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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thermal plasma processing using a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has been investigated as an alternative method 

for the degradation of non-biodegradable organic compounds in wastewater. The active species such as OH radical, produced 
by the electrical discharge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degrading organic compound in water. The degradation of N, 
N-Dimethyl-4-nitrosoaniline (RNO) was investigated as an indicator of the generation of OH radical. The DBD plasma 
reactor of this study consisted of a plasma reactor, recycling pump, power supply and reservoir. The effect of diameter of 
external reactor (15 ∼ 40 mm), width of ground electrode (2.5 ∼ 30 cm), shape (pipe, spring) and material (copper, stainless 
steel and titanium) of ground electrode, water circulation rate (3.1 ∼ 54.8 cm/s), air flow rate (0.5 ∼ 3.0 L/min) and ratio of 
packing material (0 ∼ 100 %) were evaluate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shape and materials of ground were not 
influenced the RNO degradation. Optimum diameter of external reactor, water circulation rate and air flow rate for RNO 
degradation were 30 mm, 25.4 cm/s and 4 L/min, respectively. Ground electrode length to get the maximum RNO 
degradation was 30 cm, which was same as reactor length. Filling up of glass beads decreased the RNO degradation. Among 
the experimented parameters, air flow rate was most important parameters which are influenced the decomposition of 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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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플라즈마는 1808년 H. Davy에 의한 직류 아크방

전과 1830년대 M. Faraday 등의 고전압 아크방전 튜

브개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세기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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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 방전이나 직류 전기방전 플라즈마는 가스램프

를 대치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되어 왔었다(Dendy, 
1993).

1879년 W. Crookes는 플라즈마는 물질의 제 4 상
태라고 규명하였다. 플라즈마 속에는 전기적으로 중

성인 원자들로만 이루어진 고온 기체와는 달리 서로 

반대의 전하를 띤 입자들, 즉 전자와 양이온이 뒤섞여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국부적으

로 양이온과 전자 사이의 전하 분리에 의해 전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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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하의 흐름에 의해 전류와 자기장이 발생하

게 된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보다 넓은 영역에 효력을 

미치게 되어 매우 복잡하지만 활용성이 높은 물리적 

현상이 나타난다. 지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플

라즈마에는 번개와 오로라가 있다. 대기권을 벗어나

면 지구 자장과 태양풍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플라

즈마인 자기권이 존재한다(한국표 면공학회, 2007a). 
플라즈마는 핵융합 플라즈마와 같이 이온과 전자

로 완전 격리된 수억도 내외의 고온 플라즈마와 수천 

내지 수만도 정도의 저온 플라즈마로 구분되며 저온 

플라즈마는 아크나 고주파 유도결합 방전에 의해 발

생된 아직 이온화되지 않은 중성입자(원자, 분자)의 

부분 전리된 상태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며 국부 열

평형(local thermal equilibrium)을 이루고 있는 열 플

라즈마(thermal plasma)와 높은 전자 온도에 비해 무

거운 이온과 중성 입자는 실온 정도의 온도로 비평형

(non-equilibrium) 상태의 적은 열용량을 가지고 있는 

비열 플라즈마(non-thermal plasma)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한국표면공학회, 2007b).
열 플라즈마 기술은 환경 분야에서 고온을 이용하

여 생활 및 산업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소 가스로 활

용하거나 유리 고화시켜 안정화하는 등 폐기물 처리

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엄 등, 2006). 
비열 플라즈마 또는 저온 플라즈마 공정은 두 전극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음극에서 방출되는 전자가 

두 전극 사이에 존재하는 가스 분자들에 충돌하여 가

스 분자를 이온화시켜 발생한다. 전자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지만 이온 또는 가스 분자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전자온도는 높고, 이온 온도는 낮아 비열 플라즈

마 상태를 얻는데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 않다. 비열 플

라즈마의 발생원으로는 electron beam irradiation이
나 electrical discharge에 의해 발생된다(이, 2005). 비
열 플라즈마 공정은 반응을 통해 산소 또는 수증기에

서 OH 라디칼 및 ․H, ․O, ․O2
-, ․HO2, H2O2와 O3 

등과 같은 라디칼 및 산화제들이 생성되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산화시킨다. 비열 플라즈마 공정은 상온 

대기압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오염물질 처리능이 

높고 다른 기술과의 접목 용이하여 다양한 형태의 하

이브리드 기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Hayashi 등, 
2001). 

수중의 오염물질을 분해 시키는 수처리를 위한 비

열 유전체 장벽 플라즈마 공정은 최근에 연구되고 있

는 공정이기 때문에 설계 자료나 운전 자료가 많지 않

은 편이다(Zhang 등, 2008). 특히 본 연구와 같이 교류

를 이용하고 액체를 순환시키는 방식의 플라즈마 공

정은 기존의 플라즈마 반응기와는 형태가 다르기 때

문에 전극 재질, 전극 형태, 외부 반응기 직경, 액체 순

환 유량, 공기 유량 및 충전제 충전율 등 유전체 장벽 

플라즈마 반응기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인자와 

운전인자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유전체 방볍 방전 플라즈마 공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해대상물질로 N, N-Dimethyl-4-nitrosoaniline 
(RNO)을 선택하였다. ․OH은 생성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RNO와 같이 ․OH과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의 분해를 통하여, ․OH
의 생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한데 특히 RNO
는 표백효과에 의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분석이 간편하여 RNO를 사용하였다(Li 등, 2009). 
실험에 사용한 플라즈마 반응기 시스템의 개요도

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반응기 시스템은 방전 전극, 
유전체, 외부 유리관 반응기 및 접지 전극으로 이루어

진 플라즈마 반응기와 공기 펌프, 1차 전원장치와 네

온트랜스로 이루어진 전원 공급장치 및 순환펌프와 

저장조로 이루어진 저장소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

어진다. 유전체는 두께가 1 mm, 내경이 7 mm인 석영

관을 사용하였다. 방전 전극(내부 전극)은 봉 형 전극

이었으며, 소재는 티타늄이었고, 전극 두께는 2 mm이

었다. 접지 전극(외부 전극)은 스프링 및 파이프 형이

며 실험의 종류에 따라 길이 또는 면적을 달리 사용하

였다. 접지 전극의 재질은 구리, 티타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이었다. 실험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반응

기에 주입하는 가스로는 공기를 사용하였으며 공기 

펌프에서 발생한 공기를 rotameter를 이용하여 유량

을 조절한 뒤 공급하였다. 순환펌프를 이용하여 플라

즈마 반응기에서 반응한 반응물을 저장소로 이송하였

으며 저장소에서는 중력에 의해 반응기로 다시 유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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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Value

External electrode

Height of external electrode 2.5, 5, 10, 20, 30 cm

Type of external electrode plate, spring

Materials of external electrode Stainless steel, Titanium, Copper 

Operation parameters

Water circulation rate 3.1, 13.2, 25.4, 38.6, 54.8 cm/s

Air flow rate 0.5, 1, 1.5, 2, 2.5, 3 L/min 

Packing ratio of packing material 0, 33, 67, 100 %

Table 1. Experimental parameters 

전원 공급장치로 2차 전압이 15 kV이고 주파주가 

20 kHz인 네온트랜스를 이용하였다. 초기 운전 조건

은 다음과 같다. 전압조건은 1차 전압은 220 V, 2차 

전압은 15 kV로 운전하였고, 공기 공급량은 4  L/min, 
플라즈마 반응기에서의 초기 순환 유량은 13.2 cm/s
로 운전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reactor system.

2.2. 분석 및 측정

RNO는 초기농도가 50 mg/L인 용액을 사용하였으

며, RNO 농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Genesis 
5, Spectronic)를 사용하여 RNO의 최대 흡수파장인 

440 nm를 측정하여 검량선을 사용하여 농도로 나타

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RNO 분해에 미치는 외부 유리관 직경의 영향

접지 전극, 유전체 및 방전 전극으로 이루어진 기존 

유전체 장벽 방전 반응기는 반응기 전체가 수중에 함

침 되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절연이 잘 이

루어지지 않아 단락 현상이 발생하기 쉬어 플라즈마

가 발생하지 않거나 스파크가 튀는 등 성능이나 안전

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여 방전 전극과 유전체(석영관)로 이루어

진 반응기, 플라즈마와 반응하는 물, 외부 반응기 및 

외부 반응기에 설치된 접지 전극으로 반응기 시스템

을 구성하였다. 내부 전극인 방전 전극과 유전체인 

석영관에 대한 기초 자료는 본 연구자들이 앞서 연구

한 자료에서 확립된 조건(방전 전극 직경, 2 mm; 석영

관 내경, 7 mm)에서 접지 전극인 외부 전극이 감기는 

외부 반응기의 직경을 15 ～ 40 mm(접지 전극과 방전 

전극의 간격, 8 ～ 21 mm)로 변화시켜 실험하였다(김
과 박, 2011).

실험 결과 RNO 분해는 외부 반응기 직경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 35 mm 이상의 직경에서는 감소하여 

최적 외부 반응기의 직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30 mm(접지 전극과 방전 전극의 간격, 16 mm)인 것

으로 사료되었다. Sugiarto와 Sato(2001)는 needle-plate 
펄스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두 전극 사이의 간격이 6 
～ 45 mm인 경우 간격에 따라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형태가 달라지며 spark와 streamer 방전이 동시에 일

어나는 15 mm인 경우가 페놀 제거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Chen 등(2004)은 needle과 plate의 간격이 3 cm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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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인 경우 거리가 가까우면 플라즈마 채널을 형성하

기 쉽고 더 많은 에너지가 용액 속에 축적되어 산화물

질이 더 생성되지만, 접지 전극과 방전 전극의 거리가 

먼 경우 플라즈마 채널 형성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

하여 더 적은 에너지가 축적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플

라즈마 반응기에서는 streamer 방전이 발생하며, 다른 

연구자와 플라즈마 발생형태가 다르고 전극 형태가 

달라 정확한 설명은 어렵지만 플라즈마 발생과 관련

한 에너지 축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Sugiarto와 Sato(2001)의 연구와 유사한 두 전극 사이

의 거리가 16 mm인 외부 반응기의 최적 직경인 것으

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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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diameter of external tube on the 
degradation of RNO(air flow rate, 1 L/min; water 
circulation rate, 13.2 cm/s; width of ground 
electrode, 20 cm). 

3.2. RNO 분해에 미치는 접지 전극 길이의 영향

실험에 사용한 외부 전극은 파이프 형태로써 외부 

반응기 전체 외부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다. 파이프 

형 외부 전극의 길이가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Fig 3에 나타내었다. 파이프 형태인 외부 전극의 길이

가 2.5 cm에서 5 cm로 증가됨에 따라 RNO 분해율이 

빠르게 증가되었으며 외부 전극의 길이가 증가됨에 

따라 RNO 분해율이 증가되어 최대 RNO 분해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는 반응기 구조상 최대 길이인 30 
cm인 것으로 나타났다. 2.5 cm에서는 플라즈마가 집

중되어 플라즈마의 밀도는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플라즈마 밀도의 측정은 불가능하였으나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공간의 플라즈마 색으로 육안으로 판별하였

다. 외부 전극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자외선의 빛의 세

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 cm의 경우 전체 

석영관에서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실험은 최대 전극 길이인 30 cm에서 실험을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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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length of external (ground) electrode on the 
degradation of RNO(air flow rate, 1 L/min; water 
circulation rate, 13.2 cm/s; diameter of external 
reactor, 30 mm).

3.3. RNO 분해에 미치는 접지 전극 형태와 재질의 영향

Fig. 4는 전극 형태를 파이프 형과 wire 형태로 하

였을 때 RNO 분해율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극

의 길이가 30 cm이었을 때 전극의 형태를 파이프 형

이던지 wire형이던지 플라즈마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wire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접지 전극, 
유전체 및 방전 전극으로 이루어진 반응기에서 접지 

전극의 형태가 파이프형, 봉 형 및 스프링 형 등 접지 

전극의 형태와 무관하였다고 김과 박(2011)이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Fig. 5에서 보여지듯이 접지 전극의 재질을 구리, 

티타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하여 전극의 재질

이 RNO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결과 외부 전극

인 접지 전극의 재질이 RNO 분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전 전극의 경우는 플라

즈마가 직접 발생하는 전극이며, 또한 Zha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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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방전 전극의 경우 전

극이 소모된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수중에 소모

된 전극 성분이 용출되어도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적

고 부식성이 적은 전극을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방전 전극인 내부 전극은 내구성이 우수한 티타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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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type of external (ground) electrode on the 
degradation of RNO(air flow rate, 1 L/min; water 
circulation rate, 13.2 cm/s; diameter of external 
tube, 30 mm; width of ground electrode,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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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material of external (ground) electrode on 
the degradation of RNO(air flow rate, 1 L/min; 
water circulation rate, 13.2 cm/s; diameter of 
external reactor, 30 mm; width of ground electrode, 
30 cm). 

3.4. RNO 분해에 미치는 순환 유량의 영향

본 반응기는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유전체 내부와 

플라즈마 반응에 의해 발생한 이온화 가스가 산기관

을 통해 배출되어 수중에서 반응하는 외부 반응기의 

직경이 적어 전체 반응기의 반응 면적이 적어 반응기 

외부에 저장소를 두어 펌프로 순환시켰다. 순환 펌프

는 이온화가스와 반응한 물을 저장소로 보내는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이온화 가스가 수중에 용존 시키기 

위한 물질전달을 높일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반응기에서 플라즈마와 반응한 물을 순환 펌프로 

저장소로 순환시키는데 순환수의 순환 유속이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순환 유속

이 3.1 cm/s에서 25.4 cm/s로 증가함에 따라 RNO 분
해율도 증가하였다. 25.4 cm/s이상의 순환 유속에서

는 RNO 분해가 감소하여 최적 순환 유속은 25.4 cm/s
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 유속이 증가하면 물질전달 

속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온화 가스가 물속으로 

용존하는 속도가 증가하고 RNO 분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일정 유량이상의 순환 유

속에서 RNO 분해가 감소하는 것은 일정 유속 이상에

서는 물질전달 상승으로 인한 이온화 가스의 용존량

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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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circulation rate of water on the 
degradation of RNO(air flow rate, 1 L/min; 
diameter of external reactor, 30 mm; width of 
ground electrode,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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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RNO 분해에 미치는 공기 공급량의 영향

유전체인 석영관 내부로 공급하는 공기의 유량을 

변경하였을 때 RNO 분해에 미치는 공기유량의 영향

을 Fig. 7에 나타내었다. 공기 공급량이 0.5 L/min에서 

1 L/min으로 증가시에는 RNO 분해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1 L/min에서 2.5 L/min으로 증가시에

는 RNO 분해율이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3 L/min에서

는 RNO 분해율이 감소하여 최적 공기량은 2.5 L/min
으로 나타났다. 0.5 L/min의 공기 공급량과 1 L/min의 

공기 공급량에서의 RNO 분해율이 차이나는 것은 윤 

(2008)이 보고한 것과 같이 유전체 방전 플라즈마는 

석영관 내부로 유입시키는 가스의 유량이 적으면 물

이 석영관 내로 침투하여 단락이 생겨 플라즈마가 발

생하지 않는 특징에 대한 설명과 같이 0.5 L/min에서

는 절연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었다. 공기 

공급량이 1 L/min 이상에서는 안정적인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구간이며, 공기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공기 

중의 산소가 오존과 같은 산화제 생성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었다.
Li 등(2007)은 펄스 플라즈마 반응기를 이용한 페

놀 처리에서 공기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공기 중의 산

소 때문에 오존 등의 산화제 농도가 많이 증가하게 되

며 이 때문에 페놀 제거율이 증가하는데, 오존 등의 최

적 생성에 필요한 최적 공기 공급량이 존재하기 때문

에 페놀 제거에 대한 최적 공기 공급량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Zhang 등(2008)은 needle-plate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메틸오렌지 제거에서 공기 공급량이 0.93 
～ 2.00 L/min인 조건에서 최적 공기 공급량은 1.6 
L/min이라고 보고하였다. 최적 공기 공급량까지 공기 

유량은 기상에서 오존이 액상으로의 물질전달이 증가

하지만, 최적 공기 공공급량 이상에서는 본 연구의 저

장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pre-oxidation zone에서

의 체류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오존의 이용 효율이 

감소하여 처리율도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타 연구

자들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최적 공기 공급량은 반

응기의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타 연구자들

과 같이 최적 공기 공급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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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flow rate of air on the degradation of 
RNO(water circulation rate, 25.4 cm/s; diameter of 
external reactor, 30 mm; width of ground electrode, 
30 cm).

3.6. RNO 분해에 미치는 충전물의 영향

유전체인 유리구슬을 반응기에 충전하여 유리구슬

의 충전이 RNO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Fig. 8에 나타내

었다. 유리구슬을 충전할 경우 이온화 가스와 물의 접

촉이 늘어 RNO 분해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충전량이 증가할수록 RNO 분해율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충전물이 방해를 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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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height of packing on the degradation of 
RNO(air flow rate, 2.5 L/min;  water circulation 
rate, 25.4 cm/s; diameter of external tube, 30 mm; 
width of ground electrode, 30 cm; packing material, 
7 mm glass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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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1) RNO 분해는 외부 반응기 직경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 35 mm 이상의 직경에서는 감소하여 최적 

외부 반응기의 직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 
mm(접지 전극과 방전 전극의 간격, 16 mm)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파이프 형태인 외부 전극의 길이가 2.5 
cm에서 5 cm로 증가됨에 따라 RNO 분해율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5 cm이상에서도 외부 전극의 길

이가 증가됨에 따라 RNO 분해율이 서서히 증가되어 

최대 RNO 분해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는 반응기 구조

상 최대 길이인 30 cm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방전 전극을 봉 형으로, 재질을 티타늄으로 고정

한 조건에서 접지 전극인 외부 전극의 형태(파이프와 

스프링 형)와 재질(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및 티타늄)
은 RNO 분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충전재로 7 
mm인 유리구슬을 충전한 결과 유리구슬의 충전은 

RNO 분해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저장소로 물과 이온화 공

기를 순환시키는 순환수의 순환 유속이 3.1 cm/s에서 

25.4 cm/s로 증가하면서 RNO 분해율도 증가하였다. 
25.4 cm/s이상의 순환 유속에서는 RNO 분해가 감소

하여 최적 순환 유속은 25.4 cm/s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공급량이 0.5 L/min에서 1 L/min으로 증가하면

서 RNO 분해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한 후 1 L/min에
서 2.5 L/min으로 증가하면서 RNO 분해율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3 L/min에서는 RNO 분해율이 감소하여 

최적 공기량은 2.5 L/min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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