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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모델을 이용한 자외선 조 최  설계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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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of refractory property of light, the travel path of UV light becomes longer than the straight line and shorter solely in 
water as UV light passes sequentially through air, quartz and water. Note that water significantly absorbs UV light. Hence, UV 
intensity shall be estimated to be lower when refraction is neglected than it is considered. Reflection is also critical for the 
design of UV radiation system. While the reflection at the interface of air and quartz is low enough to ignore, it is too high to 
be ignored at the interface of quartz and water. Assuming constant power, smaller length to width ratio of UV reactor is 
beneficial and single-lamp system is preferred to multi-lamps. Under the given cross section, optimal lamp positions could be 
decided. For example of an elliptical reactor with dual lamps, the optimal lamp locations shall be the 1/3 and 2/3 position of 
the longer axis.

keywords : Optimal design, Radiation model, UV contactor, UV disinfection 

1. 서 론1)

자외선은 10~400 nm의 장 를 가진 모든 자기  방

사에 지를 말하며, 주 수로는 ×~× Hz에 해

당한다. 장  별로 구분하여 315~400 nm 장 장 의 UVA, 
280~315 nm의 UVB 그리고 그 보다 장이 짧은 200~280 
nm의 UVC로 나뉘는데, UVC 역의 자외선이 특히 미생

물의 살균에 효과 이므로 상수나 하수, 기타 살균 목 으

로 사용하는 자외선은 UVC 역이다. 이보다 장이 짧은 

10~200 nm의 자외선을 “진공자외선”이라고 부르는데 부

분 공기에 의해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자외선(Ultraviolet light, UV)은 상수처리에서 Cryptospori-

dium(Mackey et al., 2002)이나 Giardia(Linden et al., 2002) 
혹은 다른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하는데 일반 화학  살균 

방법보다 더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이나 북

미를 심으로 속히 확  설치되고 있는 기술이다(염철민 

등, 2003). 자외선 램 의 종류에 따라 압램 (Low 
pressure), 압고출력램 (Low pressure high output)와 압

램 (medium pressure)로 나 다. 압램 는 출력이 보통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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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0 W 정도이고, 260 nm 내외의 한 장이 발생하는 

것이며, 압램 는 출력이 1~5 kW 정도로서,  자외선 

역에 걸쳐 다양한 장의 자외선이 모두 발생하는 것이다. 
압램 는 매우 소규모 시스템에 합하며, 부분의 도시 

수처리 시스템에서는 압고출력램 나 압램 를 사용한다.
자외선의 살균력은 자외선의 강도와 시간의 곱으로 

정의되는 자외선 주입율(UV dose)에 비례하는데, 화학  

처리에서 농도와 시간의 곱으로 정의되는 주입율(dose)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자외선의 강도는 자외선 램 에

서 발생한 자외선이 반응조의 임의의 지 에 도달하여 직

으로 살균에 작용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램 의 

동력과 자외선 발생 효율, 램 로부터의 거리, 굴 이나 반

사, 흡수 등의 학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자외선의 

강도는 실제로 자외선 램 를 설치하고 radiometer로 직  

자외선의 세기를 측정하기도 하는데, 물리  한계로 인해 

조 안의 임의의 에서의 강도를 모두 측정하거나 

표 강도( 를 들면 평균 자외선 강도)를 산출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램 나 빛의 특성 등을 고려한 수학  

모델을 구성하고 이의 모사를 통해 자외선의 강도와 분포

를 측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컴퓨터 모사의 장 은 

각종 향인자나 변수를 쉽게 바꾸어 가면서 모사하고 그 

결과를 빠르게 측하며, 그 결과를 이용해서 설계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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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s of refraction and reflection in UV radiation system.

조건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반응조 체의 자외

선 강도 분포를 측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요하지만 살

균의 효율을 측하는데도 매우 요한 부분이다.
지 까지 빛의 학  특성에 기 한 수학  모델로서 

MPSS 모델(multiple points source summation)(Jacob and 
Dranoff, 1970), MSSS 모델(multiple segment source summa-
tion)(Liu et al., 2004)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학  

모델을 3차원으로 로그램화하고, 이들의 모사를 통해 자

외선 강도 모델의 향인자와 특성 등을 악하며,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여 자외선 조를 최 화하는 방법을 제시

하여 보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빛과 자외선의 원리

비흡수질의 매질에서 한  원(동력 = P)으로부터 r만
큼 떨어진 곳의 강도는 역제곱법칙(inverse square law)에 

따르며 식 (1)과 같다. 그러므로 강도는 SI 단 에서 W/m2

의 차원을 가지는데, 자외선 시스템에서는 mW/cm2의 단

를 주로 사용한다.


 
  (1)

여기에서, E는 램 로부터 r 만큼 떨어진 지 의 자외선 

강도(W/cm2), P는 램 의 동력(W), r은 램 로부터 한 지

까지의 거리(cm)이다.
빛 는 방사 에 지가 서로 다른 굴 율을 가진 두 매

질(media)을 통과할 때 굴 하며, 굴 각도는 Snell's 법칙

을 따른다. 수처리 자외선 시스템에서 자외선은 보통 공기, 
수정, 물의 3개의 매질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에 Snell's 
법칙을 용하면 다음의 식 (2)~(4)과 같게 된다. 자외선 

시스템에서는 여기에 각 매질의 두께와 치의 계식(Fig. 
1에 포함)을 용하면 굴 각을 계산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n은 굴 율이며 매질의 물리  성질로서, 온도 

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나 상온에서 200~300 nm 
자외선의 평균 굴 율은 공기는 1.00, 물은 1.38 그리고 수

정은 1.52 정도이다(Bolton, 2000). 첨자 1, 2, 3은 물, 수정 

그리고 공기를 의미한다.
반사는 서로 다른 두 매체 표면에서 동의 방향이 바

는 것을 말하며, Fresnel 공식으로 표 할 수 있다. 굴 율

과 굴 각이 각각  과  인 두 매체에서 반사율(R)

은 다음과 같다.

 
 

  

   



  

   


 (3)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그 매질이 흡수성이 있으면 빛의 

세기는 어들게 된다. 장이 인 빛의 흡수계수를 

(cm-1)라 하면, 주어진 장이 길이 (l, cm)을 통과할 때 감

소한 정도 (U)는 식 (4)와 같다. 투과율은 흡수율과 반 의 

개념으로 보통 10 mm의 길이를 통과할 때의 투과율을 많이 

사용한다.  ′으로 표시하며 “10 mm 투과율”이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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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을 %로 표시할 경우  ′과 흡수계수 와 

사이에는 다음의 식 (5)의 계가 성립한다.

   (4)

′   (5)

여기에서, U : 빛의 감쇄 정도,  ′ : 10 mm 투과율 

[%],   : 장이 인 빛의 흡수계수이다.

2.2. 자외선 분포 모델

자외선 분포를 산정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MSSS 모델은 기존의 MPSS모델이 특히 램 의 표면 가까

이나 램 의 양 끝에서 특히 과다 측되는 을 보완하는 

모델로서 식 (6)과 같다. MSSS모델은 선 원인 자외선 램

를 일련의 원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원(source)에
서부터 조사된 빛이 임의의 수수 (receptor)에 도달하 을 

때의 빛의 강도를 계산하며, 이것을 모든 원에 해 

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Fig. 2 참조).

     


    (6)

 


  (7)

여기에서 각 변수는 다음과 같다.
Ii : 한  원으로부터 도달한 자외선의 강도 (W/cm2)
R1 : 공기/수정 경계면에서의 반사율 (-)
R2 : 수정/물 경계면에서의 반사율 (-)
P : 자외선 램 의 총 출력 (W)
n : 분할한 구획(segment)의 수

d : 빛의 굴 을 고려하여 원에서 한 까지의 총 투

과 길이 (cm)
 ,   : 각각 물과 수정의 흡수율 (cm-1)

,  : 빛의 굴 을 고려하여 원에서 한 까지의 이

르는 동안 물을 통과한 거리  수정을 투과한 

거리 (cm)
 : 공기질(수정 sleeve 안쪽)의 굴 각

2.3. 자외선 살균의 원리와 향인자

자외선은 매질을 통과할 때 흡수되어 감소하는데, 순수한 

물에서의 자외선 투과율은 100%이고, 물 속에 다른 물질이 

들어 있으면 이들에 의해 흡수되어 투과율은 어들게 된

다. 정수의 투과율은 90% 정도이고(Craik et al., 2001) 자외

선 조사 후에 투과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외

선 투과율이 시간과 자외선 강도에 해 독립 이라고 간주

하면, 분해율은 자외선 주입량에 한 1차 반응으로 간주하

는 것이 보통이므로(Amos et al., 2001; Loge et al., 1996) 
반응성 물질 혹은 병원균의 제거율은 다음과 같게 된다.

Fig. 2. Concept of UV intensity approaches (a) MPSS (b) 
MSSS (c) dividing of the line source into a series of 
n equally spaced point sources and their accumulation 
at a point.



  (8)

    (9)

는




   (10)

    (11)

여기에서 N, N0는 반응성 물질의 농도 혹은 병원균의 수

를 나타내며, k는 반응 상수로서 동력과 시간의 곱 즉, 
    의 역수이며,     의 차원을 가진다. 
병원균 혹은 반응성 물질이 자외선에 의해 분해될 때 분해

율은 자외선 주입율에 비례하며, 자외선 주입율은 자외선의 

강도(I)와 실제 노출시간(t)의 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

외선 주입율이 일정한 조건에서 자외선 강도와 시간은 

서로 반비례 계에 있으므로 시간을 짧게 하면 자외

선 강도는 그만큼 높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Hijnen 등(2006)은 Bacillus subtilis를 3-log 불활성화하는

데 167 mJ/cm2의 자외선이 필요하다고 하 고, 염철민 등

(2001)도 Bacillus subtilis spore를 3-log까지 불활성화시키

는데 필요한 자외선 주입율은 시료의 성상에 따라 다르기

는 하지만 체로 40~70 mJ/cm2로 보고하고 있다. US EPA 
(1998)에서는 Cryptosporidium을 3-log 불활성화하는데 12 
mJ/cm2가 필요하다고 하 다.

2.4. 모델의 구성

자외선 강도를 계산하는 수학  모델을 모의할 수 있는 

로그램을 구성하 다. 로그램 언어는 범 하게 쓰이

고 있는 Microsoft Excel VBA를 사용하여 Microsoft Excel
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 다. 3차원이며, 1개의 메

인 모듈(module)과 1개의 유 폼(userform)으로 메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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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구성하 고, 계산 결과를 그래픽으로 표시할 수 있

는 2개의 유 폼으로 구성된 후속 로그램으로 나 었다

(김두일 등, 2008).

3. 결과  고찰

3.1. 자외선 살균 시스템의 학  특성

여러 매질 층을 통과하면서 빛은 굴 하며 꺾이게 된다. 
굴 이 없는 경우는 3개의 매질이 동일한 굴 율을 가진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이 때 빛은 원으로부터 직선 즉, 
최단 거리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굴 로 인해 빛의 진

행 방향은 꺾이게 되고 총 진행거리는 굴 이 없는 경우보

다 증가하게 된다. Fig. 3에 굴 의 효과를 모의한 결과를 

표시하 다. 굴 이 있는 경우 빛의 총 진행 거리(d)를 굴

이 없는 경우의 진행거리(d0)에 한 비로 표시하면 그

림과 같이 1보다 크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도 굴 에 의해 

빛의 진행거리는 증가하는 것을 보여 다. 그 지만 굴 을 

고려하는 경우 물 층에서의 빛의 진행 거리(dw)는 오히려 

굴 을 고려하지 않을 때(d0w)보다 감소하며, 원에서부

터의 거리가 멀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자외선의 흡

수는 부분 물 층에서 이루어지므로 굴 로 인해 진행거

리가 짧아지면 그만큼 자외선의 강도도 크게 되는 것을 의

미한다. 즉, 굴 을 고려하지 않을 때 보다 굴 을 고려할 

때에 자외선 강도는 더 크게 계산된다고 측할 수 있다.
빛의 반사는 식 (4)와 같이 두 매질의 굴 율(n)과 굴

각()의 함수로서, 매질 경계면에 도달하는 빛의 입사각과 

경계면을 통과한 빛의 진행각의 향을 함께 받는다. Fig. 4
에 공기-수정의 경계면에서의 반사(Raq)율과 수정-물 경계

면에서의 반사율(Rqw)을 계산하여 표시하 다. 수정-물 경

계면의 반사율은 최  0.0055 정도로서 그 향이 미미하

다. 그 지만, 공기-물 경계면에서의 반사는 원으로부터 

수평 거리가 클수록 굴 각도 커지고 반사율도 커지는데, 
수직거리(rw)에 한 수평거리(h)의 비가 1이 될 때까지는 

반사율이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1을 과하면서 

Fig. 3. Effect of refraction (Solid line indicates ignoring refrac-
tion and dotted line indicates considering refraction. 
Calculation conditions are as follows; ra = 1 cm, rq = 0.5 
cm, rw = 10 cm and legends are the same as shown in 
Fig. 1).

Fig. 4. Effect of reflection in a UV radiation system (Raq: 
Reflectance between air and quartz, Rqw:reflectance 
between quartz and water when the calculation con-
ditions are as follows; ra = 1 cm, rq = 0.5 cm, rw = 10 
cm and legends are the same as shown in Fig. 1).

Fig. 5. Conceptual UV contact reactor.

속히 커지게 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수정-물 경계면의 반

사와 비교해서 20배 이상이다. 따라서, 반사에 의한 자외선

의 감소는 부분 공기-수정의 경계면 즉, 램  sleeve 안
쪽에서 일어나는 반사이며, 수평거리가 수직거리의 2배 이

상이 되면 반사에 의해 자외선은 50% 이상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외선 흡수의 향을 알아보기 해 Fig. 5와 같은 단순

한 형태의 자외선 조를 가정하 다. 가상의 조는 

장방형이며, 가로(x)와 높이(y)가 각각 20 cm, 램  방향의 

길이(z)가 30 cm이다. 수정 sleeve는 바깥지름이 4.5 cm, 
두께가 0.125 cm이다. 자외선 램 는 압 수은 램 로서 

출력은 100 W이며 자외선 효율은 30%를 가정하 다. 계
산 단 인 Element의 수가 많을수록 계산의 정확도는 증가

하나 반면에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그만큼 증가한다. 여
러 번의 반복 계산 결과, 계산 단 인 element의 크기를 1 
cm 이하로 하 을 때 변화가 많지 않았으므로 Element의 

크기는 가로, 높이, 길이가 각각 0.5 cm인 정육면체로 구성

하 다. 따라서, 가상 조의 Element 수는 96,000개이다.
투과율에 따른 자외선 분포를 Fig. 6에 표시하 다. 투과

율이 100%일 때 자외선은 강하게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

으며(굵은 실선) 투과율이 작아질수록 자외선 강도도 격

히 감소한다. 반응조  역의 평균 자외선 강도 역시 

T'10이 100%일 때는 12.2 mW/cm2이며, T'10이 80%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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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V intensity profiles as function of transmittance (T'10).

5.38 mW/cm2, 40%일 때는 1.77 mW/cm2로 크게 감소한다. 
탁도나 클로로필-a의 농도가 보통의 상수 원수 수 일 때

는 그 농도 변화가 자외선의 MS2나 Giardia, Cryptospo-
ridium의 불활성화율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

으나(Passantino et al., 2004), 투과율에 따라 자외선 강도 

분포는 크게 달라지므로 투과율(T'10) 즉 흡수는 자외선 시

스템에서 요한 향인자이다. 

3.2. 학모델을 이용한 자외선 조 설계

램 의 출력이 일정할 때, 자외선 조  램 의 길이 

변화에 따른 평균 자외선 강도의 변화를 MSSS 모델로 계

산하여 Fig. 7에 표시하 다. 원통형 자외선 조를 가정

하고, 총 체 은 6,280 cm3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단면 은 축소되는 것으로 간주하 다. 
따라서, 자외선 조의 길이가 20 cm이면 단면의 지름은 

20 cm(장폭비, L/W=1.0)이며, 길이가 200 cm이면 단면의 

지름은 6.32 cm(장폭비=16.6)이 된다. 결과를 보면 장폭비

가 증가할수록 평균 자외선 강도는 감소한다. 장폭비가 2
일 때 평균자외선 강도는 16.8 mW/cm2으로서 장폭비가 10
일 때의 8.1 mW/cm2 보다 2배나 더 크다. 이것은 평균 자

외선 강도를 기 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동력이 일정하고, 
자외선 조 안에서 충분히 난류가 형성되어 완 혼합형 

반응조로 운 되는 조건에서는 자외선 조의 길이가 짧

을수록 더 효율 임을 의미한다.
자외선 시스템의 총 동력 소모량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설치된 램 의 수에 따라 조 내부의 자외선 강도는 다

를 수 있다. 이를 최 화하기 해 총 동력을 일정하게 유

지한 상태에서 램 의 수를 달리한 경우의 조 내 평균 

자외선 강도를 계산하여 Fig. 8에 표시하 다. MSSS 모델

을 사용하 으며, 장방형의 자외선 조를 가정하 다. 
가상의 자외선 조는 폭 40 cm, 높이 40 cm, 길이 60 
cm로서 자외선 효율은 30%를 가정하 고, 총동력은 100 
W, 램 의 외형 치수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 다. 
자외선 램 는 z방향을 길이로 하여 xy평면에서 균등한 간

격으로 배치하 다. 평균 자외선 강도와 함께 자외선 주입

율(UV dose)를 계산하여 함께 표시하 다. 자외선 주입율

은 평균 자외선의 강도와 시간의 곱으로 표시되는데, 
조의 규격이 일정할 경우 램  수가 증가함에 따라 

Fig. 7. Average UV intensity as function of length-to-width 
ratio of contactor.

조의 유효용 은 감소하게 되고 결과 으로 조의 체

류시간인 시간은 어들게 된다. 그림에서는 Norma-
lized UV dose로 하여, 램 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의 

시간을 1sec으로 간주하고 이와 비교한 상 인 시

간으로 계산하 다.

      (12)

  


 (13)

UV Dose : 자외선 주입율 (mJ/cm2)
Iavg : 평균 자외선 강도 (mW/cm2)
  : 평균 시간 (sec)

Ve : 조의 유효용 으로서, 조 용 에서 램 가 

차지한 용 을 제외한 부피 (m3)
Q : 유량 (m3/sec)

모의 결과 램  수의 증가는 오히려 평균 자외선 강도의 

하를 래하 다. 즉, 1개의 램 를 설치한 경우 평균 자

외선 강도가 3.17 mW/cm2인데 반해 9개의 램 를 설치한 

경우는 2.39 mW/cm2
로 어들었다. 자외선 주입율을 계산

할 경우 이 차이는 더 두드러지는데, 1개의 램 를 설치한 

경우 3.14 mJ/cm2에서 9개의 램 를 설치했을 때는 2.18 
mJ/cm2로 30% 정도 감소하 다. 이는 자외선 램 가 차지

하는 부피만큼 물의 용 이 어들게 됨으로서 실제 

시간인 수리학 체류시간(Hydraulic retention time, HRT)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 자외선 강도를 기 으로 

했을 때, 소비 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램 의 수를 

게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자외선 조의 형태나 램 의 배치에 따라서도 자외선 

효율은 달라질 수 있다. 타원형의 조에 2개의 램 를 

설치할 경우 램  사이의 간격이 변화할 때 평균 자외선 

강도를 계산하여 Fig. 9에 표시하 다. 평균 자외선 강도가 

최 가 되는 램 의 치는 L12/Lx = 0.30 즉, 조 벽면

으로부터 각각 35%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램 의 최  치는 길이의 

약 1/3과 2/3가 되는 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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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verage UV intensity and UV dose as function of 
the number of lamps.

Fig. 9. An example of optimal lamp position(an oval shape 
UV contactor).

4. 결 론

자외선 강도를 계산하는 로그램을 구성하고 자외선 

조 시스템의 모의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자외선이 공기층-수정층-물층을 통과하면서 총진행거리는 

늘어난다. 그 지만 자외선 흡수의 부분을 차지하는 물층

에서의 진행거리는 오히려 짧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굴 을 

고려할 경우 자외선 강도는 더 크게 산정된다. 공기층-수정

층 경계면에서 생기는 반사는 무시할 정도로 작으나 수정

층-물층 경계면에서의 반사는 무시해서는 안된다. 흡수, 특
히 물층에서의 흡수는 자외선 살균 시스템에서 가장 요

한 인자 의 하나이므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총 소모동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자외선 조의 장폭비

는 작을수록 더 유리하며, 자외선 램 를 여러 개 설치하

는 것보다 1개의 램 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 이다. 자
외선 조의 단면 형상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으

나 주어진 단면에서 램 의 배열을 최 화하므로써 자외선

의 조사 효율을 극 화할 수 있다. 가로세로비가 2:1인 타

원형 단면에서 최 화된 램 의 치는 길이 방향의 각각 

1/3, 2/3 정도인 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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