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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자외선 처리방식의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위하여 동일 소비전

력에서 살균 챔버의 구성에 따른 해수처리성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0 W 저압 자외선 램프 9개를 설

치한 살균챔버와 10 W 저압 자외선 램프를 18개 사용한 2단 구성의 살균챔버를 사용하여, 15 m3/h로 해

수를 처리하고 처리 전후의 해수내 미생물에 대한 처리성능을 비교 ․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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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외선 처리방식을 이용한 선박 평형수 처리시스템

에서는 고압 및 중압 자외선 램프가 사용되고 있다. 이

러한 램프는 소비전력이 매우 크고 높은 사용전압과 

짧은 수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소비전력의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낮은 소비전력의 저압 자외선 램프를 

적용하고자 동일 소비전력에서 살균 반응기 구성에 따

른 해수처리성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Fig. 1과 같이 자외선 살균 반응기를 이용하여 실험

계를 구성하였으며, 한 개의 챔버에 20 W 저압 자외선 

램프 9개를 설치한 구성과 10 W 저압 자외선 램프를 18

개 사용한 2단 구성에 대하여 해수내 미생물에 대한 살

균성능을 비교 ․ 분석하였다. 챔버내 처리용량은 15

m3/h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해수내 미생물 분석은 

일반 세균(Aerobes)을 대상으로 하여 건조 배지법을 

이용하였다.

 

Fig. 1  Configuration of the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고찰

처리 전후의 미생물 사진 및 계수 결과를 Table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20 W 램프를 이용한 

단일 구성의 살균 방법(98.4%)보다 10 W 램프를 이용

한 2개의 반응기를 이용한 2단 구성의 살균 방법

(99.2%)이 보다 높은 살균력을 나타내었다.

Fig. 2  Disinfection of bacteria by UV treatment

Table 1  Survival number of bacteria by UV treatment

실험구 1 2 3 Avg.

대조구 1250 1300 1250 1266.6

180 W 22 18 18 19.3

90 W + 90 W 12 12 5 9.7

따라서 동일한 소비전력의 조건에서는 2단구성이 해

수의 반응기 내 체류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살균에 보

다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저압 자외선 램

프를 이용한 반응기의 구성 및 설계시에 최소한의 공

간에서 해수의 체류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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