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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질 도모에 

의하여 물 및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일환으로 정수처리 시설에 자외선(UV; 

Ultra Violet)의 도입은 기존 염소처리와 비교하

여 강력한 산화력 및 소독능뿐만 아니라, 많은 유

해성이 보고된 염소 소독의 대체 방안으로 그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 UV를 소독공정에 활용하는 

경우의 특징으로는 첫째 톤당 저 소요비용으로 경

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최근 램프 제작 기술

의 발달로 평균 수명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운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둘째, 수온 및 

pH 등의 수질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앞서 언급

한대로 소독부산물의 생성이 없다는 장점을 가진

다. 그러나 UV는 관로내에서 소독능에 대한 잔

류성이 없고, 수질 중에서 약 10NTU이상의 탁도

에 민감하다는 단점도 내재되어 있다. 이에 고액

분리가 충분히 이루어져 탁도의 영향이 거의 없

는 정수처리 마지막 공정에 적용이 지속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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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세포 

배양(Cell culture)법에 의하면 바이러스나 박

테리아에 비해 Cryptosporidium이나 Giardia

와 같은 원생동물이 UV에 의해 쉽게 불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Craik 외, 2000), 

(Craik 외, 2001). UV는 파장대별로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 그리고 진공 자외선으로 구

분되며, 살균 및 소독에 사용되는 자외선은 자외

선 C로 200 ~ 280 nm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파장영역은 DNA와 단백질 그리고 오존

이 잘 흡수하는 파장이다. 수처리 공정에서 주

로 사용되는 UV의 파장은 살균효과가 높은 254 

nm의 영역을 사용한다. UV 램프에서 방사하

는 파장 중에서 254 nm대의 빛은 수중에 함유

되어 있는 미생물에 직접 조사하여 유전자 특성

에 변형을 초래함으로서 번식을 막거나 미생물

의 세포막을 투과하여 DNA를 손상시켜 살균시

킨다. UV를 흡수한 세포는 DNA 돌연변이를 형

성하게 되어 복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불활

성화 된다. 이러한 불활성화 된 세포는 광회복을 

시도함으로 일정 조사량을 가해 주어야 광회복

이 불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화학약품을 이

용한 소독(염소, 오존 및 이산화염소 등)에서는  

C·t 값으로 소독능을 평가하며, 소독제 접촉 반

응조에서 이 값이 어느 일정수준 이상이 될 때에 

소독능이 만족된 것으로 인식한다. 소독능 인자

에서 C는 소독제의 농도를 의미하며, t는 접촉

시간을 의미한다. UV와 같은 물리적인 소독의 

경우 I·t값으로 소독능을 평가하는 데, I는 에

너지의 강도, t는 접촉시간으로 그 곱의 UV 에

너지로 평가되며 이 UV 에너지는 UV 조사량

으로 표현된. 이제까지 정수처리 공정에서 소독

을 목적으로 한 UV의 도입에 관한 연구는 UV

의 에너지 강도 및 반응조내 접촉시간에 따른 

미생물의 불활성화비의 평가, 반응조 유출수 수

질 평가, 소독부산물의 평가, 촉매 도입에 따른 

효율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UV 조사량은 반응조의 형상에 따라 크

게 좌우되며, 단락류를 저감할 수 있는 반응기의 

최적 반응조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Ernest 

& Blatchley, 1997), (Bolton, 2000), (Lyn & 

Blatchley, 2005). 이러한 최적의 반응조를 설

계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CFD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UV 반응조의 조사량을 예측하는 CFD 방

법으로는 Eulerian과 미생물을 입자로 모사하

는 Particle 모델을 사용하는 lagrangian 방

식으로 연구되어왔다. (Unluturk 외, 2004), 

(Elyasi & Taghipour, 2006) 그러나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반응조 내부의 유동특

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유동특성에 의하

여 반응조의 조사량은 크게 변화한다. (Wols 외, 

2010), (Gandhi 외, 2011). 한편 국내에서는 환

경법 개정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 소독 

처리 방법이 염소계 소독 설비에서 UV 소독 설

비로 일원화 되고 있다. (이진영 외, 2005) 그러

나 UV Lamp 자체 성능에 대한 자료에 비하여 

UV 반응조에 대한 자료와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

며,  최근들어 반응조 설계 및 검증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an 외, 2008) (

정병호 & 이강영, 2009), (박대원 외,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린더 형태의 단일 램

프를 갖는 UV 반응조에 대한 출구 위치에 따

른 유동특성과 Eulerian과 lagrangian 방법으

로 UV dose를 CFD 기법을 사용하여 모사하였

으며, 유량변화와 시간변화에 따른 반응기 출구

에서의 UV dose 및 미생물(particle)의 resi-

dence time을 비교 검토하였다.

2. 수치해석

2.1 UV 유수 살균 장치

 Fig. 1은 일반적인 UV 유수 살균장치의 구성

도를 나타내고 있다. 유수 살균장치 내부 모듈은 

UV 램프, UV 센서와 램프 세척을 위한 sle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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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er, wiper motor로 구성된다. Fig. 2는 반

응조내 UV 램프 배열에 따른 전형적인 UV 반

응기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 

처리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axial type 

UV 반응조에 대한 형상을 적용하였다.

Fig. 1. General UV reactor

Fig. 2. Some typical UV lamp arrangements

2.2 수치해석 대상

 Fig. 3은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

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Axial type UV 반

응조로서 하나의 UV 램프가 반응조 중앙에 위

치하며, 반응조의 출구 위치는 입구를 기준으로 

180°(Configuration 1), 135°(Configuration 

2), 90°(Configuration 3), 45°(Configuration 

), 0°(Configuration 5)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총 5개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 4와 Table 

1에 Configuration 1에 대한 치수와 설계사양

을 나타내었다. UV 반응조의 입구와 출구는 반

응조 끝단에서 40 mm 떨어진 곳에 각각 위치

하며 반응조의 직경은 125 mm이다. 그리고 UV 

램프의 직경은 24.5 mm, 용량은 75 W이다. 입

구와 출구의 직경은 80 mm로 동일한 치수를 갖

는다. 반응조의 길이방향은 900 mm이며, 이 반

응조는 280 m3/day 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3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의 CFD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UV 반응기 Configuration 1의 유동에 대한 

Item Spec.

 Capacity (m3/day) 280

 Lamp Power (W) 75

 Chamber Diameter(m) 0.125

 Chamber Length (m) 0.9

 Inlet, Outlet Diameter (m) 0.08

 Lamp Diameter (m) 0.0245

 Number of Lamp 1

Fig. 3 Geometry for the calculation

Fig. 4 Schematic of the UV tube for Configuration 1

Table 1 Designed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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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의존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로부

터 결정된 격자 분포를 사용하여 다른 UV 반응

기 형태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는 표면상의 계산 격자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

며, hexa 격자 전용 생성 툴인 ANSYS ICEM 

CFD 소프트웨어(ANSYS, 2009)를 사용하여 

hexa-hedral(structural) type의 격자를 생성

하였다. 격자수는 Table 2의 case 1 ~ case 4와 

같이 성긴 격자에서 조밀한 격자 분포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수치계산은 상용프로그램인 AN-

SYS CFX 12.1(ANSYS, 2009)을 사용하였으

며, 경계조건으로 입구에는 설계 용량에 해당하

는 속도조건, 출구에는 대기압 조건을 적용하였

으며, 벽면 조건으로는 no-slip condition을 적

용하였다. 난류모델은 scalable 벽법칙을 사용

하는 standard k-ε 난류 모델을 적용하였다.

Fig. 5. Mesh distribution on the surface for the Configuration 1

UV 반응조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식 (1)을 사

용하여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누적된 UV 조사량

을 구하여 표현하였다.  

   식 (1)

UV 조사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복사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복사모델은 복사에 대한 지배방

정식(Radiation Transport Equation)을 풀어

서, 에너지 방정식을 풀기 위한 복사 소스항의 

값을 구하고, 벽에서 복사에 의한 열유속을 구

하는 것이다. Spectral Radiation transport 

equation은 식 (2)와 같이 쓰여진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과 석영관 등에서 발생하는 

복사 손실은 적용하지 않았다. 

       식 (2)

복사 지배방정식(식(2))은 공간에 대한 좌표 3

개, 국부좌표 2개에 대한 지점별 에너지 강도를 

주파수로 표현하는 함수이다. 이 지배방정식의 

해석적인 해를 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

하므로, 복사현상의 방향성과 주파수에 대한 의

존성을 근사해서 해를 얻는다. 

ANSYS CFX에서는 방향성 근사 방법에 따라 

Rosseland, P-1, Discrete Transfer, Monte 

Calrlo 모델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란이 

공간의 좌표 및 방향성에 대하 균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Discrete Transfer모델을 적용하였으

며, 경계면을 떠나는 복사선을 따라 Spectral 

intensity를 구하면 식(3)과 같이 단순화 시킬 

수 있다.

 식 (3)

UV 램프의 총 열에너지(75 W)에 의한 물의 상승

온도는 식 (4)에 의하여 0.1[K]도 되지 않으므로 온도

에 대한 해석은 적용하지 않았다.

 식 (4)

UV 반응조 입구로 유입되는 유체는 물과 미

생물(particle)의 혼합액으로 가정하였다. 미생

물 입자는 크기가 작아서 물의 흐름에 일방적

으로 영향을 받는 상태이며, 물과 동일한 밀도

Table 2.  Mesh information of the configuration 1 for the mesh 
dependent test

Item Case 1 Case 2 Case 3 Case 4

Mesh type Hexa-hedral Hexa-hedral Hexa-hedral Hexa-hedral

Number 
of nodes 140,000 293,000 603,00 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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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작은 particle로 가정하였다. 모사 후 

particle에 조사된 누적 조사량을 추산하기 위해

서 하나의 미생물(particle)의 크기는 1㎛로 가

정하였다. particle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각각의 

particle이 받는 조사량을 추적하기 위해 누적조

사량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각 입자의 에너지 강

도와 노출시간의 곱으로 표현하였다.   

2.4 격자 의존성

 UV 반응조 configuration 1의 결과로서, 

Fig. 6과 7에 각각 중심단면에서의 압력과 온도 

분포를 나태내었다(case 3 result). 압력은 입구

로 유입되는 물이 UV 램프와 UV 반응조에 접촉

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며

(Fig. 6(a)), 속도 분포는 UV반응조 상부와 하

부의 뚜렷한 속도 차이(Fig. 6(b))를 보이고 있

다. Fig. 7에서는 입구 영역의 높은 압력이 출구 

영역으로 갈수록 저하된 후, 다시 상승하여 압력

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속도 분포는 비

선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속도가 2차

원 성분보다 3차원의 속도 성분이 강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Fig. 8(a)에 격자 분포 case 1 ~ case 4의 

속도분포 비교를 위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8(b)~(d)은 각각 반응조 끝단에서 반응조 

직경(D)을 기준으로 1.5D, 2D, 3D의 위치에서

의 유로방향(x 방향)으로의 속도(u
x
)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1.5D에서의 case 2 ~ 4의 속도분

포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case 1의 속도

가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였다. 2D에서의 속

도분포는 UV 램프에서 멀어질수록 case 1 ~ 4

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UV 램프에 가까

운 위치일수록 case1이 가장 높은 속도를 가지

면, Case 4가 가장 낮은 속도 분포를 가지고 있

다. 그리고 case 1과 2, case 2와 3, case 3과 4

의 속도 차이는 case 3과 4에서 가장 작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3D 위치에서는 case 1를 제외

한 모든 case에서 유사한 속도분포를 보이고 있

Fig. 6 Pressure & Velocity distribution on the x-z plane at the y center(case 3 result)

Fig. 7 Pressure & Velocity distribution on the x-y plane at the z center(case 3 result)

(a) Pressure (b)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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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산 시간과 계산의 적절성을 위하여 case 3

에 대한 격자수를 configuration 1 ~ 6의 형상

에 대한 수치해석에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UV 반응조의 유동특성

 Fig. 9는 configuration 1 ~ 5에 대한 UV 

반응기내의 속도 분포를 contour로 나타낸 것

이다. Configuration 1의 속도분포는 UV 램프 

상부와 하부의 급격한 속도 변화가 존재하며, 주 

유동은 UV 램프 하부에서 발생한다. Configu-

ration 2의 속도 분포는 Configuration 1과 달

리 UV 램프 상부와 하부의 급격한 속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UV 램프주위 유동방향을 따라 

낮은 속도 영역이 존재한다. 그리고 출구 영역에

서는 비대칭적인 속도 구배가 발생한다. Con-

figuration 3의 유동분포는 Configuration 2

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출구부에서 대칭적인 

속도 분포를 볼 수 있다. Configuration 4와 

Configuration 5는 Configuration 1과 유사한 

속도 분포 경향이 나타난다.

UV 반응조 내의 유동 정체영역을 살펴보기 

위하여 식 (5)와 같이 입구 속도 기준으로 국부 

속도 영역의 비인 15%보다 작은 속도비를 갖는 

영역을 iso-surface로 Fig. 10에 나타내었다.

 식 (5)

Configuration 1에서 상대적으로 낮은속도

의 영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UV 반응조 

입구부 보다 출구부에서 보다 넓은 영역의 낮

은 속도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Configuration 4와 5는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Configuration 2와 3에서는 반응

조 입구부와 출구부 영역에서 15%보다 작은 속

도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Fig. 8 Velocity distribution at the line

(a) Location for the comparison of the u velocity

(c) 2D

(b) 1.5D

(d)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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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elocity raito field below 15% of the configuration 

(a) Configuration 1

(d) Configuration 4 (e) Configuration 5

Fig. 9 Velocity contour in the UV reactor

(a) Configuration 1

(d) Configuration 4

(b) Configuration 2

(e) Configuration 5

(c) Configuration 3

(b) Configuration 2 (c) Configura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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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Configuration에 비해 낮은속도에 해당하

는 영역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영역의 표현은 UV 반응조 내부의 낮은속도 

영역을 알 수 있으므로,  사류가 발생하는 영역

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3.2 반응조의 UV Dose 특성

 UV 조사량은 미생물의 불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정 조사량을 가해 주어야 광회복이 불

가능하게 된다.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아디아, 바

이러스의 불활성화율은 수질조건에 따라 다르다. 

반응조 설계 시, 미생물의 불활성화율보다 높은 

UV 조사량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UV 반응

조 내부의 부가적인 기계적인 형상에 대한 영향

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 11은 particle track-

ing과 미생물(particle)이 입구에서 출구방향으

로 유출되는 동안의 UV 조사량인 UV dose를 나

타낸 것이다. 입구부에서는 UV 램프에 의하여 

조사되는 양이 거의 없으므로 0 mW/cm2·s의 

값을 가지며 출구 방향으로 갈수록 높은 UV 조

사량이 나타났다. Configuration 1, 4, 5의 출구 

부분 가운데 UV 램프 상단에서 높은 조사량이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영역에서 유

동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하므로 UV 램

프에 의해 particle에 조사되는 시간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Configuration 2와 3에서는 UV 램

프를 중심으로 선회류의 유동특성이 발생한다. 

선회류로 인하여 입자는 UV 램프 중심으로 회전

하여 유출구 방향으로 유출되며, 출구부 영역에

서 최대 UV dose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2는 각 configuration의 출구영역에서 

UV dose를 나타낸 것이다. Configuration 1에

서 최소 UV dose는 lowest x 방향에서 나타났

으며, 최대 UV dose는 highest x 방향에서 나

타났다. 그리고 UV dose 분포는 대칭적인 구조

를 가진다. Configuration 2에서는 편향적인 유

동구조로 UV dose의 최대, 최소값이 비대칭적

으로 발생하였다. Configuration 3에서는 최대 

UV dose가 highest z방향에서, 최소 UV dose

가 lowest z방향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최대

의 UV dose의 범위영역이 최대 UV 범위보다 넓

(a) Configuration 1

(d) Configuration 4 (e) Configuration 5

(b) Configuration 2 (c) Configuration 3

Fig. 11. Particle tracking & UV dose for the configru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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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onfiguration 4

에서는 최대, 최소 UV dose가 Configuration 

3과 반대 방향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최소 

UV dose의 영역이 다소 넓게 분포하고 있다. 

Configuration 5에서는 구조적 형상과 대칭적

인 유동특성에 의하여 UV dose가 대칭적으로 

발생하였다. 최소의 UV dose는 미생물이 받는 

UV 조사시간이 짧게 걸리고, 최대의 UV dose

는 미생물이 받는 UV 조사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사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

은 미생물이 반응조 내에서 유출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은 Fig. 12

의 출구 영역의 최대, 최소 그리고 평균적인 UV 

dose 값과 입구와 출구의 손실수두를 정량적으

로 나타낸 것이다. UV 램프에서 발생하는 조사 

강도는 75 W로 UV 램프의 설계 용량과 동일

하게 발생하였다. 만일 이 값이 달리 나타난다

면 해석상 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 하여

야 한다. 각 configuration의 최소 UV dose는 

127.7 ~ 140.7 mW/cm2·s의 범위를 가지며, 

Configuration 3에서 가장 높게, Configura-

tion 1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미생물

이 UV 반응조를 거쳐 출구로 유출되는 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이다. 각 Configuration의 최대

값은 177.6 ~ 290.9 mW/cm2·s의 범위를 가

지며, 가장 높은 값은 Configuration 1에서 가

장 낮은 값은 Configuration 3에서 발생하였

다. Configuration 1에서 다른 Configuration

(a) UV Dose at outlet of configuration 3

(d) Configuration 3 (e) Configuration 4 (f) Configuration 5

(b) Configuration 1 (c) Configuration 2

Fig. 12. UV Dose at the outlet of Configruaration  

Item
Integral Incident

Radiation for 
the Lamp (W)

Min. Dose
at Outlet

(mW/cm2·s)

Max Dose
at Outlet

(mW/cm2·s)

Avg. Dose
at Outlet

(mW/cm2·s)

Loss Head
(mm)

Configuration 1 75.0 127.7 290.0 180.0 39.7

Configuration 2 75.0 132 191 164.7 48.6

Configuration 3 75.0 140.7 177.6 165.0 45.2

Configuration 4 75.0 139.9 180.8 165.5 34.9

Configuration 5 75.0 136.6 183.6 164.6 31.6

Table 3 UV Dose on the outlet of  the Configuration for the design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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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최소 UV dose와 최대 UV dose를 가

지므로 UV 반응조 내에서 미생물의 속도영역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V 

반응조의 손실 수두는 Configuration 2에서 가

장 높은 값인 48.6 mm, Configuration 5에서 

가장 낮은 값인 31.6 mm로 나타났다. 이 두 손

실수두의 차이는 17 mm이며, 이 값을 압력으로 

표현하면 166 Pa 이다.

Fig. 13은 미생물(particle)이 출구로 빠져 유

출될 때의 미생물에 조사되는 UV dose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Configuration 1의 경우 전영역

에 걸처 분포하며, 140 ~ 180 mW/cm2·s 범위

에서 30 % 이상이 존재한다. Configuration 2의 

약 85 %의 particle이 140 ~ 220 mW/cm2·s 

영역에 존재하며, Configruation 3에서는 par-

ticle의 약 80 %가 140 ~ 180 mW/cm2·s 영

역에 존재한다. Configuration 4, 5의 particle 

80 %는 140 ~ 220 mW/cm2·s 영역 대에 존

재한다. Fig. 14는 particle이 출구로 유출될 때

까지의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조의 전체 체

적과 입구 속도를 고려한 이론적 거주 시간은 약 

4초정도이며, 분포도에서는 이 시간대에 미생물

(particle)의 분포가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이 값보다 커다면 UV 반응조 내부에서 와

류나 또는 물의 낮은속도 영역으로 인하여 미생

물의 유출 시간이 길어진다. Configuration 3의 

80 %이상의 particle이 이 영역대에 존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Table 4는 유량 변화에 따른 UV dose와 손

실 수두를 나타낸 정량적인 값이며, Fig. 15는 

Fig. 13. Particle distribution of UV dose on the outlet  Fig. 14. Particle distribution of residence time on the outlet 

Table 4. UV dose and loss head by flow rate change

Flow 
rate
(%)

Configuration 1 Configuration 3 Configuration 5

Min 
dose

Max 
dose

Avg. 
dose

Loss 
head

Min 
dose

Max 
dose

Avg. 
dose

Loss 
head

Min 
dose

Max 
dose

Avg. 
dose

Loss 
head

mW/cm2·s mm mW/cm2·s mm mW/cm2·s mm

60 215.2 489.1 313.7 14.4 249.4 294.2 275.0 14.2 228.4 305.5 274.4 11.6

70 183.5 418.4 268.8 19.5 209.6 254.2 235.5 19.6 195.4 261.7 235.2 15.7

80 160.1 365.3 235.1 25.4 177.6 222.1 206.1 27.2 170.8 229.1 205.8 20.4

90 142.0 324.1 209.0 32.1 157.7 197 183.4 36.2 151.7 203.7 182.9 25.7

100 127.7 290.9 188.2 39.7 140.7 177.6 165.0 45.2 136.6 183.6 164.6 31.6

110 115.9 264.3 171.1 47.9 126.9 161.7 150.2 56.3 124.3 167.5 150.0 38.1

120 106.1 242.3 156.8 56.9 118.7 147.7 138.0 70.9 113.9 153.6 137.5 45.2

130 97.8 223.3 144.7 66.7 111.9 135.9 127.5 87.2 105.1 141.8 126.9 52.9

140 90.8 207.0 134.4 77.3 105.5 125.9 118.5 104.9 97.6 131.8 117.8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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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의 Configuration 1, 3, 5에 해당하는 

최소 UV dose와 손실수두를 그래프로 나나낸 

것이다. 최소 UV dose는 미생물이 불활성화 되

기 위한 UV 조사량의 근거가 된다. 유량이 증가

할 수록 UV dose는 포물선 형태의 곡선으로 감

소하며, 이는 유량이 증가할 수록 미생물의 UV 

반응조 유입에서 유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 

걸린다. 이것으로 인해 미생물에 조사되는 시간

이 감소하여 조사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

며, 손실 수두는 유량이 증가할 수록 증가한다. 

Configuration간의 손실 수두 차이는 유량이 증

가 할수록 차이는 점점 증가하였다. Configura-

tion 1, 3, 5에서 Configuration 3이 최소 UV 

dose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손실수두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UV 반응기 내부의 

선회류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유동특성에 의

한 것이다.

Fig. 16 은 설계유량 조건에서 시간 변화에 따

른 Configuration 1, 3, 5에 대한 출구에서의 

UV minimum dose를 나타낸 것이다. UV 램프

의 작동은 0 ~ 3초까지 off이며, 3 ~ 7초까지 

on 상태로 유지하다가 7초 이후 다시 off된 상

태를 유지한다. 6초까지 최소 UV dose는 유사

하게 증가하다가 7초 이후 최고 peak 값을 나타

난 후 감소한다. 그리고 Configuration 1, 3, 5

의 peak 값은 각각 116.5 mW/cm2·s, 136.4 

mW/cm2·s, 121.9 mW/cm2·s로 나타났다. 

Configuration 3에서 가장 높은 UV dose 값

이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UV 반응조의 입구 기준 출구 

위치의 각도에 따른(180°: Configuration 1, 

135°: Configuration 2, 90°: Configuration 

3, 45°: Configuration 4, 0°: Configuration 

5) 유동특성과 미생물(particle)이 받는 UV 조

사량(UV dose)을 수치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수

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UV 반응조의 출구 위치 Configuration 2, 

3에서 선회류가 발생하는 유동 특성이 나타

났다. Configuration 3의 입자가 받는 조사

량 분포가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

으나, 손실수두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손실수두의 가장 낮은 Configuration과

의 차이는 200 Pa, 20 mm 이하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2)  정상상태 계산에서는 Configuration 3의 

최소 UV dose 가 140.7 mW/cm2·s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상상태 계산에서는 

Configuration 3의 최소 UV dose 136.4 

mW/cm2·s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Configuration 중 UV 반응조의 적용은 

Configuration 3의 가장 합리적인 UV 반

응기의 형상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의 크기를 1㎛ 가정하였

으나, 실제 수중에 함유되어 있는 미생물의 크

Fig. 15. UV minimum dose and loss head by flow rate change

Fig. 16.  UV minimum dose by flow time change(at designed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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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위치에 따른 UV Dose 예측

기는 다양하다. 미생물의 크기에 따라 조사량도 

다르게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미생물

의 크기에 따른 조사량 분포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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