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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재조

명되고 있는 관상어 산업은 관상어의 다양한 기

능과 역할이 재인식되면서부터 신성장동력산업

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상어는 인간에게 메마른

현대 사회에 있어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를 제공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 생태교육, 체험학습, 취

미생활 등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산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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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have an effect on control the growth of algae such as“Actinastrum fluvia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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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on the death rate as 99.9% on the scale protrusion of“Aeromonas hydrophila”as well as E.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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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1차 산업의 종묘 생산 및 양식 기술, 2차 산

업의 관련 용품, 3차산업의 사육 및 관리와 전시

서비스까지 연계되어 있는 복합 산업이다. 따라

서, 관상어 산업은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거나 관

련 용품 및 장비를 개발하고, 운영단계에서 발생

하는 질병 관리 등의 최첨단 생명과학 기술이 요

구되고 있으므로, 독일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에서는 첨단 기술로 자리 잡았다 (KMI, 2010;

Kim et al., 2011).

세계 관상어산업은 1983년 Pet 산업으로 인정

받은 이후, 유럽 및 미주,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

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중화권의

경제 성장과 함께 수요가 팽창하면서 급성장하

고 있다 . FAO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는 세계 관상어시장 총

규모를 약 18조원으로 추정하며, 1985년 이후 매

년 관상어 교육규모는 연평균 14%의 높은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FAO, 2011; IAF, 2011; Lee et

al., 2012).

관상어를 취미로 갖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

라, 고급 이용자들도 어려움을 겪는 공통점은 녹

조 및 이끼에 의한 수족관 관리 문제와 바이러스

성 어병에 의한 집단 폐사이다. 인공적인 환경에

서 자연생태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수초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빛

의 양과 영양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반인들이

적정 수준의 광량과 영양분을 주기적으로 조절

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으로서, 적정 수준

을 넘어서면 수족관에 녹조류 및 갈조류 등의 이

끼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바이러스성 어병균은 공기 중의 곰팡이류가 주

요 인자로서 수족관내 수온 유지와 호기성 박테

리아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

병이 출현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어병 발생 시

고가의 관상어를 격리하든지 자연사 시킬 수 밖

에 없기 때문에 수족관내 어병 관리는 소비자들

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식품 및 양식분야에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불성화시키는 생물학적 작용을 이용

하여 다양한 물체의 표면 살균과 처리에 저온플

라즈마 방식 (cold plasma)이 적용되고 있다

(Mok and Lee, 2012; Lee et al., 2012). 이러한 전

극 상이 방식은 대기압 상태의 공기 또는 특정

기체를 통과시키면서 글로우 방전하여 플라즈

마를 생성하며, 전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플라즈

마 생성이 중지되고 활성상태의 입자들이 곧바

로 사라지기 때문에 제어가 간단하고 잔류물질

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상물체의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플라즈마 수방전 장치를 이용하여 관상

어를 취미로 갖는 주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인 녹

조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병원균 제거에 따른

살균 효과를 검증하였다.

재료 및 방법
플라즈마 수방전 수처리 기술

본 실험에서 사용한 플라즈마 수방전 장치는

수처리 (water process) 공학의 최신 기술로 플라

즈마 방전을 통해 OH 라디칼을 생성하여 오염

물질인 유기물을 산화 처리하는 기술로서, 본 기

술은 기존 양극 방식에서 탈피하여 단일 plate 방

전기술을 구현하므로 구조를 단순화 할 수 있고,

소형화가 가능하여 소형의 가정용 제품에 적합

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수방전 기술을 가

정용 수족관에 적용시켜 병원성 바이러스 및 유

해 생물을 제거하여 관상생물이 안전하게 수족

관 환경에 적응하며, 녹조, 갈조, 붓이끼 등 미소

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므로 수조관리에 편

리함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로 제시되었다.

본 실험에 적용된 수방전 플라즈마 살균의 원

리는 직접적 살균 작용과 간접적 살균 작용으로

2가지로 분류된다. 직접적 살균 작용은 균 등의

미생물에 고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세포막 내외

의 전위차를 발생시켜 세포막을 파괴하며, 플라

즈마에 의하여 생성된 이온의 직접적 충돌에 의

해 세포가 파괴된다. 간접적 살균 작용은 OH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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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칼 등이 활성종을 생성시켜 세포막을 파괴하

는 방식을 말한다. 본 제작품은 생물체를 적용하

는 제품 특성상 직접적 방식에 의한 살균은 배제

하며, 다량의 각종 라디칼을 발생시켜 병원균을

살균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녹조 발생 억제

녹조류 (green algae, Chlorophyta)는 식물성 플

랑크톤의 일부분으로 독립영양을 섭취하며 성

장하는데, 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소

로 인해 색깔이 녹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게 되어

녹조, 갈조라고 부른다. 소형 수족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녹조이며 , 이는 Actinastrum

fluviatile의 녹조류와 Tribonema minus의 황녹조

류 등에 의해 발생된다. 녹조류를 포함한 조류는

질소와 이산화탄소,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장

하는데, 질소는 단백질원으로, 이산화탄소는 유

기물질 합성원으로, 빛은 에너지원으로 작용한

다. 또한, 소형 수족관에서도 이와 같은 요인들

이 충족되면 급속하게 조류가 발생되는데, 수초

재배용 바닥제 (이하 소일)에서 용출되는 영양

소와 성장하기 좋은 수온, 이산화탄소, 광원 등

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수초 경관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수초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요소

들의 균형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의도하지 않

는 녹조류의 발생은 아쿠아리움의 미관뿐만 아

니라 수초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억

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플라즈마 수방전 장치는

미세기포와 함께 발생되는 강력한 살균력을 가

진 라디칼이 녹조류의 세포를 파괴하여 녹조발

생을 억제하는 개념으로 제작되었으며 대조구와

비교하여 녹조발생의 억제 정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한 녹조억제장치의 성능은

전극 코팅 두께 및 형상, 케이스 크기 및 형상 등

에 대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 센서의 조건은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고 플라즈마를 생성하

는 전원은 전력계 (GP-1305TP, EZ Co., Ltd.,

Korea)를 사용하여 전류와 전압을 설정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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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aphic representation of OH radical and the responses of E. Coli.

1) Bacteria, 2) Bacteria cell membrane and radical, 3) Radical reacts with cell membrane, 4) Cell membrane destroyed by

radical, 5) Bacteria with cell membrane destroyed, 6) Extinction condition.

1 2 3

4 5 6

Table 1. Specification of Cold Plasma pilot system

Parameter specification

Current (A) / Voltage (V)

Electrode-gap (mm)

Electrode-area (mm2)

Thickness of mesh coating (mm)

0.6A / 12.0V

0.5mm

1,256mm2

0.5mm



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수조 (W900×D450×H450)는

여과기, 히터, 조명시간, 수초, 소일 등을 동일한

조건으로 세팅하였다. 전경수초는 코브라글라

스 (Lilaeopsis brasiliensis)를, 후경수초는 로탈라

인디카 (Rotala indica)를 이식하였으며, 수온은

24－26°C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세팅이 완료된

5일 경과하였을 때 본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인

가시간 3분, 비인가시간 1시간으로 설정하여 대

조구와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어병균 사멸 및 관상어 폐사율

어병은 환경과 어류의 항병력 및 병원체의 3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데,

환경이 악화되거나 어류의 항병력이 저하되거

나 병원체가 증가할 경우 어병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원체는 공기나 물 또는 어류의 몸

속에 항상 존재하지만 건강한 물고기는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

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수질 악화, 수온의 급

격한 변화 등이 발생하면 물고기의 항병력이 저

하될 뿐만 아니라, 병원체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

여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어병의 절반 이상이 세균에 의한 것으로, 솔방

울병 , 패혈증 , 아가미부식병 (칼럼나리스 ,

Felxibacter columnaris) 등이 대표적인 세균에 의

한 질병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유입 경로

는 새롭게 아쿠아리움에 투입된 물고기나 수초

에 의한 것과 인간의 손을 통하는 것이 있는데,

유입된 병원균들이 번식하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물고기가 어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

게 된다.

본 장치에서 발생되는 라디칼은 세균의 세포

막과 반응하여 세포막을 파괴하여 세균을 사멸

시키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구를 포함

한 실험수조 (W900×D450×H450) 2곳에 테트

라계열의 관상어 100마리를 각각 사육시키고,

솔방울병 원인균 (Aeromonas hydrophila)를 투입

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관상어의 발병률과 폐사

율을 확인하였으며, 각 수조로부터 표본수 5ml

을 채수하여 TSA (Tryptone Soy Agar)배지에 10

배 희석하여 도말한 배지를 37°C에서 1일간 배

양한 후 콜로니를 계수하여 A. hydrophila의 생존

율도 확인하였다.

호기성 세균 밀도

관상용 수조는 수초와 물고기, 미생물 등이 공

존하는 작은 생태계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

미생물은 수중, 소일 내, 여과기 등에 혼재하고

있으며 수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호

기성 세균은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육 번식하는

세균으로서, 이들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산소

가 없는 곳에서 생육하는 혐기성 세균도 수조 내

에 존재하나 이들은 호기성 세균에 비해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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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d Plasma concept and pilot test.

■Electrode configuration

■Mechanism of Sterilization

H2O+e H·+ OH·+ e (1)

Water electronic impact

Ceramic plate

H.V

Waterproof Ceramic Electrode



은 밀도로 존재한다. 호기성 세균은 공기 중의

유리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은 산화 및 분해하

면서 에너지를 얻으며, 분해된 유기물은 식물의

생장에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제공해 준다. 더욱

이, 질소 순환에 관여하는 세균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기는 물고기와 수

초에 유해한 암모니아를 중화하여 아질산으로

산화시키는 Nitrosomonas 속과 아질산을 질산염

으로 산화시키는 Nitrobacter 속이 포함된다. 이

들이 만약 존재하지 않으면 죽은 수초, 물고기의

배설물, 남은 미끼로부터 공급되는 단백질이 분

해되어 생기는 암모니아가 계속 축적되어 물고

기와 수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호기

성 세균은 병원성 세균과의 경쟁하여 병원성 세

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살균 효과를 갖는 각종 장치가 호기성

세균의 밀도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면 수족관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의 밀도

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녹조류와 병원

성 세균을 제어하는 알고리즘 적용이 필요하므

로, 대조구를 포함한 실험수조 (W900×D450×

H450) 2곳으로부터 5ml를 채수하고 100ml를 식

염수용액 (0.85% 염화나트륨 용액) 900ml에 섞

어 10배 희석시켜 저온 일반세균을 선택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R2A배지에 100ml 도말하였다.

R2A배지는 채수에 포함된 저온 일반세균을 배

양하기 위해 비교적 영양분이 부족한 빈영양배

지를 사용하여 배양하며, 도말한 R2A 한천배지

를 25°C에서 3일간 배양하여 생성된 콜로니의

수를 계수하였다.

결과 및 고찰
녹조 발생 억제 효과 및 수초 성장 촉진

전경수초와 후경수초를 동일한 수초량으로

이식하고 수족관이 안정된 10일 이후에 녹조억

제장치를 대조구와 함께 좌측편에 설치하여 12

일이 경과할 시기에 수초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

하여 이산화탄소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15일이

경과하면서 대조구의 코브라글라스에 녹조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녹조억제장치가 설치

된 실험수조에서는 녹조류가 관찰되지 않았으

며, 20일이 경과하는 시기에 대조구의 수조에서

는 녹조류 성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았으며, 좌측편 녹조억제장치 실

험수조에서도 코브라글라스에 녹조류가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Fig. 3). 

본 실험에서는 60일 동안 우측 대조구 수조에

서는 녹조류의 발생이 4회 포화되었고, 로탈라

인디카는 총 2회 트리밍하였다. 그러나, 녹조억

제장치가 설치된 좌측 수조에서는 녹조류의 발

생이 단 1회 포화되었으며, 트리밍을 완료한 후

발생된 녹조류는 극히 제한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후경수초인 로탈라인디카는 총 4회의 트

리밍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녹조억

제장치가 강력한 살균 라디칼을 발생시켜 식물

성 조류의 성장을 억제하며, 특히 수조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 (Actinastrum

fluviatile)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수족관 내의 한정된 양분을 수초에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저온 플라즈마 장치가 물

속 미량원소를 활성화시켜 수초의 초기 성장 및

뿌리내림 현상을 촉진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 결과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조로부터 채수하여 1리터 내에 포함된

조류의 종류를 동정하고, 각 종류의 조류 세포를

계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1). 녹조억제

장치를 설치한 수조와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 수

조에 비교하였을 때, 실험수조는 대조구에 비해,

전체 조류 세포의 수가 1.4% 정도가 관찰되었으

며, 특히 녹조의 원인인 녹조류 (Actinastrum

fluviatile)와 황녹조류 (Tribonema minus)에 대한

제어 효과가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엽록

소-a의 측정 결과, 대조구에서는 Chlorophyll-a

농도가 1.6 (mg/l)에 비해 녹조억제장치를 설치

한 수조는 0.9 (mg/l)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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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병균 사멸과 관상어 폐사율

수족관의 대표적인 어병균의 사멸과정을 확

인하기 위하여, 대조구를 포함한 실험수조2곳에

테트라계열의 관상어 100마리를 각각 사육시키

고, 솔방울병 원인균 (Aeromonas hydrophila)를

투입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관상어의 발병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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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ter plant growth according to time elapsed with cold plasma apparatus (left) and without one (right).

(a) 3days (e) 28days

(b) 15days (f) 29days

(c) 20days (g) 42days

(d) 21days (h) 60days

Table 2. Phytoplankton counts of algae species in aqua pet tanks

Appearance species
Algae counts(cells/ml)

Control tank Treatment tank

Chlorophyta

Diatom

Diatom

Dinophyta

Diatom

Chrysophyceae

Unknown

Actinastrum fluviatile

Aulacoseira muzzanensis

Fragilaria construens

Glenodinium oculatum

Nitzschia sigmoidea

Tribonema minus

－

10,440

80

0

0

0

5,180

100

0

0

201

13

13

0

0

Total 15,800 227



폐사율을 확인한 결과는 Figs. 4 및 5와 같다. 아

래 Fig. 4와 같이, 플라즈마 수방전 장치를 설치

하지 않은 수조에서는 병원균 투입 2일 후 수조

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절반 가량의 어병균이

자연 사멸되어 54%의 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약 20일을 경과하는 시기부터 29%의

어병균이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플라즈마 수방전 장치를 설치한 수조에

서는 병원균 투입 2일 만에 약 2%만이 존재하였

으며, 약 14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99.9%의 균

이 사멸되었다. 

한편, Fig. 5와 같이 수조 내에 투입된 테트라

계열 관상어는 병원균이 투입된 초기 감염에 의

해 일정하게 발병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8%의 누적 폐사율을 나타내었고, 추가적인 전

염이나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플라즈마 수방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수조에

서는 투입된 어병균의 약 30% 내외가 수족관 환

경에 적응하여 생존하였으며, 생존한 30% 내외

의 병원균에 의해 관상어는 계속해서 감염되어

실험 경과 22일만에 100% 폐사하였다. 본 실험

결과에 따라, 병원성 어병균인 솔방울병을 비롯

한 대장균의 검증에서도 5분이내에 99.9%의 살

균효율을 확인할 있었으며, 1억마리 이상의 균

을 투입한 극한 조건에서도 48시간 내에 98% 이

상의 어병균을 사멸시킬 수 있으므로 수족관 내

의 관상어가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

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호기성 세균 밀도 검증

살균 효과를 갖는 각종 장치와는 달리, 수족관

내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녹조류와 병

원성 세균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플라

즈마 수방전 장치의 호기성 세균 밀도를 검증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다양한 크기와 색을 가진 콜로니가 생성되었

으며, 콜로니의 형태, 크기, 색깔 등을 고려하였

을 때 호기성 세균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량적인 값으로는 3일

간 배양한 콜로니의 수를 계측한 결과, 플라즈마

수방전 장치의 실험수조와 대조구는 각각

90.0±13.1 (Avg.±SD, cells/ml)와 100.3±15.2

(cells/ml)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양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호기성 세균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녹조 제어와 병원

균 사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하천이나 호수에서 수온상승 및

영양염류 증가로 인해 녹조류나 남조류가 과다

번식하면, 수중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정수처

리 과정에서 여과지의 상층부에 녹조막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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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rvival rate of A. hydrophila in the each t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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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ccumulated death rate of 2 groups of aquarium

fish in case-contro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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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녹조가 심하게 발

생하면 심한 악취가 유발된다. 이처럼 조류의 물

리적 또는 화학적 제거 등의 제어관련 기술 개발

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Redox (reduction-

oxidation)라는 전자의 이동에 의하여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며 이 전기적인 촉매전위

에 의해 미생물 또는 균류를 사멸할 수 있다

(Kim et al., 2007).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pH 변

화나 황동섬유 등을 이용하여 전해밀도를 증가

시켜 이용 용수와 접촉하는 금속 표면을 음극화

하는 원리로 녹조류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담수조류를 제

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녹조생물이 황토물질과

결합하여 흡착하는 원리를 응용하여 드럼필터

방식으로 단 시간내에 많은 양을 여과 처리하여

대량 번식을 최소화하는 연구 (Han et al., 2000)

도 수행되었으나, 이와 같은 응집제에 따른 2차

오염의 문제가 항상 수반되므로 상용화되지 못

하였다.

한편, 최근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의 발달로 인

하여 해수분야에서도 여과방식, 자외선, 오존 및

전기분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개발되고 있

으며, 특히 Tetraselmis는 UV LED 자외선이 260

〜270nm 파장대에서 사멸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넓은 해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식물

성 플랑크톤 살균 특성의 규명을 위해 특정 대상

세포의 선택적인 억제 요소는 LED 자외선 발광

강도에 따른 살균효율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발된 방식으로

서, 조류 및 조류의 부산물의 제어를 위해 광촉

매를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

나, 조류 자체의 분해에 관한 연구성과는 미진하

지만, 일부 남조류의 독성부산물에 대해 광촉매

를 응용한 사례 (Feitz et al., 1999)가 있으며, 가

격이 저렴하고 독성이 없는 이산화타이타늄

(TiO2) 광촉매는 미생물 살균 기능에서도 환경

정화용 촉매제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Wei et al., 1999).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플라즈

마 수방전 기술은 강력한 살균 라디칼을 발생시

켜 한정된 양분을 수초에 집중시킬 있도록 수족

관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조류를 억

제하는 것은 물론, 물 속의 미량원소를 활성시켜

수초의 성장을 성장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48시간 내에 98% 이상의 사멸 성능을 가지

며, 수족관내 호기성 세균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아쿠아리움을 관리할 수 있는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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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nsity results of aerobic bacteria in the treatment tank (a) and the control tank (b).

(a) (b)



된 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플라즈마 수방전 장치의 살균인자는 잔

류 독성이 없어 관상용 수족관내 호기성 세균이

밀집해 있는 여과기나 소일 내에 존재하는 토양

세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UV 살균기

와 같이 지속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수조의 크기

에 맞춰 설정된 최적 알고리즘으로 작동하여 안

전하고 건강한 수조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저온 플라즈마 수방전 장

치는 강력한 살균 라디칼을 발생시켜 식물성 조

류의 성장을 억제하며, 수조 내에서 가장 빈번하

게 발생하는 조류“Actinastrum fluviatile”에 효과

적이며, 물 속 미량원소를 활성화시켜 수초 성장

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솔방울병

원인균인“Aeromonas hydrophila”및 대장균은 1

회 작동만으로 99.9% 효율로 균을 사멸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억 마리 이상의 어병

균을 투입한 극한의 조건에서도 48시간 내에

98% 이상을 사멸시키므로 관상어가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아쿠아리움 환경을 유지

시켜주며, 잔류독성이 없어 수조 내 호기성 세균

이 밀집해 있는 여과기나 소일 내에 존재하는 토

양세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치는 UV 살균기

와 같이 지속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수조 크기에

맞게 설정된 최적 알고리즘으로 작동되기 때문

에 에너지 절약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기술로 사료되며, 생물체가 존재하는 수족관을

포함한 여타 산업의 살균 기술에 비해서 적용 범

위가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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