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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지형 자외선 살균조 설계를 위한 자외선 분포 모델의 개발 및 적용

박창연*ㆍ김성홍**ㆍ최영균***

Park, Changyeun*, Kim, Sunghong**, Choi, Younggyun***

Development of an UV Distribution Model for the Design of a 

Submerged UV Disinfection Reactor and Its Application

ABSTRACT

A 3D model was developed to calculate the UV intensity of a submerged-type UV disinfection reactor. Numeric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by inputting the design factors of an open channel–type disinfection reactor and a pipe-type disinfection reactor that were 

installed in an actual sewage treatment plant. The following data were obtained: The average UV intensity of the installed open channel

–type reactor and pipe-type reactor was 7.87 mW/cm2 and 13.09 mW/cm2, respectively; the UV dose reflecting the UV irradiation time 

and taking into account attenuation effects such as mixing imbalance, lamp aging, temperature, and fouling, was expected to be 21.1 

mJ/cm2 and 24.8 mJ/cm2, respectively, and these values are 5 % and 24 % higher than the target UV dose of 20 mJ/cm2, respectively. 

By using the UV3D model, the optimal lamp position, which maximizes the average UV intensity without changing the size of the 

disinfection reactor or lamp output power, can be found. In this case, by only adjusting the lamp position, the average UV intensity can 

be increased by 0.9 % for the open channel–type and 0.5 % for the pipe-type, respectively. A better average UV intensity can be obtained 

by model simulation. By adjusting the horizontal and vertical ratio of the open channel–type reactor and by moving the lamp position, 

the average UV intensity can be increased by 7.4 % more than the present case. 

Key words : UV3D, Ultraviolet intensity, MPSS model, UV disinfection

초 록

침지형 자외선 살균조의 자외선 강도를 계산하기 위한 3차원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실제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있는 개수로형 살균조와 관로형 

살균조에 각각 적용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델링을 통해 계산한 살균조의 평균 자외선 강도는 각각 7.87 mW/cm2와 13.09 mW/cm2

로 계산되었다. 자외선 조사 시간을 반영하고, 혼합 불균형, 램프 노화, 온도 및 파울링에 의한 감쇄효과를 고려한 자외선 조사량은 각각 21.1 

mJ/cm2, 24.8 mJ/cm2로 예측되었는데 이 값은 목표 자외선 조사량인 20 mJ/cm2보다 각각 5 %, 24 %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개발한 

UV3D 모델을 사용하면 살균조의 조사 시간이나 램프의 출력을 높이지 않고도 수치실험을 통해 평균 자외선 강도가 가장 큰 최적의 램프 위치

를 찾을 수 있다. 램프 위치 조정만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개수로형 살균조와 관로형 살균조의 자외선 조사량은 각각 0.9 %, 0.5 % 향상시킬 

수 있다. 개수로형 살균조의 경우 살균조의 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조정하고, 램프의 위치를 바꾸면 평균 자외선 강도

는 현재보다 7.4 % 더 증가한다. 

검색어 : UV3D, 자외선 강도, MPSS 모델, 자외선 살균

환경 및 생태공학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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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대장균군수 

기준은 3,000 개/mL 이하이며, 2014년 7월부터는 Ⅰ지역에 있는 

일일 하수처리용량 500 m3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1,000 

개/mL 이하로 강화되었다. 하수처리수를 소독하는 목적은 처리수 

중에 생존할 우려가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 또는 불활성화하여 

방류수역의 위생적인 안전성을 높이는데 있다. 하지만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및 하수도 분류화 사업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분뇨의 직투입이 늘어나면서 세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하수 중 총대장균군수는 1 mL 당 수백만 내지 수천만 개이고, 

2 차 처리 후에도 1 mL 당 수백 내지 수만 개에 달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 필자가 참여한 한 연구에서 국내 하수처리

장 2 차 처리수의 총대장균군수를 8×102 ~ 8×103 개/mL로 보고한 

바 있다(Kim et al., 2016).

하수의 살균에는 염소가스 주입이나 자외선 살균, 이산화염소 

주입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염소 혹은 

자외선 살균이 대부분이다. 특히 자외선 살균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 년 기준 전체 4,111 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90 % 이상인 

3,708 개 시설이 자외선 혹은 자외선과 기타 살균법을 혼합한 

방법으로 살균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9). 이는 

2013 년에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62 %인 2,333 개 시설이 

자외선 또는 자외선 및 기타 살균법 혼합 방법으로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자외선 살균은 염소 소독법과 같은 화학적 방법 보다 운전이 

쉽고,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소독부산물이 없으며, 병원균뿐만 아니

라 Cryptosporidium이나 Giardia와 같은 원생동물을 불활성화하

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하수처리장 방류수 살균의 

경우 소독력이 강하면서도 잔류 독성이 없어야 하는데(Ministry 

of Environment, 2011) 자외선 살균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킨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외선 살균은 물의 탁도나 부유물질 농도의 

영향을 받는데, 하수처리장 이차처리수의 부유물질 농도가 30 

mg/L 이상이면 저압 자외선 램프를 이용한 살균은 그다지 효과적이

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EPA, 1999).

화학적 살균에서 살균력은 주입농도 및 접촉시간에 비례하듯이 

자외선의 살균력은 자외선의 강도 및 노출시간에 비례한다. 그래서 

자외선 조사량(UV dose, ultraviolet dose)은 이 두 인자의 곱으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다.

   
×  sec

(1)

대장균 제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하수 방류수의 자외선 살균시 

조사량은 우리나라 하수도시설기준에서는 수십 μJ/cm2 범위로 

제시하고 있으나(Ministry of Environment, 2011) 많은 문헌들에

서는 하수 2 차 처리수 대장균 제거를 위한 자외선 조사량으로서 

수십 mJ/cm2를 사용하고 있다(Andreadakis et al., 1999; Gilboa 

and Friedler, 2008; Hallmich and Gehr, 2010). 자외선 강도(UV 

intensity)는 광원과의 거리에 따라 역제곱에 비례하여 감소하고, 

빛의 특성인 굴절(refraction), 반사(reflection), 흡수(adsorption)

가 일어난다. 따라서 자외선 살균조를 대표하는 자외선 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빛의 특성을 고려한 자외선 분포 

모델을 만들고, 살균조 전 영역의 자외선 강도를 각각 계산한 후 

각 지점의 자외선 강도를 평균하여 대표 자외선 강도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자외선 살균조

를 설계할 때 많은 경우 위와 같은 수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자외선 

강도를 계산하지 않고,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개선된 경우라 하더라도 굴절이나 반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화된 역제곱법칙에 물에서의 자외선 흡수량만을 고려하

여 평균 자외선 강도로 간주한다. 이러한 설계 방법은 자외선 강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자외선 램프를 설치하

게 되고, 과대 설계가 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한 비접촉식 자외선 강도 분포 모델(Kim, 

2008; Kim et al., 2016; Lee et al., 2014)을 침지형으로 개량한 

UV3D (UV three dimension)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사용하

여 국내에 설치 운영 중인 침지형 자외선 살균조의 설계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외선 살균조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자외선 강도 산정 모델

자외선 램프는 직선형이 많이 사용된다. 직선형 램프는 선 광원이

므로 자외선 강도 분포를 계산할 때는 MPSS (multiple point source 

summation) 방법으로서, 선 광원을 일련의 점 광원(point source)

으로 간주하고, 어떤 한 점(receptor point)에 도달하는 모든 점 

광원의 빛 강도를 누적하여 계산한다. 자외선의 발생원인 램프는 

보통 수정 슬리브 안에 설치하여 램프와 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때문에 빛은 공기층-수정층-물층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며 

수용체 점에 도달하게 된다. 3 개의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빛은 

흡수되어 감쇄하고, 매질의 밀도가 서로 다르므로 경계면에서 굴절 

및 반사하게 된다. 계산의 핵심이 되는 비접촉식과 침지형 자외선 

살균조에서 빛의 진행경로를 Fig. 1에 비교하였다. 비접촉식은 

3개의 경계면에서 빛이 반사 및 굴절을 하는 반면, 침지형은 2 

개의 경계면에서 빛의 반사 및 굴절이 일어나므로 굴절각을 계산하

기 위한 연립 방정식이 더 간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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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따른 빛의 강도 감소, 흡수율, 굴절률 및 반사율은 각각 

다음 Eqs. (2)~(5)와 같다(Liu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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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in si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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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P는 자외선의 파워(Watt); d는 램프와 한 지점까지의 

거리(cm); E는 그 지점에서의 자외선 강도(W/cm2);  ′는 “10 

mm 투과율” % 값(%); 는 그 매질의 자외선 흡수율; 
 는 

매질  및 의 굴절계수;   및 는 수직선에 대한 빛의 진행각(굴절

각); 는 매질 에서 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의 반사율이다.

한 개의 램프만 설치된 경우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나 2 

개 이상의 램프를 설치하면 램프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긴다. 즉, 

1번 램프의 빛은 2번 램프 반대쪽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그만큼 자외선 

강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림자 효과는 아래 Fig. 2와 같으며, 

사잇각()는 다음 Eq. (6)으로 구할 수 있다. 본 모델에서는 이러한 

그림자 효과(shadowing effect)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tan 
⋅

⋅
(6)

여기에서  


 ,  




이다.

수학적 모델을 구성한 후 Microsoft Excel VBA (Visual Basic 

Application)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Fig. 3에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 변수 및 옵션 선택 그리고 중요 결과 출력 워크시트를 표시하였

는데 1 개의 모듈과 3 개의 유저폼으로 구성하여 계산 후 결과를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차원 모의가 가능하고, 

파장대별 살균 효과가 다르므로 이를 옵션으로 선택하여 단일 파장 

혹은 다파장의 자외선 강도를 모두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방형 살균조와 타원형 살균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 광원을 

일련의 점 광원으로 나누는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LSI 

(line source integration) 모델, MPSS 모델, MSSS (multiple 

segment source summation)모델 모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계산 element 크기와 개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이미 보고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Bolton(2000)은 수치 실험에서 평균 자외선 강도 83.9 mW/cm2를 

제시하였는데 Bolton과 동일한 조건을 본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계산한 평균 자외선 강도는 84.7 mW/cm2로서 비슷하였다. 또한, 

(a) Non-contact type

(b) Submerged type

Fig. 1. UV Light Pathway in a Non-contact or Submerged-Type 
Photoreactor (Jeon et al., 2012)

Fig. 2. Shadow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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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u 등의 파일롯 실험을 위한 계산에서 자외선 강도 분포가 0.1 

– 27 mW/cm2로 나타났는데(Chiu et al., 1999), 동일한 조건을 

가정하고 계산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0.1 – 34 mW/cm2로 

예측되어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모델은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자외선 강도 산정 

모델의 검증은 실제로 물 속에 자외선 센서를 설치하고, 다양한 

거리와 입사각에 따라서 자외선 강도를 실측한 후 모델링 값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침지형 UV3D 모델은 서론에

서도 언급하였듯이 비접촉식 자외선 강도 산정 모델을 개량하여 

침지형 모델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기본 방정식과 해석 방법은 

비접촉식 모델과 동일하다. 비접촉식 자외선 모델은 실제로 방수형 

자외선 센서를 설치하고 매우 촘촘한 간격으로 물 속 각 수용점의 

자외선 강도를 실측하여 검증한 바 있다(Lee et al., 2014).

3. 설계 살균조 및 모의 조건 설정

3.1 살균조 설계 제원

검토 대상 살균조는 Fig. 4와 같이 개수로형 살균조 및 관로형 

살균조 각각 1 개소이다. 개수로형 살균조는 00군 공공하수처리시

설의 2차처리수를 처리하는 자외선 살균조이다. 설계유량은 3,000 

m3/day이며, 살균조는 장방형 수로로서 수로의 제원은 250 mmW 

× 720 mmH × 1,440 mmL이다. 이곳에 설치된 자외선 램프는 

Philips 사의 저압 아말감 램프 12개가 물 흐름 방향과 같은 방향으

로 설치되어 있다. 램프는 240 W 출력에 자외선 효율은 35 %, 

자외선 출력은 85 W이다. 설계 제원은 Table 1과 같으며, 세로 

방향으로 2 열, 6 층의 등간격으로 램프가 배치되어 있다.

관로형 살균조는 00시 00지구의 설계유량 500 m3/day의 공공하

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살균조로서 스테인리스제 원형관로이며 내경 

208 mm에 길이 921 mm이다. 설치된 자외선 램프는 LightSources 

사의 저압 고출력 아말감 램프이며, 총 4 개가 물 흐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램프 출력은 150 W에 자외선 출력은 

52 W이다. 

2 개의 살균조에는 각각 와이퍼 오링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 

세척이 가능하다. EPA(1999)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장균 4-log 

(99.99 %) 제거를 위한 자외선 조사량은 20 mW-sec/cm2이며, 

본 설계에서도 대장균 4-log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Fig. 3. Data Input and Result Display Worksheet of the Simulation Model – UV3D

Table 1. Design Parameters for the UV Reactors

Parameter Open channel type Pipe type

Design flowrate (m3/day) 3,000 500

Channel dimension (mm) 250 W×720 H×1,440 L 208D

Lamp power consumption (W) 240 150

UV output (W) 85 52

Quartz sleeve outer diameter (mm) 28 28

Quartz sleeve thickness (mm) 1.5 1.5

UV lamp arc length (mm) 1,440 921

UV lamp installed (ea) 12 4

Reactor volume (m3) 0.259 0.0313

Total quartz sleeve volume (m3) 0.011 0.00227

Effective reactor volume (m3) 0.248 0.0290

Hydraulic retention time (sec) 7.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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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의 조건 설정

자외선 강도 산정 모델에 위에서 언급한 살균조 제원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각 램프는 2 cm 간격으로 분리하여 

점 광원으로 간주하였다. 자외선량 계산을 위해 x, y, z방향으로 

각각 0.2 cm, 0.2 cm, 2 cm 간격의 격자망을 구성하였다. 수정슬리

브가 차지하는 부피를 제외한 계산 격자수는 개수로형이 310만 

여 개, 관로형이 36만 여 개이며, 각 격자점의 자외선 강도를 산술평

균하여 평균 자외선 강도()로 간주하였다. 설계변수 값으로

서 수정의 투과율은 85 %, 물의 투과율은 65 %를 가정하였다

(Bolyard et al., 2019; NWRI, 2012). 자외선 살균조의 운전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실제 강도는 평균 자외선 강도보다 줄어들

게 된다. 이러한 변수들에는 온도 변화, 램프 수명(aging)에 따른 

출력 감소, 혼합 불균형에 의한 감소 그리고 수정 슬리브에 발생하는 

파울링으로 인한 자외선 투과량 감소 등이 있다. 실제 설계에는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이러한 감소를 반영하는데 보정계수는 램프

의 종류나 설계 조건, 운전 경과 시간, 혼합 방법, 파울링 방지 

장치 유무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값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보정계수 값은 Table 2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사례 설계에서 채택하여 사용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도 모델링을 통해 살균조의 평균 자외선 강도를 구하고, 

여기에 온도 보정계수, 램프 수명 보정계수, 혼합 보정계수 및 

파울링 보정계수를 곱하여 설계 자외선 강도()로 평가하였

다. 보정된 설계 자외선 강도는 다음 Eq. (7)과 같다.


⋅


⋅


⋅


⋅


(7)

여기에서, 는 설계 자외선 강도(mW/cm2); 는 모델링

으로 계산한 평균 자외선 강도(mW/cm2); 

는 온도 보정계수(-); 



는 수명 보정계수(-); 


는 혼합 보정계수(-) 그리고 


는 

파울링 보정계수(-)이다.

4. 결과 및 고찰

4.1 자외선 강도 계산 결과

모델링을 통해 개수로형 살균조의 자외선 강도 분포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Fig. 5에 표시하였다. (a)는 xy 평면에서의 자외선 강도 

분포로서 램프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점차 약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에서는 잘 나타나보이지는 않지만, 램프로부터의 거리

가 같은 지점이라 하더라도 2 개 이상의 램프 빛이 중첩되는 지점의 

자외선 강도는 1 개 램프일 때 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b)는 xz 

(a) Open channel type

(b) Pipe type

Fig. 4. The Two Types of UV Reactor Used in This Study

Table 2. Design Parameters and Attenuation Factors Used in This 
Simulation

Parameter Value

UV transmittance of quartz sleeve ( ′ , %) 85

UV transmittance of water ( ′ , %) 65

Temperature factor (


) 0.8

Lamp aging factor (


) 0.75

Mixing factor (


) 0.7

Fouling factor (


) 0.9

(a)

(b)

Fig. 5. Illustration of UV Intensity Distribution of Open Channel- 
Type Reactor in an (a) x-y Plane at z=72 cm, and (b) x-z 
Plane at y=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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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의 한 단면에서의 자외선 강도 분포인데, 램프를 따라서 자외선 

강도가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램프의 양 끝단에서는 자외선이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선 광원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자외선 램프를 일련의 점 광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램프의 중앙 

부근은 각 점 광원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에 자외선 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램프의 양 끝단에서는 점 광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자외선 강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개수로형 살균조의 물 속 각 격자점의 자외선 강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서, 평균 자외선 강도()는 7.87 mW/cm2로 계산되었

다. 운전 기간 동안의 온도, 노화, 혼합 및 파울링 발생을 고려하기 

위한 보정값을 Table 2와 같이 적용하면 실제 설계 자외선 강도는 

2.97 mW/cm2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설계 자외선 강도에 수리학적 

체류시간; 7.1 sec를 곱한 자외선 조사량은 21.1 mJ/cm2로 예측된

다. 이것은 당초 설계 목표인 20 mJ/cm2 보다 5 % 정도 큰 수준이나 

유의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자외선 강도가 가장 큰 지점은 수정 슬리브와 가장 근접한 위치로

서 96.01 mW/cm2였고, 자외선 강도가 가장 작은 지점은 램프와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서 0.42 mW/cm2로 나타났다.

관로형 살균조에 대해서도 자외선 강도 분포를 계산한 결과 

3차원의 자외선 강도 분포는 Fig. 6과 같으며, 각 격자점을 산술 

평균한 평균 자외선 강도는 13.09 mW/cm2로 계산되었다. 운전 

기간 동안의 온도, 노화, 혼합 및 파울링 발생을 고려하기 위한 

보정값을 Table 2와 같이 적용하면 실제 설계 자외선 강도는 4.95 

mW/cm2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설계 자외선 강도에 수리학적 체류

시간; 5.0 sec를 곱한 자외선 조사량은 24.8 mJ/cm2로 예측되는데 

이 값은 당초 설계 목표 조사량인 20 mJ/cm2보다 약 24 % 높은 

수준이다. 자외선 강도가 가장 큰 지점은 수정 슬리브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서 90.44 mW/cm2, 자외선 강도가 가장 작은 지점은 

살균조 맨 가장자리로서 0.96 mW/cm2이었다.

4.2 자외선 살균조 설계의 최적화

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은 살균조의 제원, 램프의 위치나 램프의 

출력, 입력 자료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수치 실험을 통해 

효율적인 설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살균조 제원과 램프출력은 동일한 조건에서 램프의 위치를 바꿨을 

때 평균 자외선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 하였다.

현재 설계된 개수로형 살균조는 총 12 개의 램프가 2 열 6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횡 방향으로 1/4과 3/4 위치에 각각 

램프를 배치하고, 종 방향으로는 6 개 층을 각각 12 cm 등간격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 조건을 모델에 입력하여 계산한 평균 자외선 

강도는 7.87 mW/cm2이다. 최적 램프 위치를 찾기 위해 램프의 

위치를 횡 방향으로 0.2 cm씩 변화시켜 가며 계산을 반복한 결과를 

Fig. 7(a)에 표시하였다. 평균 자외선 강도가 가장 클 때는 램프의 

위치가 살균조 중심에서 4.45 cm 떨어진 곳에 설치한 경우로서 

(a)

(b)

Fig. 6. Illustration of UV Intensity Distribution of Pipe-Type Reactor 
in an (a) x-y Plane at z=46 cm, and (b) y-z Plane at x=10.4 cm

(a)

(b)

Fig. 7. Average UV Intensities according to the Lamp Position of 
the (a) Open Channel-Type Reactor, and (b) Pipe Typ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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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자외선 강도는 7.94 mW/cm2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당초 

1/4 및 3/4 위치에 설치했을 때보다 약 0.9 % 더 증가한 값이다. 

즉, 램프의 위치 조정만으로 평균 자외선 강도 혹은 자외선 조사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관로형 살균조의 경우(Fig. 6(b))는 4 개의 램프가 살균조 중심에

서 상하좌우 방사형으로 배치되므로, 살균조 중심으로부터 램프 

중심까지의 거리를 변화시켜가면서 계산하였다. 앞서 계산한 조건

은 4 개의 램프가 각각 지름의 1/4과 3/4 거리에 위치한 경우로서 

살균조 중심에서는 각각 5.2 cm 떨어진 곳에 설치된 경우이고, 

이 경우 평균 자외선 강도는 13.09 mW/cm2이다. 램프의 위치를 

살균조 중심에서 0.2 cm씩 바꿔가며 계산 결과, 평균 자외선 강도가 

가장 클 때는 램프의 위치가 살균조 중심에서 4.6 cm 떨어진 

곳이고, 이때의 평균 자외선 강도는 13.15 mW/cm2이다. 이 값은 

앞의 5.2 cm인 경우인 13.09 mW/cm2보다 약 0.5 %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개수로형 살균조나 관로형 살균조에서 모델을 이용

한 수치실험으로 최적의 위치를 찾고, 이 위치에 램프를 설치하면 

현재보다 더 높은 소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수로형 살균조의 크기와 램프 위치를 조정하면 동일한 램프 

수와 램프 출력에서도 더 높은 자외선 강도를 얻을 수 있다. Fig. 8에 

모델 수치실험을 통해 얻어진, 개선된 형태의 살균조를 예시하였다. 

살균조의 크기를 현재의 250 mmW × 720 mmH × 1,440 mmL 

(Fig. 8(a))에서 290 mmW × 620 mmH × 1,440 mmL (Fig. 

8(b))로 바꾸면 수리학적 체류시간은 동일하게 7.1 sec로 유지하면

서 램프의 위치를 보다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즉, Fig. 8(b)와 

같이 살균조 크기와 배치를 바꿔서 모델 수치실험으로 자외선 

강도를 계산하면 평균 자외선 강도는 7.98 mW/cm2로 예상되어 

당초 설계인 살균조에서 1/4 위치에 램프를 설치할 때 보다는 

약 1.4 % 더 증가한다. 또, 살균조의 크기를 407 mmW × 418 

mmH × 1,440 mmL로 바꾸고 Fig. 8(c)와 같이 램프의 배열을 

3 행 4 열로 설치하면 평균 자외선 강도는 8.45 mW/cm2로 증가하고 

자외선 조사량은 현재보다 7.4 % 가량 증가한 22.7 mJ/cm2를 

얻을 수 있다.

관로형 살균조의 경우 개선된 형태는 Fig. 9(b)와 같이 4 개 

램프 대신 3 개 램프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램프의 출력을 

현재보다 10 % 더 높은 165 W를 선정하고, 배치를 정삼각형 

형태로 바꾼 경우인데 이렇게 개선하면 설계 평균 자외선 강도는 

UVavg
mWcm

dose mJcm

UVavg
mWcm

dose mJcm

UVavg
mWcm

dose mJcm

(a) (b) (c)

Fig. 8. Optimization of Size and Lamp Position for the Open Channel-Type Reactor: (a) Present, 2×6 Array, (b) Revised, 2×6 Array, and 
(c) Optimized, 3×4 Array

UVavg
mWcm

dose mJcm

UVavg
mWcm

dose mJcm

(a) (b)

Fig. 9. Optimization of Lamp Position for the Pipe-Type Reactor (a) Present, Four – 150 W Lamps, and (b) Revised, Three – 165 W 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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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mW/cm2가 되고, 보정계수와 체류시간을 곱한 자외선 조사

량은 20.0 mJ/cm2로 계산되어 램프의 수를 1 개 줄이면서도 목표 

조사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침지형 자외선 살균조의 자외선 강도를 계산하는 3 차원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하폐수 처리 시설에 설치된 개수로형 살균조와 

관로형 살균조의 설계인자를 입력하여 계산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설계된 개수로형 살균조와 관로형 살균조의 평균 자외선 강도

는 각각 7.87 mW/cm2, 13.09 mW/cm2로 계산되었으며, 혼합 

불균형 및 램프 노화 등의 감쇄 효과를 고려하고 자외선 조사시

간을 반영한 자외선 조사량은 각각 21.1 mJ/cm2, 24.8 mJ/cm2

로 예상된다. 이 값은 목표 자외선 조사량 20 mJ/cm2 보다 

각각 5 %, 24 % 높게 설계된 것으로서, 소독시설의 용량을 

줄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모델을 이용한 수치실험을 통해 설계된 살균조의 크기를 바꾸

지 않고 램프의 위치를 조정하므로써 개수로형 살균조와 관로

형 살균조의 평균 자외선 강도가 가장 높은 최적 램프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검토 대상인 개수로형 살균조 및 관로형 살균조 

램프의 최적 위치는 현재 위치보다는 중심 방향으로 더 이동한 

위치이며, 위치 조정만으로 평균 자외선 강도는 현재보다 각각 

0.9 %, 0.5 %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개수로형 살균조의 경우 동일한 체류시간과 동일한 램프 수량

을 유지하면서 살균조의 크기와 램프의 위치를 바꾸면 현재보

다 더 높은 자외선 강도를 얻을 수 있다. 살균조의 가로와 

세로 비율을 조정하고, 램프의 배치를 기하학적 중심으로 이동 

배치하면 평균 자외선 강도는 현재보다 약 7.4 %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외선 조사량은 22.7 mJ/cm2로 예상된다.

(4) 설계시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하면 과대

설계나 과소설계를 피할 수 있다. 관로형 살균조에 사례로서 

적용해 본 결과, 관로형 살균조의 경우 램프의 수를 4개에서 

3개로 1개 줄이는 대신 10 % 더 높은 출력의 램프를 사용하고 

배치를 최적화하면 목표 자외선 조사량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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