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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 노즐을 이용한 산소의 용존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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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 is a new technique in water pollutant degradation, which that is characterized by the 
production of chemically active species such as hydroxyl radicals, ozone, hydrogen peroxide, etc. If dissolving of plasma gas 
generated in the plasma reaction has increased,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contaminant removal capacity.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on the dissolving performance of plasma gas was evaluated by the indirect method measuring the overall oxygen 
transfer coefficient.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nozzle type, distance from water surface, air supply 
rate and liquid circulation rat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KLa value of the 3-prong nozzle is 2.67 times higher 
than the diffuser. The order of KLa value with nozzle type ranked in the following order: 3-prong nozzle (inner diameter, less 1 
mm) > circular nozzle (inner diameter, 1.5 mm) > ellipse nozzle (short diameter 1 mm, long diameter 2.5 mm) > circular nozzle 
(inner diameter,  3 mm). Optimal liquid circulation rate was appeared to be 1.7 L/min, the value of KLa was 0.510 1/min. The 
value of KLa with increasing air supply rate was revealed in the form of an exponential such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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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Crookes는 1879년에 플라즈마를 물질의 제 4 상태라

고 정의하였다. 플라즈마 속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

자들로 이루어진 고온 기체와는 달리 전자와 양이온이 

섞여 존재하며, 전체적으로는 전하를 띠지 않지만 국소

적으로 전자와 양이온과 사이의 전하 분리에 의해 전기

장이 발생하고, 그리고 전하의 흐름에 의해 전류와 자기

장이 발생하게 된다. 지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플

라즈마에는 오로라와 번개가 있으며(The Kor. Ins. of 
Sur. Eng., 2007; Kim과 Park, 2012), 네온사인은 플라

즈마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네온이나 아르곤 가스를 

저압 주입하고 글로 방전(grow discharge)을 이용하여 

방전시켜 빛을 내는 방전등(放電燈)이다(Naver, 2015). 
플라즈마는 발생 온도와 밀도에 따라 고온, 고밀도 영

역의 핵융합 플라즈마, 저온 영역의 응용 플라즈마, 저밀

도 영역의 우주 플라즈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핵융합 

플라즈마는 온도가 섭씨 일억도 내외인 고온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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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식

이며, 저온 플라즈마는 섭씨 수천-수만도 정도로 이온

화되지 않은 중성의 원자나 분자가 섞여 부분 전리된 

상태로 있어서, 이들 입자가 국소 열평형(local thermal 
equilibrium)을 이루고 있는 열 플라즈마(thermal plasma)
와 실온 부근의 온도에서 비평형(non-equilibrium) 상태의 

적은 열용량을 가지고 있는 저온 플라즈마(cold plasma)
로 다시 나눌 수 있다(The Kor. Ins. of Sur. Eng., 2007; 
Kim과 Park, 2013a). 

저온 플라즈마 공정에서 사용되는 주파수에 따라 플

라즈마 종류는 MF(medium frequency), microwave 및 

RF(radio frequency) 플라즈마로 나뉜다. MF 혹은 RF 
플라즈마를 유전체장벽 방전 플라즈마(DB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라고 부른다(Kim과 Hong, 
2004). 전극 사이에 유전체를 삽입하여 상온에서 플라즈

마를 발생시키는 유전체장벽 방전 플라즈마는 저온 플라

즈마 공정 중의 하나이며, 표면 코팅, 반도체 식각, 표면 

세정 등에 산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공정으로, 환
경 영역에서는 유해가스 처리 등의 대기환경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Kim과 Song, 2004). 
수 표면이나 수중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수중 

플라즈마 공정은 최근에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공정으로 

주로 유전체장벽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하여 반응기를 직

접 물에 접촉시켜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응기의 열화가 방지되고 수 표면이나 수중에서 강한 

전계를 형성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Jung, 2009). 수중 또는 수 표면에서 고전압 

방전이 일어나면 다양한 물리 화학적 공정들이 발생하

는데, 방전이 시작될 때 자외선이 조사되고, 라디칼과 산

화제와 같은 다양한 화학적 활성종들이 생성된다(Lukes 
등, 2004). 수중 플라즈마 방전을 활용하면 기상에서 생

성된 각종 화학적 산화제들이 물에 용해되어 오염물질과 

직접 접촉되어 반응의 효율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Muhammad 등, 2001). 선행 연구에서 유

전체장벽 방전 플라즈마의 경우 조사되는 자외선 중 산

화력이 가장 강한 UV-C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UV-B와 UV-A도 약하게 검출되어 유전체 장벽 방전의 

주요 오염물질 제거 기작은 산화제로 알려졌다(Kim과 

Park, 2011). 특히 유전체방벽 방전 플라즈마는 오존 발

생장치와 원리가 같기 때문에 플라즈마 반응에서 발생하

는 플라즈마 가스의 대부분은 오존이므로 이들 가스의 

용존을 높이는 것이 산화제의 용존율을 높여 수중의 오

염물질 제거능력을 높일 수 있다(Chung 등, 2004). 일반

적으로 오존 발생장치나 플라즈마 장치의 경우 발생한 

오존이나 가스를 수종에 용존시키기 위하여 산기장치

(sparger)를 이용한다(Bin, 2004; Qiu 등, 2001). 그러

나 오존과 같이 플라즈마 반응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경

우 용존율이 낮기 때문에 용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포 

탑(bubble columns), 완전혼합 반응기(stirred tanks), 충
전탑(packed columns) 및 진동격벽 반응기(oscillatory 
baffled reactors, OBR’s)와 같이 반응기의 구조를 변경하

여 용존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l-Abduly 
등, 2014; Farines, 등, 2003). Lee 등(2010)은 오존의 

용존을 높이기 위하여 오존 발생기에서 발생한 오존을 

가압탱크를 이용하여 분사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Yang과 Park(2011)은 수중의 용존산소를 높이기 위하

여 기존 산기 장치 대신 이젝터(ejector)를 이용하여 산

소전달율 향상을 높이는데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플라즈마 가스의 용존율을 높여 처리성능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젝터 유형의 기-액 혼합장치를 

이용하여 가스의 용존율 향상을 꾀하였으나 효과가 크지 

않아 다른 형태의 기-액 혼합 장치를 이용하고 용존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노즐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가스와 물의 혼합에 의한 산화제 용존 성능을 

총괄 산소전달계수 측정이라는 간접적 방법으로 평가한 

후 최적의 노즐을 찾고 3구 노즐에 대한 운전인자의 영향

에 대해여 고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플라즈마 반응에서 생성되어 수처리에 이용되는 산화

제는 수중에 용존되는 산화제인데,  이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용존되는 산화제 농도를 직접 측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수중에서 

산화제의 용존 농도를 측정하는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간단한 수중 용존 산소의 총괄 

산소전달계수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수중에서 산소를 없앤 상태에서 공기를 산기시킬 때 산

소의 용존율이 높으면, 총괄 산소전달계수가 높다. 수중

에서 플라즈마 가스가 용존되어 산화제 농도가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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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prong,  (b) circular(3 mm),  (c) circular(1.5 mm)  (d) ellipse                      (e) 3-prong, (f) circular(3 mm), (g) circular(1.5 mm) (h) ellipse

                                   (A)  Front view                                                                                   (B) Rear view

Fig. 2. Photographs of nozzle. 

현상이 용존산소의 용존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산기관

과 노즐과 같은 다른 용존 기구의 총괄 산소전달계수를 

비교하여 산소의 용존율 향상을 비교하였다. 
Fig. 1에 산소의 용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즐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한 KLa 측정용 실험장치를 나타내었다. 
반응기의 반응 부피는 8 L이었다. 온도 변화에 따라 포화 

용존산소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기 위해 임의로 수온 18 를 기준으로 잡고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반응기 속의 수온을 18 로 일정하게 유지하

였다. 실험을 실시하기 전 질소 가스통에서 산기관을 이

용하여 질소를 산기시켜 수중의 용존산소 농도를 0.3 
mg/L까지 감소시킨 후 공기펌프와 로타미터를 이용하

여 일정 유량의 공기를 노즐 앞의 Y자형 분기관 한 쪽 측면

에 유입시켰다. 액체순환은 반응기 내의 물을 diaphgram 
펌프(Shurflo, 2088-592-094)를 이용하여 Y자형 분기

관 다른 측면에 유입시켜 공기와 혼합된 물이 3구 노즐이

나 다른 노즐로 유입된 후 기-액 혼합 유체가 외부로 분

출되도록 하였다. 
Fig. 2에 실험에 사용한 4 종류 노즐의 정면도(A)와 

배면도(B)를 나타내었다. Fig. 2 (A)에 나타내었듯이 첫 

번째 노즐은 3구 노즐(a)로써 기-액 혼합 유체가 3군데의 

지름 1 mm이하 분출구를 통하여 배출된다. (b)는 분출

구 형태가 원형이고 내경이 3 mm인 원형 노즐, (c)는 분

출구 형태가 원형이고 내경이 1.5 mm인 원형 노즐, (d)
는 단 직경이 1 mm, 장 직경이 2.5 mm인 타원형 노즐이

다. Fig. 2(B)에 각 노즐의 배면도를 나타내었다. (e)의 3
구-노즐은 공기와 물이 메시 유형의 망을 통과하면서 혼

합되어 분출구로 분출된다. (f)와 (g)의 원형 노즐은 노즐 

내부에 나선형 흐름을 유도하는 날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h)의 타원형 노즐은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분석 및 측정방법

반응기 하부에 설치된 DO probe를 통하여 DO meter 
(WTW, multi-3410)에서 용존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KLa를 계산하였다. KLa는 식 1과 같이 계산하였다.

dCL/dt = KLa(Cs CL)                                         (1)

여기서, Cs : 포화 용존 산소 농도 (mg/L)
            CL : 수중의 산소 농도 (mg/L) 
           KLa : 총괄 산소전달계수 (min-1)

Fig. 1. Schematic diagram of KLa meas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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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CL and Ln(CS-CL) with time of round 
type nozzle(ID-1.5 mm). 

Fig. 4. KLa with different nozzle type.

3. 결과 및 고찰

3.1. 노즐 종류에 따른 KLa

Fig. 3에 원형 노즐(내경 1.5 mm)을 이용한  KLa 실험

에서 시간에 따른 수중의 용존 산소 농도 변화와 18 에

서 포화산소 농도와 수중의 용존산소 농도 차이의 자연

대수 값인 Ln(CS-CL)를 나타내었다. Ln(CS-CL) 자료에

서 추세선을 구한 후 기울기 값에서 KLa 값을 구하였다.
3구 노즐은 안개를 분무하는 노즐로 물과 연결하여 대

기 중에서 물을 미세한 안개처럼 분무하는 역할을 한다. 
물이 미세하게 분무되기 때문에 가스를 공급하면 기-액 

접촉이 높아 KLa 값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공기와 

물을 같이 공급하여 노즐 내에서 혼합시켜 수중에 배출

시켰다. 3구 노즐이 플라즈마 반응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용존율 상승에 적용 가능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수중 플라즈마 공정에서 이용하는 산기관을 이용한 KLa 
값을 비교하였다.

산기관을 이용한 경우 공기공급 유량을 1 L/min으로 

유지한 조건에서 수심 13 cm 지점에서 용존산소 농도

를 측정하고 KLa 값을 구한 결과 KLa는 0.18 1/min로 나

타났다. 반면 3구 노즐을 이용한 경우 공기공급 유량 1 
L/min, 액체순환 유량 1.5 L/min의 경우 KLa 값은 0.48 
1/min로 나타나 2.6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구 노즐을 이용한 기-액 혼합장치가 기존 산기관보

다 산소의 용존 농도가 2.67배 높아졌기 때문에 플라즈

마 반응에서 발생하는 산화제는 기존 산기관을 이용한 

가스 배출장치보다 산화제의 용존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3구 노즐과 다른 종류의 노즐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

여 총 4종류의 노즐[3구 노즐(분출 직경 1 mm이하), 원
형 노즐(내경 1.5 mm, 3 mm), 타원형 노즐(단 직경 1 
mm, 장 직경 2.5 mm)]에서 노즐 종류별 KLa 값을 Fig. 4
에 나타내었다. 이때 각 노즐에 공급되는 공기공급 유량

은 1 L/min, 액체공급 유량은 1.5 L/min이었다. 3구 노

즐은 Y자 분기관에서 공기와 물이 접촉한 후 3구 노즐에

서 퍼져서 지름이 1 mm이하인 작은 구멍 3개로 배출되

며, 다른 노즐은 Y자형 분기관을 통해 공기와 물이 유입

된 후 노즐에서 혼합된 후 하나의 노즐 구멍을 통하여 배

출된다.
Fig. 4에서 보듯이 KLa가 높은 순서는 3구 노즐(Fog-3) 

> 원형 노즐 1.5 mm(ID-1.5 mm) > 타원형 노즐(단 직

경 1 mm, 장 직경 2.5 mm)(Ellp-2.5 mm) > 원형 노즐 

3 mm(ID-3 mm)로 나타났다. 3구 노즐의 KLa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기와 물의 혼합 유체가 최종 배출되

는 구멍이 적을수록 KLa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런 경향은 지름이 1.5 mm(원 면적 1.77 mm2)인 원형 노

즐과 3 mm(원 면적 7.07 mm2)인 원형 노즐에서 확실하

게 나타났으며, 평균 직경이 1.5 mm인 원형 노즐과 3 
mm 원형 노즐 중간인 타원형 (대략적인 타원 면적 4.71 
mm2) 노즐의 KLa 값도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플

라즈마 공정에서 사용하는 산기관의 경우 공기만 배출하

기 때문에 공기 배출을 위한 압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노

즐의 경우 물과 공기가 같이 혼합되어 작은 배출구를 통

해 같이 배출하여야하기 때문에 압력이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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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3.2. 3구 노즐과 산기관의 수면 아래 깊이에 따른 KLa 

변화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용존은 기체의 용존이

므로 가스 배출장치의 위치에 따라 용존율이 달라질 것

으로 예측된다. KLa 값도 산소의 용존과 관계되므로 공

기공급 유량이 1 L/min, 액체순환 유량이 1.5 L/min에

서의 노즐의 위치에 따른 KLa 값을 Fig. 5(a)에 나타내었

다. 수 표면 상부 2 cm 지점은 수 표면 위에서 안개 3구 

노즐에서 공기-물 혼합 유체를 수면으로 분출시킬 때 수

중의 KLa를 의미한다. 수표면 위에서의 KLa 값은 0.216 
1/min로 나타나 일반 산기관을 이용한 경우의 KLa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표면의 경우 KLa 값은 

0.23 1/min로 나타났으며, 3구 노즐의 위치를 수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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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KLa with dissolving device location from 
water surface. (a) nozzle, (b) diffuser

로 내릴수록 KLa 값은 증가하여 13 cm 지점에서 0.48 
1/min로 나타나 노즐의 위치가 KLa 값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즐의 위치에 따른 KLa 
값은 거의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직선 관계식으

로 표현한 결과 R2 = 0.9738으로 나타났다. 반응기 깊이

의 한계 때문에 13 cm이하에서는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플라즈마 반응기의 설계시 플라즈마 반응기를 

좁게 하여 가스 배출장치의 위치를 낮게 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판단되었다.
Fig. 5(b)에 공기공급 유량이 1 L/min인 조건에서 산

기관의 위치에 따른 일반 산기관에서의 KLa 값을 나타내

었다. 산기관의 경우 수 표면에서의 실험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았으며, 수면 아래 3 cm지점에서 

KLa는 0.08 1/min로 나타났다. 노즐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KLa 값이 증가하였으며, 13 cm에서 KLa는 0.18 
1/min로 나타났다. 산기관에서 수면 아래 깊이에 따른 

KLa 값의 경향은 3구 노즐과 같이 직선관계를 나타내었

으며, R2 = 0.9776으로 나타났다.  

3.3. 액체순환 유량에 따른 KLa 변화

3구 노즐의 경우 각각 Y자 분기관을 통해 유입된 공

기와 물이 노즐 내부에서 혼합된 후 3개의 작은 노즐을 

통하여 혼합 유체가 수중으로 배출되며 수중에서 물과 

혼합되어 수중의 용존산소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액체순환 펌프에 의해 순환되는 물은 공기와 혼합되어 

공기 중 산소의 용존을 높이는 역할 뿐만 아니라 노즐을 

통해 배출될 때 유량이 많아 수압이 높을수록 반응기 내

부로 분출될 때 혼합속도를 높이게 된다.
Fig. 6에 공기공급 유량을 1 L/min, 3구 노즐의 위치

를 13 cm로 유지한 조건에서 액체순환 유량에 따른 

KLa 값을 나타내었다. KLa 값은 액체순환 유량이 0.8 
L/min이하에서는 액체가 순환하지 않았다. 3구 노즐은 

공기와 물이 동시에 노즐로 유입되는데, 물이나 공기가 

배출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액체순환 유량과 공기공

급 유량을 변화시켜 물과 공기가 배출되는 현상을 관찰

하였다. 관찰한 결과 어느 한 쪽의 유량이나 압력이 높고 

어느 한 쪽의 유량이나 압력이 낮을 경우 다른 쪽의 유체

가 노즐로 유입되지 못하여 공기나 물 단독 흐름밖에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기 공급 유량이 1 
L/min인 조건에서는 액체순환 유량이 0.6~0.8 L/min 범



 박영식

위에서도 물은 흐르지만 정상적인 물의 흐름은 0.8 
L/min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액체순환 유량

이 0.8 L/min에서 KLa 값은 0.108 1/min로 나타났으며, 
액체순환 유량이 1.4 L/min에 이르기까지 KLa 값이 빠르

게 증가하여 1.4 L/min에서는 0.474 1/min이었으며, 
1.7 L/min에서 최대 KLa 값인 0.510 1/min에 도달된 후 

2.0 L/min에서는 KLa 값이 0.390 1/min로 낮아졌다. 액
체순환 유량이 증가하면 3구 노즐로 일정량의 공기가 유

입될 때 공기 중의 산소와 빠르게 혼합되어 3구 노즐에서 

산소가 빠르게 용해되어 총괄 산소전달속도가 증가한다. 
또한 수중에 분출될 때 물의 흐름을 유도하여 반응기 내

의 물이 혼합되면서 2차 용존을 유발한다. 액체순환 유량

이 2 L/min인 경우 공기공급 유량과의 비가 2배로 높아 

다량이 물이 노즐에서 공기와 빨리 접촉하지만 공기 중

의 산소가 미처 용존되기 전에 빠르게 노즐을 통과할 수 

있다. 또한 노즐에서 배출되는 공기 기포는 서서히 상승

하는 것이 산소의 용존에 도움이 되지만 물의 유속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액체순환 유

량이 오히려 산소의 용존에 방해를 하고 이로 인해 최적

의 액체순환 유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적

의 공기공급 유량과 액체순환 유량에 대한 최적 비율은 

향후 정밀하게 결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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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KLa with liquid flow rate.

3.4. 공기공급 유량에 따른 KLa 변화

액체순환 유량을 1.7 L/min, 3구 노즐의 위치를 수 표

면에서 13 cm지점에 놓은 후 공기공급유량 변화에 

따른 KLa 값 변화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공기공급 유량이 1.0 L/min에서 KLa 값은 0.50 1/min

이었으며, 공기공급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공기공급 유량의 증가에 따른 KLa 값은 식 

(2)와 같이 지수형태로  나타났으며, R2 = 0.9645로 높

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2)

액체순환 유량 1.7 L/min에서 최대 KLa 값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공기공급 유량은 3.5 L/min으로 나타났다. 최
대 공기공급 유량 대 액체순환 유량은 본 실험조건에서

는 대략 2 : 1인 것으로 나타났다. KLa 값에 대한 액체순

환 유량과 공기공급 유량의 경향이 다른 것은 액체순환 

유량은 KLa 값을 높이는 직접적인 인자는 아니며 공기 

중의 산소가 물에 잘 용존되게 하고, 물의 흐름을 유발하

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공급되는 공기 중의 산소

가 물에 용존되기 때문에 공기공급 유량이 증가하면 KLa 
값이 증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공기공급 유량에 따른 

KLa 증가는 직선보다는 직선에 가까운 지수 형태로 나타

났다. 
공기공급 유량을 3.5 L/min까지만 실험한 것은 액체

순환 유량이 1.7 L/min에서 공기 펌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공기공급 유량이었다. 공기 펌프의 공기공급 유량

은 일반 산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펌프의 재원상 10 
L/min까지 공급이 가능하지만 3구 노즐에 연결하여 물

과 동시에 공급할 때 액체순환 유량이 1.7 L/min인 경우 

최대 공기공급 유량은 3.5 L/min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3구 노즐에서 빠져나가는 물과 공기의 통로가 1 mm이

하로 매우 좁아 3구 노즐로의 액체의 유입이 공기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기 펌프의 최대 유량보다 낮은 공기

공급 유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반응을 위해 공기나 산소를 공

급하는 경우 가스 공급량을 증가시킬 때 용존되는 산화

제 농도가 증가하다 일정 가스 유량 이상에서는 용존 산

화제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최적 가스 유량이 존

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과 Park, 2013b; Kim과 

Park, 2014). 이는 일정 전력에서 저 유량의 가스를 공급

할 때 수중에서 플라즈마 반응에 의한 고농도의 산화제

가 발생되어 용존되며, 가스의 유량이 증가하면 저농도

의 산화제가 발생되어 용존된다. 저 유량, 고농도의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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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마 가스가 수중에 용존될 때 용존되는 총 산화제 농도

가 낮고, 가스 유량이 증가되면서 용존되는 산화제의 농

도가 증가된다. 그러나 일정 유량 이상에서는 용존되는 

가스 양은 많지만 저농도이므로 용존에 대한 구동력

(driving force)이 약하고 다량의 가스 발생으로 인해 상

승속도가 증가하여 산소의 용존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산화제 용존에 대한 평형이 이루어져 최적의 가스 유량

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일반 산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플라즈마 반응에서 생

성되는 산화제 농도에 대한 최적 가스 공급량은 액체와 

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를 공급 가스로 이용하는 경우의 최

적 공기공급 유량인 4 L/min(Park과 Kim, 2011) 보다 

낮은 3.5 L/min에서 공기가 공급되었고, 3구 노즐 내부

에서 강제적으로 물과 혼합되고 미세한 3구 노즐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산소의 용존율이 높아, KLa 값이 높으

며, 일반적인 산기관을 이용한 플라즈마 가스의 용존에

서 발생되는 현상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되었

다. 최적 공기 공급량에 대한 실험은 향후 본 연구에서 실

험한 장치보다 좀 더 많은 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액체순

환 펌프와 공기공급 펌프를 이용하여 실험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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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KLa with air flow rate.

4. 결론

본 연구는 플라즈마 반응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한 기초 연구로서 산화제의 용존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안개 발생을 위한 3구 노즐에 공기와 물을 같이 유입시켜 

분출하였을 때의 용존 성능을 측정이 간편한 KLa를 측정

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기존 플라즈마 반응에서 발생한 플라즈마 가스의 

수중 배출을 위한 일반 산기관의 KLa값은 0.18 1/min로 

나타났고 같은 실험 조건에서 안개 3구 노즐을 이용한 경

우 KLa 값은 0.48 1/min으로 나타나 2.67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즐 종류별 KLa 값의  순서는 안개 3구 노즐 (내경 

1 mm이하) > 원형 노즐(내경 1.5 mm) > 타원형 노즐

(단 직경 1 mm, 장 직경 2.5 mm) > 원형 노즐(내경 3 mm)
로 나타났다. 

3) 3구 노즐과 일반 산기관의 위치를 수면 아래로 내

릴수록 KLa 값은 증가하여 반응기 바닥 층인 13 cm 지
점에서 가장 높은 KLa 값을 나타내었으며, 두 경우 모두 

수면 아래 깊이에 따른 KLa 값의 경향은 직선관계를 나

타내었다.  
4) 액체순환 유량이 1.7 L/min에서 최대 KLa 값인 0.510 

1/min에 도달된 후 2.0 L/min에서는 KLa 값이 0.390 
1/min로 낮아져 최적 액체순환 유량이 존재하였다.

5) 최적 액체순환 유량에서 공기공급 유량이 증가함

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공기공급 유량의 증가

에 따른 KLa 값은 지수형태로  나타났으며, 액체순환 유

량과는 다르게 최적 공기공급 유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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