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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improved treatment performance of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plasma, plasm + UV process and 
gas-liquid mixing method has been investiga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gradation of N, N-Dimethyl-4-nitrosoaniline (RNO, 
indicator of the generation of OH radical). The basic DBD plasma reactor of this study consisted of a plasma reactor (consist of 
quartz dielectric tube, titanium discharge (inner) and ground (outer) electrode), air and power supply system. Improvement of 
plasma reactor was done by the combined basic plasma reactor with the UV process, adapt of gas-liquid mixer. The effect of UV 
power of plasma + UV process (0~10 W), gas-liquid mixing existence and type of mixer, air flow rate (1~6 L/min), range of di-
ffuser pore size (16~160 µm), water circulation rate (2.8~9.4 L/min) and UV power of improved plasma + UV process (0~10 W) 
were evaluate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RNO degradation of optimum plasma + UV process was 7.36% higher than 
that of the basic plasma reactor. It was observed that the RNO decomposition of gas-liquid mixing metho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lasma + UV process. Performance for RNO degradation with gas-liquid mixing method lie in: gas-liquid mixing type > 
pump type > basic reactor. RNO degradation of improved reactor which is adapted gas-liquid mixer of diffuser type showed increase 
of 17.42% removal efficiency. The optimum air flow rate, range of diffuser pore size and water circulation rate for the RNO de-
gradation at improved reactor system were 4 L/min, 40~100 µm and 6.9 L/min, respectively. Synergistic effect of gas-liquid mixing 
plasma + UV process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Key Words : Advanced Oxidation Process,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 Oxidants, Radical, Plasma-UV Process

요약 : 유전체 장벽 방전(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플라즈마의 처리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플라즈마 + UV 공정

과 기-액 혼합기의 적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처리 대상물질로는 표백효과에 의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분석이 간편

한 OH 라디칼 생성의 간접 지표인 N, N-Dimethyl-4-nitrosoaniline (RNO)이었다. 기본 플라즈마 반응기는 플라즈마 반응기 [석
영관 유전체, 티타늄 방전(내부) 전극, 및 접지(외부) 전극], 공기와 전원 공급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즈마 반응기의 개선은 

기본 플라즈마 반응기에 UV 공정과의 결합, 기-액 혼합기의 적용에 의해 이루어 졌다. 플라즈마 + UV 공정의 UV 전력 변화

(0~10 W), 기-액 혼합기의 존재 유무와 형태, 공기 유량(1~6 L/min), 산기관 기공 크기 범위(16~160 µm), 액체 순환 유량(2.8~ 
9.4 L/min) 및 개선된 플라즈마 + UV 공정에서 UV 전력의 영향 등이 평가되었다. 실험 결과 플라즈마 + UV 공정은 기본 플라

즈마 반응기보다 RNO 처리율이 7.3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액 혼합기의 적용이 플라즈마 + UV 공정보다 RNO 처리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액 혼합법에 따른 RNO 분해는 기-액 혼합기 > 펌프 순환 > 기본 반응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기관 형 기-액 혼합기에 의한 RNO 처리율 증가는 17.42%로 나타났다. 최적 공기 유량, 산기관 기포 크기 범위 및 순환 유량

은 각각 4 L/min, 40~100 µm와 6.9 L/min으로 나타났다. 기-액 혼합기 플라즈마 + UV공정의 경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고급산화공정, 유전체장벽 방전 플라즈마, 산화제, 라디칼, 플라즈마-UV 공정

1. 서 론

액상이나 기상-액상에서 방전시키는 비열-플라즈마(non- 
thermal) 공정은 Clemants 등1)이 1987년에 수용액에서의 방

전에서 전-파괴 현상(pre-breakdown phenomena)에 대해 처

음 연구한 이래, 고급산화 공정 중의 하나로써 오수나 폐수

의 정화를 위해 연구되어 왔다.2) 
전극 사이에 유전체를 삽입하여 상온에서 플라즈마를 발

생시키는 유전체장벽 방전(DB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플라즈마는 비열-플라즈마 공정 중의 하나이며, 표면 코팅, 
반도체 식각, 표면 세정 등에 산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

는 공정으로, 지금까지 환경 분야에서는 유해가스 처리 등의 

대기환경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3,4) 그러나 수처리의 

경우 대기 중 플라즈마 방전과 같이 방전 과정과 오염물질 

처리 과정이 분리된 공정을 기존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하는 

경우 수중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수표면이나 수중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수중 플

라즈마 공정은 주로 유전체장벽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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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c form (b) Improved form

Fig. 1. Schematic diagram of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 reactor for the water treatment. 

반응기를 직접 물에 접촉시켜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

기 때문에 반응기의 열화가 방지되고 수표면이나 수중에서 

강한 전계를 형성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5) 또한 유전체 장벽 플라즈마 공정은 독성 

화학물질을 파괴시킬 수 있는 산화제를 반응기 내부에서 바

로 생산되고, 기존 플라즈마 공정과는 다르게 플라즈마 발

생을 위한 진공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상온과 대기압에서 운

전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이 간편하며, 반응기 구조가 다양하

며, 저농도-유기화합물의 분해 성능이 우수하다는 등의 장

점이 있기 새로운 개념의 수처리 공정으로 인식되어 지난 20
여 년간 연구되어 왔다.6,7)

수중에서 또는 수표면에서 고전압 방전이 일어나면 다양

한 물리․화학적 과정들이 발생한다. 물속에서 방전이 시작

될 때 자외선이 조사되고, shock waves가 발생하며 ･OH, 
･H, ･O, ･O2

-, ･HO, H2O2 등과 같은 화학적 활성종이 생성

된다.8,9) 기상에서 수표면에 근접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방전

에서는 기체의 조성에 따라 다양한 활성종들이 생성될 수 

있다. 공급하는 기체에 산소가 존재할 때 고농도의 O3이 생

성될 수 있으며, 기체 조성에 따라 ･OH, ･H, ･O, ･N 등의 

라디칼들이 생성될 수 있다. 수표면에 근접하여 일어나는 방

전에서는 기상에서 생성된 라디칼들이 물에 쉽게 용해되어 

오염물질 제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0)

본 연구진들이 수중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반응기

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결과 수중에서 ･OH, H2O2 및 

O3이 생성되는 것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11,12) 
수중에서 두 전극 사이의 절연을 위해 유전체에 가스를 공

급하는 유전체 장벽 방전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발생 특성

상 플라즈마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화학적 활성종을 포함

하는 이온화 가스가 일부는 수중에 용해되고 일부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가스에서 정

확한 농도는 알 수 없지만 오존의 특유한 냄새가 발생하여 

오존이 기상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존의 경우 수

중에서 미용존된 오존이 방출될 경우 화학적 활성종의 이

용효율이 낮고 오염을 막기 위하여 2차적인 처리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이온화 가스의 효율적인 용존과 이용을 위해 플라즈마 + 
UV 공정의 결합 또는 이온화 가스의 용존을 높이기 위한 

가스와 물의 혼합 및 방전수의 순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산

화제 생성능의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산화제 생성능의 향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해대상

물질로 N, N-Dimethyl-4-nitrosoaniline (RNO, Sigma-Aldrich, 
97%)을 선택하였다. ･OH은 생성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RNO와 같이 ･OH과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의 분해를 통하여, ･OH의 생성 여부를 간접적

으로 확인 가능하다. 여러 가지 지표물질 중 RNO는 수중에

서 표백효과에 의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분석이 

간편하여 RNO를 사용하였다.13) 

실험에 사용한 플라즈마 반응기 시스템의 개요도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Fig. 1(a)은 시스템 개선 전의 기본 반응기이

고, Fig. 1(b)는 기-액 혼합기와 순환 펌프가 설치된 개선된 

반응기이다. Fig.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본 플라즈마 

반응기 시스템은 방전 전극(내부 전극), 유전체인 석영관, 접
지 전극(외부 전극) 및 산기관으로 이루어진 플라즈마 반응

기, 슬라이닥스와 네온트랜스로 이루어진 전원 공급장치 및 

공기 펌프와 유량조절장치로 이루어진 공기 공급장치로 이

루어져 있다. 기본 반응기(내경, 10.5 cm ; 높이, 30.0 cm)는 

원통형으로 유리로 제작하였으며, 반응 부피는 2 L이었다. 
유전체는 두께가 1 mm, 내경이 7 mm인 석영관을 사용하

였다. 방전 전극은 직경이 2 mm인 봉 형 전극, 접지 전극은 

직경이 1 mm인 전극을 스프링 형태로 만든 후 사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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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두 전극의 재질은 모두 티타늄이었다. 반응기에 주입하

는 가스로는 공기를 사용하였으며 공기 펌프에서 발생한 공

기를 rotameter를 이용하여 유량을 조절한 뒤 공급하였다. 
전원 장치는 1차 전압과 2차 전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
차 전압은 슬라이닥스를 이용하여 2차 전압에 공급하는 전

압을 220 V까지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전극에 고전압을 인

가하는 2차 전압은 15 kV이고 주파주가 20 kHz인 네온트

랜스를 이용하였다. 기본 반응기에서는 플라즈마 반응기에

서 이온화 가스가 발생한 후 산기관을 거쳐 기포형태로 방

출되어 수중에서 RNO와 반응한 후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Fig. 1(b)에 나타낸 개선 반응기 시스템의 플라즈마 반응기

는 기본 플라즈마 반응기의 부피를 줄인 플라즈마 반응기

와 기-액 혼합기 및 저장조로 이루어져 있다. 플라즈마 반응

기(내경, 8.0 cm; 높이, 30.0 cm)와 저장조(내경, 6.0; 높이, 
50.0 cm) 모두 유리로 제작되었고 기-액 혼합기(프로펠러 형

과 산기관 형)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선된 반응

기 시스템의 총 반응 부피는 2 L이다. Fig. 1(b)는 기-액 혼

합기 중 산기관 형 혼합기가 장착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공
기의 공급에 의해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이온화 가스가 발

생한 후 기-액 혼합기로 유입된다. 플라즈마 반응기 하부의 

RNO 용액이 순환 펌프에 의해 기-액 혼합기로 유입되어 

이온화 가스와 혼합된 후 저장조로 유입된다. 저장조의 이

온화 가스는 상승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RNO 용액은 

저장조에서 다시 플라즈마 반응기로 유입되어 순환하게 된

다. 이온화 가스는 기-액 혼합기에서 1차 용해되고 RNO 용
액과 반응하고 저장조에서 2차 용해하면서 RNO 용액과 2
차 반응한다. 기-액 혼합기는 이온화 가스와 RNO 용액이 

혼합되는 방법에 따라 프로펠러 형(내경, 4.7 cm; 높이, 18.5 
cm)과 산기관 형(내경, 4.5 cm; 높이, 13.5 cm)로 구성된다. 
산기관 형 혼합기에서는 공기가 기-액 혼합기 외부의 상부

에서 내부의 상부에 있는 산기관으로 유입되고 순환수는 순

환 펌프에 의하여 기-액 혼합기 하부에서 유입되어 상부에

서 이온화 가스와 혼합된 후 저장조로 유입된다. 프로펠러 

형 혼합기에서는 공기는 기-액 혼합기 상부에서 기-액 혼합

기 내부의 상부로 유입되고 순환수는 기-액 혼합기 내부의 

상부에 있는 프로펠러로 유입되고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이온화 가스와 혼합된 후 기-액 혼합기 하부로 하강한 후 

기-액 혼합기 중심부의 관을 통해 상부로 배출된다.
기본 플라즈마 반응기는 1차 전압을 160 V, 공기 공급량

을 5 L/min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실험조건에 따라 4~10 W 
UV-C 램프를 장착하여 실험하였다. 개선된 반응기는 1차 

전압은 160 V, 공기 공급량은 5 L/min, 액체순환 유량은 4.5 
L/min인 기본조건에서 공기 공급량을 1~6 L/min, 액체순환

유량 2.8~9.4 L/min으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이때 기-
액 혼합기는 경우에 따라 프로펠러 형, 산기관 형으로 변화

시켜 사용하였고, 산기관 형 혼합기의 경우 실험 조건에 따

라 산기관의 기공 크기를 16~40, 40~100 및 100~160 µm로 

변화시켜 사용하였다. 기본 반응기와 개선된 플라즈마 반응

기 모두 회분식으로 실험하였다.

2.2. 분석 및 측정

수중에서의 ･OH 생성에 대한 간접지표로서 수중에 RNO 
용액을 투입한 후 시간에 따른 잔류 RNO 농도를 측정하였

다. RNO는 초기농도가 50 mg/L인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RNO 농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 (Genesis 5, Spec-
tronic)를 사용하여 RNO의 최대 흡수파장인 440 nm를 측

정하여 검량선을 사용하여 농도로 나타내었다. 수중의 잔

류 O3 농도는 Indigo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중의 잔류 

H2O2의 측정은 1 M NaOH 50 µL를 첨가하여 phenol red를 

알칼리 용액으로 발색시켜 UV-Vis spectrophotometer (Gene-
sysis 5, Spectronic)를 사용하여 59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고, 과산화수소 표준용액으로 작성한 검량선과 비교하여 

농도를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본 플라즈마+UV 공정이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

플라즈마를 유전체 내부에서 발생시키면 물리․화학적 반

응에 의해 OH 라디칼이 발생되며, 플라즈마 반응에서 생성

되는 과산화수소와 오존의 반응에 의해서도 OH 라디칼이 

식 (1)과 같이 부수적으로 생성된다. 

H2O2 + 2O3 → 2･OH + 3O2 (1)

또한 플라즈마 공정에 UV 공정을 결합할 경우 플라즈마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존과 과산화수소와 UV 램프에서 발생

하는 자외선과의 반응에 의해 생기는 OH 라디칼이 O3/UV 
공정과 H2O2/UV 공정과 같이 발생할 수 있다.14,15)

H2O2 + hv → 2･OH + O2 (2)

O3 + hv + H2O → 2･OH + O2 (3)

플라즈마 + UV 공정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고찰하기 위

하여 기본 플라즈마 반응기를 이용한 기초 연구에서 최적 

전압, 공기 공급량에 대해 기도출된 실험자료를 플라즈마 +
UV 공정에 대한 실험 조건으로 이용하였다.16) 반응기 용량

이 1 L인 기본 반응기에서 최적 1차 전압인 160 V, 최적 공

기량 5 L/min을 운전 기준으로 정한 뒤 2 L 반응기에서 같

은 조건으로 RNO 분해를 행하고 플라즈마 공정에 UV 램
프의 전력을 변화시켜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1차 전압이 160 
V이고, 2차 전압이 15 kV인 경우 소비전력을 적산전력계로 

실측한 결과 38.5 W로 나타나 총 전력이 같은 조건에서의 

RNO 분해 성능 비교를 위해 플라즈마 반응기의 1차 전압

을 조절하고 UV 램프 전력을 바꾸어 총 전력이 38.5 W를 

유지하게 한 후 실험하였다. 기본 반응기 조건에서 플라즈

마 + UV 공정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Fig. 2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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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UV power on the RNO degradation in plas-
ma + UV system (basic reactor).

Fig. 2에서 보듯이 플라즈마 단독 반응(●)에서의 RNO 농
도는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되었으며, 플라즈마 전압

을 감소시키고 UV 전력을 증가시킨 결과 모든 플라즈마 + 
UV 공정의 RNO 분해는 플라즈마 단독 공정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UV 전력이 6 W까지 증가함에 따라 RNO 
분해율이 증가하고 UV 전력이 8 W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RNO 분해율 증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과 박17)

은 전기분해, 초음파, 및 UV 단독 공정과 복합 공정을 이

용한 E. coli 불활성화 연구에서 초음파나 UV 단독 공정만

으로는 OH 라디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플라즈마 + UV 결합 공정의 경우 플라즈마 단독 공

정과 플라즈마 + UV 공정에서만 OH 라디칼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므로 UV에 의한 RNO 분해는 고려하지 않고 두 공

정의 결합시의 RNO 분해만 고려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플라즈마 + UV 공정은 같은 총 전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플라즈마 발생 전압을 낮추고 UV 램프를 추가하는 공정이

다. 따라서 플라즈마 공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OH 라디칼

이 감소하고, 방전시의 오존과 과산화수소의 생성량이 낮

아져 식 (1)에서 발생할 수 있는 OH 라디칼이 감소한다. 그
러나 과산화수소와 UV, 오존과 UV에 의해 OH라디칼이 발

생되는 식 (2)와 (3)에 의해 OH 라디칼이 추가 발생한다. 
135 V (32.5 W) + 6 W 까지는 식 (2)와 (3)에 의한 OH 라디

칼 추가 발생량이 낮은 플라즈마 전압으로 인한 OH 라디

칼 감소를 상쇄하지만 플라즈마 전압이 더 감소하면 플라즈

마 반응 자체의 OH 라디칼 발생량이 감소하고 UV와 결합

하여 OH 라디칼을 형성할 수 있는 오존과 과산화수소의 농

도도 감소하기 때문에 식(2)와 (3)에 의한 OH 라디칼 발생

도 감소한다고 사료되었다. 
플라즈마 단독 공정의 경우 반응 30분의 RNO 농도는 12.99 

mg/L (RNO 제거율, 74.02 %), 플라즈마+ UV 공정에서 RNO 
제거율이 가장 높았던 135 V (32.5 W) + 6 W의 경우는 9.31 
mg/L (RNO 제거율, 81.38 %)로 플라즈마 공정과 UV 공정

을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0 V에서 생성된 오존 농도를 측

정한 결과 반응시간에 따라 0.13~0.22 mg/L의 오존이 발생

하였고, 과산화수소도 0.11~0.21 mg/L로 수중에 용존하는 오

존과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UV 공정과의 결합

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3.2. 기-액 혼합이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

플라즈마+ UV 공정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아 RNO 
제거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 플라즈마 

반응에 의해 발생한 오존의 용존을 높이기 위하여 Fig. 1(a)
의 기본 반응기에 기-액 혼합기를 설치하고 이온화 가스를 

기-액 혼합기로 유입시키고 플라즈마 반응기 내의 RNO 용
액은 순환 펌프에 연결한 후 펌핑하여 기-액 혼합기에서 

이온화 가스와 혼합시킨 후 저장조로 유입시켜 이온화 가스

의 용존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RNO 분해 성능을 비

교를 위해서 공기 공급량이 5 L/min이고 1차 전압이 160 V
인 기준 조건(●), 혼합기없이 순환 펌프에 RNO 용액을 공

급하고 펌프 유출구에 이온화 가스를 유입시켜 혼합시킨 후 

저장조로 보내는 방법(○)도 RNO 분해를 같이 비교하였

다. 기-액 혼합기는 RNO 용액이 기-액 혼합기 내에 설치된 

프로펠러에 의해 유입되는 이온화 가스와 혼합되는 프로펠

러 형(▼)과 이온화 가스가 기-액 혼합기 내의 산기관으로 유

입되어 RNO 용액과 혼합되면서 배출되는 산기관 형(△) 혼
합기를 사용하였다. 가스-혼합이 RNO분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순환 펌프의 유량은 임의로 4.5 L/min으로 

고정하여 실험하여 이온화 가스의 혼합이 RNO 분해에 미

치는 영향을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최적 순환 유량은 3.4
절에 실험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온화 가스가 

수중을 통과하여 대기 중으로 바로 방출되는 경우보다 펌

프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경우, 기-액 혼합기를 사용하는 경

우의 RNO 분해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 

사용한 두 종류의 기-액 혼합기 중 산기관 형 혼합기의 성

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반응기를 이용한 기

준 조건에서 초기 RNO농도 50.0 mg/L에서 30분 후 RNO 

Fig. 3. Effect of liquid-gas mixing on the RNO degradation in 
improved plasma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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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는 12.99 mg/L (RNO 제거율, 74.02 %)로 나타났고, 산
기관 형 혼합기의 경우는 4.28 mg/L (RNO 제거율, 91.44%)
로 나타나 17.42 %의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액 혼합기의 종류에 따른 혼합 성능 차이는 난류 

강도 등의 추가적인 실험자료를 통하여 규명하여야 할 것으

로 사료되었다.
기-액 혼합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반응 25분후 수중의 잔

류 오존과 과산화수소 농도는 각각 0.157 mg/L과 0.27 mg/L, 
산기관 형 혼합기 설치 후 잔류 오존과 과산화수소 농도는 

각각 0.228 mg/L와 0.45 mg/L로 나타났다. 기-액 혼합기 설

치 후 오존과 과산화수소 농도 증가는 모두 0.3 mg/L 이하

로 나타나 농도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H 라디칼 생성지표인 RNO 분해가 10 mg/L 이상인 것은 

생성된 오존과 과산화수소가 식 (1)~(3)에 의해 소비되어 

OH 라디칼 생성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측정된 수중의 잔

류 오존과 과산화수소 농도는 생성된 농도가 아니라 반응 

후의 잔류 농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

으로 사료되었다. 
플라즈마 + UV 공정의 RNO 제거와 비교해보면 플라즈

마 + UV 공정은 UV램프 비용이 추가되지만 플라즈마 단독 

공정과 같은 전력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전비용

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액 혼합기를 사용하

는 경우 RNO 제거율이 증가하지만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

하고 순환 펌프 운전에 필요한 전력이 소모되어 추가적인 운

전비용도 필요한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공기 공급량과 산기관 기공 크기가 RNO 분해에 미
치는 영향

유전체 장벽 방전 플라즈마는 장치의 특성상 두 전극의 절

연을 위해 유전체 내부에 공기나 아르곤, 산소 등의 가스를 

공급한다. 본 실험에서와 같이 수중에서 플라즈마를 방전

시키는 공정의 경우는 유전체에 가스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수분이 유전체로 침투하여 단락이 생겨 플라즈마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18) 또한 유전체로 유입되는 가

스의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산화제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

문에 가스의 종류와 공급 유량은 유전체 장벽 방전 플라즈

마 공정의 중요한 운전 인자 중의 하나이다.19)

Fig. 4에 1차 전압이 160 V, RNO 용액 순환 유량이 4.5 L/ 
min에서 유전체인 석영관 내부에 공급하는 공기 공급량을 

1~6 L/min로 변화시켰을 때 RNO 분해에 미치는 공기 공

급량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보듯이 공기 공급량

이 1 L/min에서는 RNO 제거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고 공기 공급량이 2 L/min으로 증가하면서 RNO 제거율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공기 공급량이 2 L/min 이상에서는 공

기 공급량 증가에 따라 RNO 제거율은 증가하지만 증가 폭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공급량이 4 L/min 이상

에서는 RNO 분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최적 공기 유

량은 4 L/min이라고 사료되었다. 
김과 박20)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염료인 Rhodamine B 처

Fig. 4. Effect of air flow rate on the RNO degradation in im-
proved plasma reactor.

리에서 최적 공기 공급량까지는 단락을 막고 분해율이 증가

하는데, 최적 공기 공급량 이상에서는 산화제 발생량이 높

지만 산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과량의 공기에 의해 오존 등

의 산화제의 체류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는 

산화제가 줄어드는 역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Li 
등21)은 플라즈마 반응기를 이용한 페놀 처리에서 ･OH 생성

과 오존 생성에 대한 최적의 공기 공급량이 존재한다고 보

고하였다. 타 연구자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기 공

급량의 증가에 따라 공급되는 공기 중의 산소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산소와의 반응에 의해 OH 라디칼과 오

존과 같은 산화제의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RNO 분해율이 

증가한다고 사료되었다. 그러나 최적 공기 공급량 이상에서 

RNO분해율 증가가 적은 것은 공기 공급량이 증가하여도 

생성될 수 있는 산화제 량의 한계, 용존할 수 있는 오존 등

산화제 량이 한계 등의 이유로 RNO 제거율이 더 이상 증가

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었다.
산기관의 기공이 크면 단위 유량당 기공에서 발생하는 기

포의 크기가 커지고 기포의 개수는 적어지는 반면, 기공이 

작으면 기포의 크기가 작고 기포의 개수가 증가한다. 기포

의 크기는 이온화 가스의 용해율과 관계있으므로 기포의 크

기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산기관 기공의 크기를 기

준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기포 크기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기공 크기가 알려진 여과용으로 사용하는 지름 2 cm 크기

의 glass filter disc를 산기관 형태로 가공하여 산기관의 기

공 크기가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산기관 기공 크기가 16~40 µm에서는 RNO 농도 감소가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기관의 기공의 크기가 

작아 기공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고압이 필요한

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기 펌프로는 실험 공기 공급량인 

4 L/min의 공기를 공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공급되는 이온

화 가스 유량은 일정하지 못하였으며 0.5~1 L/min 이하의 

공기가 작은 기포의 형태로 공급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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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pore size of diffuser on the RNO degradation 
in improved plasma reactor.

라서 산기관 기공 크기가 16~40 µm에서는 기포의 크기가 

작더라도 공급되는 기포의 양이 적기 때문에 RNO 분해율

이 낮다고 사료되었다. 산기관 기공 크기가 40~100 µm인 

경우의 RNO 분해가 100~160 µm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실험 조건에서 최적 산기관 기공 크기는 40~100 µm
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산기관 기공 크기에 따른 기포 크기

는 실측하지 못하였으나 기공 크기가 클수록 발생하는 기

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육안 관찰된 것으로 보아 기공 크

기가 가장 큰 100~160 µm의 경우 같은 유량당 발생되는 기

포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용존되는 산화제가 적어지기 때문

에 RNO 분해율이 감소한다고 사료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한계로 인해 기공 크기의 영향을 정확

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으며, 향후 고압펌프를 사용하여 산

기관 기공 크기가 16~40 µm에서 4 L/min의 공기를 발생시

켜산기관 기공 크기 및 산기관에서 발생하는 기포 크기와 

기포 량과 RNO 분해와의 상관관계를 엄밀하게 규명해 볼 

예정이다. 

3.4. 액체 순환 유량이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

이온화 가스와의 혼합을 위해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기-액 

혼합기로 RNO 용액을 순환 펌프로 유입시켜 혼합을 유도

한다. 이때 기-액 혼합기로 유입되는 RNO 용액의 순환 유

량은 기-액의 혼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운전비에도 영

향을 준다. 따라서 펌프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순환 유량을 2.8~9.4 L/min으로 변화시켜 순환 유량이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순환 펌프의 최소 운전 유량인 2.8 L/min에서 순환 유량

이 증가함에 따라 RNO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순환 유량이 6.9 L/min 이상에서는 순환 유량 증가에 

따른 RNO 제거율 증가율이 크지 않아 최적 순환 유량은 6.9 
L/min부근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최적 순환유량인 6.9 L/min에서 플라즈마 반응기 전체에 

대한 체류시간은 0.29 min으로 나타났으며, 플라즈마 반응

Fig. 6. Effect of water circulation rate on the RNO degradation 
in improved plasma reactor.

기, 기-액 혼합기 및 저장조의 대략적인 유효 부피(0.9 L, 0.2 
L 및 0.9 L)를 고려한 체류시간은 각각 0.13 min, 0.03 min 
및 0.13 min으로 나타났다.

3.5. 개선 플라즈마+UV 공정이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

플라즈마 공정에서 RNO 분해율을 높이기 위하여 UV 공
정을 결합한 3.1절과 플라즈마 단일 공정에서 기-액 혼합기

를 이용한 기-액 혼합 증진법인 3.2절의 결과를 비교한 결

과 기-액 혼합법의 RNO 분해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절에서는 두 효과를 결합하여 기체 혼합이 우수한 조

건에서 플라즈마 공정과 UV 공정을 결합하여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공정에 기-액 혼합기를 설치한 경우(●)와 플라

즈마 + 기-액 혼합기의 전압을 낮추면서 UV 공정을 결합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UV 전력이 6 W에 이를 때까지 RNO 분
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 W 이상에서는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나 3.1절의 경우와 같은 RNO 분해 경향을 

Fig. 7. Effect of UV power on the RNO degradation in plas-
ma + UV system (improved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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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RNO 분해를 위한 최적 조건은 136 V + 6 W
이었으나 플라즈마 + 기-액 혼합기의 30분후 잔류 RNO 농
도는 3.54 mg/L (RNO 제거율, 92.92%), 136 V + 6 W의 조건

에서는 2.42 mg/L (RNO 제거율, 95.16%)로 나타나 기-액 혼

합기가 부착된 플라즈마 공정에서 UV 공정과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라즈

마 자체 의한 OH 라디칼 생성과 식 (1)에 의한 용존 오존과 

과산화수소에 의한 OH라디칼 생성 효과보다는 식 (2)와 (3)
에 의한 오존과 UV, 과산화수소와 UV 반응으로 인한 OH 
라디칼 생성 효과는 적은 것으로 사료되어 플라즈마 공정

에서 이온화 가스의 용존이 성능 개선에 중요한 인자라고 

사료되었다. 그러나 개선된 플라즈마 + UV공정은 TiO2를 이

용할 경우 UV/TiO2 공정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에 대한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비열-플라즈마인 수중 유전체 방전 플라즈마 

반응기의 기초 설계 자료를 이용하여 산화제의 발생량을 증

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플라즈마와 + UV 공정의 결합 또

는 플라즈마 반응에 의해 발생한 이온화 가스의 용존을 높

이기 위한 가스와 물의 혼합 및 방전수의 순환 등의 방법

을 통하여 산화제 생성능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의 결과

를 얻었다.

1) 플라즈마 단독 공정의 경우보다 플라즈마 + UV 공정

의 RNO 제거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제거율 차이는 크지 않

아 플라즈마 공정과 UV 공정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

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화 가스의 용존을 증

가시켜 RNO 분해를 고찰한 결과 기-액 혼합기를 사용하여 

혼합시키는 경우 RNO 분해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즈마 + UV공정보다는 이온화 가스의 용존을 높이는 방

법이 RNO 분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액 혼합기 설치 후 공기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RNO 

분해율이 증가하고 최적 공기 공급량인 4 L/min에 도달된 

후 RNO 분해율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최적 크기 이

상의 기공 크기에서는 가스 공급량당 발생하는 기포의 크기

가 크기 때문에 용존되는 산화제의 농도가 낮아진다고 사료

되었다.
3) RNO 용액과 이온화 가스를 혼합시키고 플라즈마 반응

기에서 저장조로, 저장조에서 플라즈마 반응기로 순환시키

기 위한 순환 유량도 공기 공급량과 같이 최적 순환 유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공급량과 순환 유량 중 공

기 공급량이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기-액 혼합기를 장착한 플라즈마 반응기에 UV 공
정을 결합한 경우 공정과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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