한 연구라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속모래여과에서 박테리아 제어를 위한 

CNT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완속모래여과의 주요 제

거 기작은 주로 여과층 상층부에 형성된 여과막에 의해서 

입자의 제거가 이루어지며, 여과막이 형성되지 않으면 처리

수의 수질이 저하된다.19) 여과는 중력을 이용하므로 처리 과

정에서 타 공정에 비하여 에너지가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어, 성능적인 면을 개선한다면 좋은 수처리 방법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염된 원수에 포함된 박테

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CNT를 여과사 위에 배치하여 다양한 

실험(CNT의 두께, pH 및 이온강도) 조건에서 칼럼 실험을 

수행하였다. 칼럼에서부터 유출된 용액에 존재하는 박테리

아의 농도를 분석하여 파과곡선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파

과곡선으로 단위질량당 제거율, 흡착 변수를 정량화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칼럼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다중벽 CNT (MW-
CNT, CM-150, 한화케미칼)와 입경분포가 3.81~5.08 mm인 

여과사(Daejung Chemicals & Metals Co., Korea)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CNT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

하였다. 박테리아로 오염된 물을 모사하기 위해 한국미생물

보존센터(Korea Culture Center for Microorganisms)로부터 

대장균의 일종인 Escherichia coli ATCC 11105를 구입하였

으며, 박테리아를 배양하기 위해 tryptone과 yeast extract는 

BD Bacto사에서 구입하였다. 칼럼에서 채취된 용액 속 살아

있는 박테리아의 개체수는 대장균 측정용 배지(3M petrifilm, 
3M Health Care,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CNT of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Carbon nanotube CM-150

Diameter
Type
Purity

Bulk density

5~1,300 µm
Aligned

~90 wt.%
~0.06 g/cm3

2.2. 박테리아 배양

박테리아의 배양을 위하여 Tryptone 10 g과 Yeast Extract 
5 g, NaCl 5 g을 증류수 1 L에 첨가하여 먼저 성장배지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배지 500 mL가 담긴 삼각플라스크에 

박테리아 0.05 mL를 주입하여 2일간 37℃에서 배양하였다. 
배양된 박테리아 현탁액을 원심분리기(Combi 514R, Hanil, 
Korea)에서 3,500 rpm으로 20분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성
장배지내 영양배지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농축된 박테리아 

용액을 3번 원심분리하였다. 칼럼 실험에 사용된 용액의 초

기농도는 증류수에 희석하여 분광광도계(Optizen POP QX, 
Mecasys, Korea)의 파장 600 nm에서 0.05 OD600로 맞추었

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초자 기구는 다른 미생물의 의한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압멸균기(HB-506, Han Baek Scien-
tific CO., Korea)에서 17.6 psi, 121℃ 조건으로 15분간 멸

균한 후 사용하였다.

2.3. 칼럼 실험

칼럼 실험에 사용된 칼럼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내경은 1.6 
cm 높이는 15 cm인 칼럼을 사용하였다. CNT와 여과사는 

일정 비율로 층상으로 칼럼에 가득 채웠으며, 유입수에 의

해서 CNT가 분산 및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NT
층 위에 1 cm의 여과사 층을 두었다. 모든 실험을 수행하기 

전 미리 24시간 동안 일정한 유량으로 증류수를 흘려 보내

어 안정화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입되는 모든 박테리아

의 농도는 0.05 OD600로 유지하였으며, 액체정량 펌프(Stepdos, 
KNF Flodos,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유량 0.7 mL/min으
로 칼럼 상부에서 하향으로 주입하였다. 박테리아 제거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세 가지(두께, pH, 이온강도) 인자에 대

해서 칼럼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CNT 두께에 따른 박

테리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0 cm, 1 cm, 3 cm, 5 cm의 

두께로 CNT를 충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pH에 대

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0.05 OD600 농도로 맞춘 박테리아 

용액에 적정량의 HNO3 및 NaOH를 주입하여 pH 5.5, pH 
7, pH 8.5로 조절한 후 칼럼에 주입하였으며, 이온강도에 

대한 영향은 0 mM, 10 mM, 50 mM의 농도로 제조한 KCl 
용액을 이용하여 박테리아 용액을 0.05 OD600로 제조한 후 

수행하였다. 박테리아 용액은 24시간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여 칼럼에 주입하였으며, 칼럼에서 유출된 시료는 자

동분취기(Retriever 500, Teledyne, CA, USA)를 이용하여 채

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내의 박테리아 농도는 UV 분광광도

계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박테리아의 살균여부

는 대장균 측정용 배지에 채취한 용액 1 mL를 주입하여 

37℃에서 48시간 배양 후 콜로니를 계수하였다. 성장한 콜

로니의 수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18)

Number of colinies [CFU/mL]
= (Number of colinies for each dilution) /

(dilution factor) / (sample volu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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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 of CNT (a) before experiment (b) after exposure to bacteria.

2.4. 박테리아 사멸 실험

배치 실험을 위해 먼저 균일한 CNT 용액을 이용하기 위

하여 CNT를 3 g을 증류수 900 mL에 첨가한 후 초음파발

생기(VCX750, Sonics & Materials, USA)를 이용하여 1시
간동안 38 W의 전력 출력으로 분산하였다. 이온강도에 따른 

박테리아 사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온강도가 0 mM, 
20 mM, 100 mM인 0.1 OD600 박테리아 용액 15 mL와 CNT
를 분산한 용액 15 mL를 각각 50 mL 용량의 conical tube
에 넣어, 0.05 OD600 농도의 0 mM, 10 mM, 50 mM 이온강

도가 다른 박테리아와 CNT 혼합 용액을 제조하였다. 30 min, 
1, 3, 6시간으로 반응시킨 후 상등액을 채취하였고, 채취한 

용액은 대장균 측정용 배지에 1 mL를 주입하여 37℃에서 

48시간 배양 후 콜로니 개수를 산출하였다.

2.5. 데이터 분석

실험에 사용된 CNT의 형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

자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표면을 관찰 하였다. 시료는 상온에서 3
일간 건조하고, charging에 의한 간섭 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백금(Pt)을 시료에 증착시켰다.
칼럼 실험을 통한 박테리아 제거율은 칼럼을 통과한 시

료내의 박테리아 흡광도(OD600)와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개

수(CFU)로부터 각각 산정하였다. 칼럼으로 주입된 박테리

아의 총 양(Mtotal)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2)

C0는 박테리아의 유입 농도, Q는 체적유량, 그리고 ttotal은 

총 주입시간이다. 주입되는 박테리아의 농도와 유량이 일정

할 때 칼럼에서 박테리아의 제거량(qtotal)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3)

Ct는 시간 t에서 박테리아의 농도이다. 실험을 수행하는 동

안 박테리아의 제거율(Re, %)은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4)

3. 결과 및 고찰

3.1. 탄소나노튜브의 특성

칼럼 실험을 수행되기 전후의 CNT의 형태를 SEM을 이

용하여 표면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Fig. 1로 나타내었다. 
Fig. 1(a)을 통해 얇은 섬유형태로 응집된 CNT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Fig. 1(b)에서는 박테리아가 부착되어 있는 CNT
를 관찰 할 수 있었다. CNT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박테

리아가 쉽게 부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ang 등16) 
연구 결과에 따르면, CNT는 박테리아의 대사경로를 방해

하고 산화반응에 의해서 박테리아 세포를 파열 시킨다. 따
라서, 박테리아는 CNT에 부착되어 일부가 제거되고, 일부 

박테리아는 CNT에 의해서 사멸된다. 따라서 CNT는 살균

특성과 더불어 부착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수한 수처리 

소재로 판단된다. 박테리아 주입 전에 24시간 동안 증류수 

주입 시 칼럼 유출수의 흡광도를 분석한 결과 0.000 OD600

으로 칼럼 유출수 내에 CNT가 미량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CNT가 유실되지 않고 여과사 위에 존

재하는 이유는 막대형의 CNT 형상적 특징과 CNT 층 위에 

1 cm의 여과사가 유입수로부터의 침식을 방지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3.2. 충진된 탄소나노튜브의 두께에 따른 박테리아 제거 

본 연구에서는 충진된 CNT 두께의 따른 박테리아 제거

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칼럼에 0 cm, 1 cm, 3 cm, 5 cm의 

두께로 충진하였다. 박테리아 흡광도 농도(OD600)와 살아있

는 박테리아 개수(CFU)에 따른 파과곡선은 Fig. 2로 나타내

었으며, 식을 적용한 결과는 Table 2 (Exp. 1-4) 나타내었다. 
통과한 시료내의 박테리아 흡광도 농도(OD600)로 박테리아 

제거율을 산정한 경우 여과사만으로 수행한 제거율은 16.08 
%이었으며, 충진된 CNT의 두께가 1 cm, 3 cm, 5 cm로 증

가함에 따라 제거율은 25.81%, 97.25%, 99.23%로 증가하

였다.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개수(CFU)로 제거율을 산정한 

경우 여과사만으로 수행한 제거율은 44.13%이었으며, 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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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acterial breakthrough curves from column experiments 
in the CNT with variations of CNT depth. (a)Relative OD 
concentration (b) Relative CFU concentration.

Table 2. Column experimental conditions and results

Exp.
Thick-
ness
(cm)

pH
Ionic 

strength
(mM)

OD CFU

Mtotal

(mg)
qtotal

(mg)
Re
(%)

Mtotal

(mg)
qtotal

(mg)
Re
(%)

1 0 7 0 0.0084 0.00135 16.08 554400 244650 44.13

2 1 7 0 0.0504 0.01301 25.81 2338560 1032500 44.15

3 3 7 0 0.252 0.24507 97.25 6955200 6807185 97.87

4 5 7 0 0.252 0.25005 99.23 8366400 8362191 99.95

5 3 5.5 0 0.252 0.25011 99.25 6034140 60304001 99.38

6 3 8.5 0 0.252 0.19515 77.44 13255200 12157881 91.72

7 3 7 10 0.252 0.21218 84.2 6014398 5787078 96.22

8 3 7 50 0.252 0.17867 70.9 8467200 6886444 81.33

된 CNT의 두께가 1 cm, 3 cm, 5 cm로 증가함에 따라 제거

율은 44.15%, 97.87%, 99.95%로 증가하였다. 3 cm와 5 cm
로 수행한 제거율은 1 cm로 수행한 제거율과 뚜렷한 차이

가 나타난 결과를 통해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충진

된 두께가 최소 3 cm 이상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3 cm와 5cm인 경우 제거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으

며, 이를 통해 CNT의 적정량 산정은 박테리아를 효과적으

로 제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3. 용액 pH에 따른 박테리아 제거

두께에 따른 박테리아 제거 분석결과를 통해 CNT 3 cm
로 충진한 경우가 적정 두께로 판단되어 pH에 따른 칼럼 실

험의 경우 모두 3 cm로 충진한 칼럼을 이용하였다. 박테리

아 흡광도 농도(OD600)와 살아있는 박테리아 개수(CFU)에 

따른 파과곡선은 Fig. 3으로 나타내었으며, 정량화된 제거 특

성 값은 Table 2 (Exp. 3, 5, 6)에 나타내었다. 
통과한 시료내의 박테리아 흡광도 농도(OD600)로 박테리

아 제거율을 산정한 경우 pH가 5.5, 7, 8.5로 증가함에 따라 

제거율은 99.25%, 97.25%, 77.44%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개수(CFU)로 제거율을 산정한 

경우 pH가 5.5, 7, 8.5로 증가함에 따라 제거율은 99.38%, 
97.87%, 91.72%로 감소하여, pH가 높을수록 박테리아 흡

광도 농도(OD600)와 박테리아개수(CFU)에 의한 제거율은 낮

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토양 및 광물 표면에 박테리아 

부착은 pH가 증가함에 따라서 음전하를 띄는 박테리아와 

흡착제 표면 사이에 반발력이 커져서 부착이 감소한다고 알

려져 있다.20) Brady-Estevezal 등6) 역시 pH에 따른 단층 CNT
의 바이러스 제거 실험 결과 pH가 높을수록 낮은 등 전위 

특성을 가진 CNT가 음전하를 갖게 되면 음전하의 박테리

아와 반발력이 커져서 제거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Fig. 3. Bacterial breakthrough curves from column experiments 
in the CNT with variations of pH. (a) Relative OD concen-
tration (b) Relative CFU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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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acterial breakthrough curves from column experiments 

in the CNT with variations of ionic strength. (a) Relative 
OD concentration (b) Relative CFU concentration.

3.4. 이온강도에 따른 박테리아 제거

이온강도에 따른 칼럼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3 cm로 충진

한 칼럼과 산과 염을 첨가하지 않은 증류수에 KCl를 0~50 
mM으로 첨가하여 수행하였다. 박테리아 흡광도 농도(OD600)
와 살아있는 박테리아 개수(CFU)에 따른 파과곡선은 Fig. 4
로 나타내었으며, 식을 적용한 분석 결과는 Table 2 (Exp. 3, 
7, 8)로 나타내었다.

CNT와 여과사 혼합 필터의 박테리아 제거율을 흡광도

(OD600)로 산정한 경우 이온강도가 0 mM, 10 mM, 50 mM
로 증가함에 따라 제거율은 97.25%, 84.20%, 70.90%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FU로 산정한 제거율은 이온강도가 

0 mM, 10 mM, 50 mM로 증가함에 따라 제거율은 97.87%, 
96.22%, 81.33%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이온강도가 증가

할수록 흡광도(OD600)와 박테리아 개수(CFU)에 의한 제거

율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대조적

으로 Brady-Estevez 등6)은 1-100 mM NaCl 농도에서 이온

강도가 증가할수록 단일벽 CNT에 의한 바이러스 제거가 

증가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온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DLVO 
(Derjaguin-Landau-Verwey-Oberbeek) 이론에 따라서 정전기

적 이중층이 압축되어서 흡착에 의한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Fig. 5. Effect of Ionic strength on bacteria removal by batch 
test.

의 제거율이 증가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21) 
이온강도에 따른 CNT의 박테리아 불활성화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배치실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이온강도에 따른 배치실험결과 이온

강도를 주입하지 않은 0 mM 조건에서는 3시간만에 완전

히 제거된 것에 비해 KCl이 첨가된 10 mM, 50 mM용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활성화된 박테리아 수가 증가하지만 

완전히 사멸되지 않았다. 칼럼 실험과 배치실험을 통해 높

은 이온강도에서 CNT로 충진된 칼럼의 박테리아 제거율이 

낮은 것은 높은 이온강도에서 CNT의 살균력이 감소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완속모래여과에서 CNT에 의한 박테리아

의 제거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충진 두께, pH, 이온강도를 

달리하며, 칼럼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CNT의 형태적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CNT는 섬유형태로 응집되어 있어 박테리아 부착에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CNT의 두께(0, 1, 3, 5 cm)
에 따른 박테리아의 제거능을 비교한 결과, 두께가 증가함

에 따라서 박테리아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T의 두께가 3 cm 이상에서 박테리아 제거율이 뚜렷하

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께가 최소 3 cm 이상이 되어

야 박테리아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H에 

따른 칼럼 실험 결과 pH가 증가할수록 제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강도가 증가할수록 칼럼에서 박테리

아 제거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이온

강도에서 CNT의 살균력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CNT가 완속모래여과 공정에서 박테리아 

제거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완속모래여과 공정

에서 CNT 적용 시 CNT의 유출 방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878 J. Kor. Soc. Environ. Eng.

안희경․박성직

Journal of KSEE Vol.36, No.12 December, 2014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한경대학교 2013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References

1. Woo, D. S., Kwon, M. S., Yoo, B. R., Park, G. H., Lee, Y. 
S., Jo, G. H. and Jo, Y. T., “Status of Water Resources in 
Korea” New introduction to water pollution, DongHwa Te-
chnology, p. 17(2006).

2. Foppen, J. W., Transport of Escherichia coli in saturated po-
rous media. Taylor & Francis Group plc, London(2007).

3.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bating waterborne disease at 
the household level / International Network to Promote House-
hold Water Treatment and Safe Storage, WHO Press, Geneva, 
Switzerland, pp. 10~31(2007).

4. Upadhyayula, V. K. K., Deng, S., Mitchell, M. C. and Smith, 
G. B., “Application of carbon nanotube technology for re-
moval of contaminants in drinking water: A review,” Sci. 
Total Environ., 408(1), 1~13(2009).

5. Kosek, M., Bern, C. and Guerrant, R. L., “The global burden 
of diarrhoeal disease, as estimated from studies published 
between 1992 and 2000,” Bullet. World Health Organ., 81 
(3), 197~204(2003).

6. Brady-Estevezal, A. S., Nguyenb, T. H., Gutierrezb, L. and 
Elimelecha, M., “Impact of solution chemistry on viral remo-
val by a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filter,” Water Res., 
44(13), 3773~3780(2010).

7. Montgomery, M. A. and Elimelech, M., “Water and sanita-
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health in the equa-
tion,” Environ. Sci. Technol., 41(1), 17~24(2007). 

8. Assavasilavasukul, P., Lau, B. L. T., Harrington, G. W., 
Hoffman, R. M. and Borchardt, M, A., “Effect of pathogen 
concentrations on removal of Cryptosporidium and Giardia 
by conventional drinking water treatment,” Water Res., 42 
(10-11), 2678~2690(2008).

9. Lechevallier, M. W. and Au, K. K., Water treatment and pa- 

thogen control, Impact of treatment on microbial quality: a 
review document on treatment efficiency to remove pathogens, 
IWA Publishing(2004). 

10. Ijima, S., “Helical microtube of graphitic carbon,” Nature, 
354, 56~58(1991).

11. Lee, S. H., “Preparation of Metallic Nanoparticle/Carbon 
Nanotube,”Ph. D.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2009).

12. Diallo, M. S. and Savage, N., “Nanoparticles and water qua-
lity,” J. Nanopart. Res., 7(4-5), 325~330(2005).

13. Li, Q. L., Mahendra, S., Lyon, D. Y., Brunet, L., Liga, M. 
V., Li, D. and Alvarez, P. J. J., “Antimicrobial nanomaterials 
for water disinfection and microbial control: potential appli-
cations and implications,” Water Res., 42(18), 4591~4602 
(2008).

14. Mauter, M. S. and Elimelech, M., “Environmental applica-
tions of carbon-based nanomaterials,” Environ Sci. Technol., 
42(16), 5843~5859(2008). 

15. Kim, H. C.,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Changes 
of Nanocomposites due to Addition of Carbon Nanotubes,” 
Ph. D.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KAIST(2003).

16. Kang, S., Herzberg, M., Rodrigues, D. F. and Elimelech, M., 
“Antibacterial effect of carbon nanotubes: Size dose matter!,” 
Langmuir, 24, 6409~6413(2008). 

17. Brady-Estevez, A. S., Kang, S. and Elimelech, M., “A single- 
walled-carbon-nanotube filter for removal of viral and bac-
terial pathogens,” Small, 4(4), 481~484(2008).

18. Upadhyayula, V. K. K., Deng, S., Smith, G. B. and Mitchell, 
M. C., “Adsorption of Bacillus subtilis on single-walled car-
bon nanotube aggregates, activated carbon and NanoCeram,” 
Water Res., 43(1), 148~156(2009).

19. Jo, G. H., Kwon, J. H., Kim, T. G., Park, G. Y., Son, I. S., 
Woo, D. S., Lee, S. H. and Lee, W. H., Water and waste-
water engineering, DongHwa Technology, (2008).

20. Taylor, D. H., Moore, R. S. and Sturman, L. S., “Influence 
of pH and electrolyte composition on adsorption of polio-
virus by soils and minerals,” Appl. Environ. Microbiol., 42 
(6), 976~984(1981).

21. Elimelech, M., Gregory, J., Jia, X. and Williams, R. A., Par-
ticle Deposition and Aggregation: Measurement, Modeling 
and Simulation, Butterworth-Heinemann Ltd.(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