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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고속 교반을 이용한 기-액 혼합 플라즈마방전 시스템의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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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plasma is a new technique for use in environmental pollutant degrada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production of hydroxyl radicals as the primary degradation species. Due to the short lifetime of the 
chemically active species generated during the plasma reaction, the dissolution of the plasma ga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action performance. The plasma reaction performance can be enhanced by combining the basic plasma reactor with a 
homogenizer system in which the bubbles are destroyed and turned into micro-bubbles. For this purpose,  the improvement of 
the dissolution of plasma gas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RNO (N-dimethyl-4-nitrosoaniline, an indicator of the 
generation of OH radicals).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diameter, rotation speed, and height of 
the homogenizer, pore size, and number of the diffuser and the applied voltage on the plasma re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NO removal efficiency of the plasma reactor combined with a homogenizer is two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one. The optimum rotor size and rotation speed of the homogenizer were 15.1 mm, and 19,700 rpm, respectively. 
Except for the lowest pore size distribution of 10-16 μm, the pore size of the diffuser showed little effect on RNO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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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플라즈마는 방전에 의해 생긴 음전하를 가진 전자

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를 말한다. 
플라즈마는 발생 온도와 밀도에 따라 고온, 고밀도 영

역의 핵융합 플라즈마, 저온 영역의 응용 플라즈마, 저
밀도 영역의 우주 플라즈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저
온 플라즈마는 섭씨 수천-수만도 정도로 이온화되지 

않은 중성의 원자나 분자가 섞여 부분 전리된 상태로 

있으면서 국소 열평형(local thermal equilibrium)을 

이루고 있는 열 플라즈마(thermal plasma)와 실온 부

근에서 비평형(non-equilibrium) 상태의 저온 플라즈

마(cold plasma)로 나눌 수 있다(The Kor. Ins. of Sur. 
Eng., 2007; Park, 2015). 

저온 플라즈마는 저압 또는 상압 상태에 있는 기체

나 유체 증기들을 전기적으로 방전시키면 쉽게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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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식

수 있고, 전자만 고온이고, 배경 가스는 주변 온도와 

비슷하다(Choi et al., 2000). 저온 플라즈마 중 전극 

사이에 유전체를 삽입하여 상온에서 두 전극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유전체장

벽 방전 플라즈마(DBD plasma,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는 표면 세정, 화학기상증착, 코팅

분야, 고분자 중합, 표면 코팅 등에 산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공정이다(Choi and Na, 2001; Kim and 
Song, 2004). 

지금까지 환경 분야에서는 열 플라즈마인 플라즈

마 토치를 사용한 폐기물의 열분해 공정과 SOX, NOX, 
VOCs 등의 유해가스 처리 분야에서 이용되어 왔다

(Kor. Ins. of Sur. Eng., 2007). 
최근에는 DBD 플라즈마 공정이 고전압 기체 방전

의 일종으로 오존 발생기에 이용되어 수처리에 이용

되기 시작하였다(Robinson et al., 2000). 유전체장벽 

방전을 이용하여 플라즈마가 생성되면 ·H, ·O, ·O2
-, 

·HO2, ·OH, 자외선 등의 유리 라디칼과 H2O2 및 O3 
등의 화학적 활성종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Lukes et al., 2004; Kim and Park, 2013). 그러나 

화학적 활성종들의 반감기가 매우 짧고, 오존과 같은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0 의 물에서 1 부피의 물

에 대해 0.494 부피%로 매우 낮기 때문에 플라즈마 

반응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활성종들과 물의 접촉을 

증가시켜 용해도를 증가시키면 반응의 효율성과 성능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Kim and Park, 2014).
본 연구는 플라즈마 반응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서 플라즈마 가스의 수중 용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플라즈마 반응기를 거쳐 산기관을 통하여 수중으로 

배출되는 플라즈마 가스를 미생물 파쇄 등에 사용되

며 고속으로 회전하는 균질기(homogenizer)를 이용

하여 잘게 파쇄시켜 미세기포를 만들고 혼합하는 새

로운 방법을 이용하였다(Kim and Park, 2014). 또한 

기존 플라즈마 가스의 산기에 사용되는 산기관과 성

능 비교를 통하여 플라즈마 공정의 성능 향상의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플라즈마 가스와 물 혼합

의 증진 정도는 OH 라디칼 발생지표인 RNO (N, 
N-dimethyl-4-nitrosoaniline)의 분해를 통하여 RNO 
분해 정도를 관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전체 반응기 시스템은 크게 플라즈마 반응기 시스

템, 산기관과 균질기(homogenizer)로 이루어진 기-액 

혼합 반응기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기 

시스템의 개요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반

응기 시스템은 플라즈마 반응기, 3구 노즐, 고전압장

치 및 계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즈마 반응

기는 재질이 티타늄인 방전 전극과 유전체(석영관)로 

구성되어 있다. 접지전극은 반응기이며, 수도꼭지를 

연결하였다. 공기는 펌프와 로타미터를 거쳐 플라즈

마 반응기 상부로 유입된 후 유전체 내부에서 플라즈

마 반응을 거쳐 플라즈마 가스가 생성된 후 반응기 하

부로 유출되고 산기관을 거쳐 수중으로 배출된다. 플
라즈마 반응기는 고전압을 9, 11, 13, 15, 17 kV를 인

가하여 실험하였다. 기-액 혼합 반응기는 반응 부피가 

5 L이고, 균질기의 회전자(rotor)를 산기관 바로 밑에 

위치시켜 산기관에서 배출되는 플라즈마 가스를 미세

기포로 분쇄하면서 물과 혼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통
상의 플라즈마 반응기의 성능 실험은 플라즈마 가스

를 산기관을 통하여 배출시킨 후 반응에 이용하였다. 
균질기를 이용한 성능 향상 실험은 플라즈마 가스를 

균질기를 통하여 파쇄한 후 이용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plasma and gas mixing system. 

2.2. 분석 및 측정방법

RNO는 초기농도가 5.3 mg/L인 용액을 사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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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RNO 농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Genesis 
5, Spectronic)를 사용하여 농도가 다른 RNO 용액을 

만들어 최대 흡수파장인 440 nm에서 흡광도와  농도 

관계를 검량선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RNO 분해에 대한 산기관과 균질기 성능 비교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 가스는 

보통 산기관과 같은 배출장치를 통해 수중으로 배출

되고 수중에서 오염물질과 반응한다. 플라즈마 가스

의 수중 용존이 수중의 반응속도와 직접 관계되기 때

문에 플라즈마 가스의 용존이 플라즈마 반응에서 매

우 중요한 인자이다.
Fig. 2(a)는 산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공정으로 

플라즈마 가스를 반응기에 투입한 후 초기 농도 5.3 
mg/L의 RNO 용액의 분해를 산기관 유량에 따라 나

타내었다. 플라즈마에 인가되는 고전압은 13 kV, 초
기 플라즈마 가스 유량이 0.1 L/min에서는 초기 5.25 
mg/L에서 240초에 4.71 mg/L로 10.3%의 RNO가 제

거되었다. 플라즈마 가스 유량이 0.10 L/min에서 0.50 
L/min으로 증가되면서 RNO 제거가 직선적으로 증가

하였다. 0.5 L/min이상의 플라즈마 가스 유량에서는 

가스 유량이 2.5 L/min까지 증가할 때 RNO 제거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한 고전압 

하에서 플라즈마 반응은 일정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플라즈마 가스 중의 총 산화제 농도는 일정하며 플라

즈마 반응기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이 적으면 고농

도의 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는 플라즈마 가스가 소량 

발생된다. 공기 유량이 증가되면 저농도의 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는 대량의 플라즈마 가스가 발생한다. 따
라서 소량의 고농도 플라즈마 가스가 산기관을 통해 

용존될 경우 물과의 접촉이 적어 용존율이 적다(Park 
and Kim, 2014). 다량의 저농도 플라즈마 가스가 배

출될 경우 물과의 접촉기회는 높지만 기포의 크기가 

커지고 농도가 저농도이기 때문에 용존되는 농도가 

낮고, 다량의 기포가 빠른 속도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

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서 최적의 플라즈마 가스 유량

이 존재하며, 최적 유량은 0.5 L/min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발생한 플라즈마 가스의 유

량을 0.10-2.50 L/min으로 변화시키면서 산기관을 이

용하여 19,700 rpm으로 고속 회전하는 균질기 하부에 

공급하여 RNO 분해 실험을 실시하고 Fig. 2(b)에 나

타내었다. 플라즈마 가스 유량이 0.10 L/min에서는 산

기관과 균질기의 RNO 제거율은 거의 비슷하였으며, 
가스 유량이 0.25 L/min으로 증가되면서 균질기의 

RNO 제거율이 산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플라즈마 

가스 유량이 0.50 L/min으로 증가되면서 균질기에 의

한 RNO 제거가 산기관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1.00 L/min 이상의 플라즈마 가스 유량에서는 

RNO 제거율 증가가 크지 않아 균질기의 최적 플라즈마 

가스 유량은 1.00 L/min으로 판단되었다. 균질기에서 

1.00 L/min의 플라즈마 가스 유량에서 240초 후의 

RNO 농도는 3.15 mg/L(RNO 제거율은 40%)이었으며, 
산기관의 경우 RNO 제거율이 19.8%로 나타나 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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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diffuser and homogenizer on RNO 
degradation (Plasma, 13 kV; rotor diameter, 15.1 
mm; rotor distance from bottom, 7.5 cm; rotor 
speed, 197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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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homogenizer rotor diameter on RNO 
degradation (Plasma, 13 kV; rotor speed, 19700 
rpm; rotor distance  from bottom, 7.5 cm; 
plasma gas flow rate, 0.5 L/min).

Fig. 4. Effect of homogenizer rotor speed on RNO 
degradation (Plasma, 13 kV; rotor diameter, 
15.1 mm; rotor distance from bottom, 7.5 cm; 
plasma gas flow rate, 0.5 L/min).

제거속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플라즈마 가

스의 용존을 향상시키기 위해 균질기를 적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3.2. RNO 분해에 대한 균질기의 회전자 직경, 속도 및 

위치의 영향 

플라즈마 가스 유량을 0.50 L/min, 균질기 회전속

도를 19,700 rpm으로 유지한 조건에서 균질기 회전자

의 직경이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Fig. 3에 나타

내었다. 회전자의 직경이 8.1 mm인 경우 240초에서 

최종 RNO 농도는 3.83 mg/L, RNO 제거율이 27.0%, 
회전자 직경이 15.1 mm에서 최종 RNO 농도는 3.26 
mg/L, RNO 제거율이 37.9%, 23.4 mm인 경우 최종 

RNO 농도는 3.36 mg/L, RNO 제거율은 36.0%로 나

타났다. 산기관에서 발생하는 기포가 균질기의 회전

자에 유입되어 분쇄되는 과정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

과 회전자 직경이 8.1 mm인 경우는 직경이 작기 때문

에 직경이 2.5 cm인 산기관에서 발생한 기포가 회전

자 쪽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 기포들이 

그냥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자 직경이 15.1 
mm와 23.4 mm인 경우는 산기관에서 발생한 기포가 

모두 회전자 쪽으로 빨려 들어가 기포가 분쇄되고 수

중의 RNO 용액과 혼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 1과 같이 회전자 중간부분으로 파쇄된 기포과 물

이 배출될 때 직경이 23.4 mm의 기포 크기가 15.1 
mm보다 큰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기포의 파쇄 후 기

포의 합체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포 크기 측정 등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전자 직경을 15.1 mm, 플라즈마 가스 유량을 0.5 

L/min으로 유지한 조건에서 균질기 회전자 속도를 

3,000 27,000 rpm으로 변경시키면서 회전자 속도에 

따른 RNO 농도 감소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회전자 

속도가 3,000 rpm에서 19,700 rpm으로 증가하면서 

RNO 농도 감소가 시간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회전자 속도가 19,700 rpm에서 

240초 후 RNO 농도는 3.14 mg/L, 24,000 rpm에서는 

3.06 mg/L, 27,000 rpm에서는 3.08 mg/L로 나타나 

최적 회전자 속도는 19,700 rpm인 것으로 판단되었

다. 회전자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RNO 분해 속도가 증

가하지 않는 것은 일정한 유량으로 공급되는 플라즈

마 가스 때문에 회전속도를 증가시키더라도 더 이상 

파쇄될 기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회전속

도가 높아질 경우 플라즈마 가스의 유량을 증가시키

면 RNO 분해율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공급하는 플라즈마 가스의 유량에 대한 최적 균질기 

회전속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것은 추후 고찰할 예정이다.
회전자 직경 15.1 mm, 플라즈마 가스 유량 0.5 

L/min, 회전 속도를 19,700 rpm으로 유지한 조건에서 

균질기 위치가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Fig. 5에 

나타내었다. 균질기 위치는 반응기 바닥에서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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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homogenizer rotor height on RNO 
degradation (Plasma, 13 kV; rotor speed, 19700 
rpm; rotor diameter, 15.1 mm; plasma gas flow 
rate, 0.5 L/min).

Fig. 6. Effect of pore size of diffuser on RNO degradation 
(Plasma, 13 kV; rotor speed, 19,700 rpm; rotor 
diameter, 15.1 mm; plasma gas flow rate, 0.5 
L/min).

가스 배출구인 산기관 높이를 고려한 최저 높이는 7.5 
cm이었다. 균질기 위치가 높아짐에 따라 산기관 높이

도 같이 증가한다. Fig. 5에서 보듯이 균질기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의 240초에서 최종 RNO 농도

는 3.16 mg/L로 나타났고, 9.5 cm로 높아지면서 240
초에 3.35 mg/L로 증가하였으며, 17.5 cm에서는 3.54 
mg/L로 증가하였다. 이는 균질기의 위치가 낮으면 기

포의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장 낮은 위치인 7.5 
cm에서 RNO 처리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균
질기 위치 효과는 간접효과로써 다른 인자들보다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RNO 분해에 대한 산기관 공극 크기와 산기관 개수의 

영향 

회전자 직경 15.1 mm, 플라즈마 가스 유량 0.5 
L/min, 회전 속도를 19,700 rpm으로 유지한 조건에서 

균질기의 회전자로 공급하는 산기관의 공극 크기도 

균질기에 공급하는 기포의 크기와 관계되며, 플라즈

마 가스의 용존과 관계될 수 있다. 기공의 크기를 모르

는 일반 수족관용 산기관 대신 기공의 크기분포가 알

려진 산기관을 이용하여 산기관의 기공 크기가 플라

즈마 가스의 용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공극 

크기가 100-160 μm, 40-100 μm, 16-40 μm, 10-16 μm
로 알려진 지름 2 cm 크기의 유리 필터 디스크(Glass 
filter disc)를 산기관 형태로 가공한 후, 산기관의 기공 

크기가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Fig. 6에 나타내었다.

기공 크기가 가장 큰 100-160 μm 산기관의 최종 

RNO 제거율은 39.4%, 40-100 μm인 경우의 RNO 제
거율은 41.7%로 산기관 기공의 크기가 줄어들면 약 

2.3% 정도의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
기관의 기공 분포가 16-40 μm인 경우 RNO 제거율은 

36.9%로 기공 크기가 작아지면서 RNO 제거율이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공 분포가 가장 낮은  

10-16 μm인 경우 RNO 제거율은 20.0%로 나타나 

RNO 제거율이 거의 50% 감소하였다. 이는 산기관 기

공 크기가 너무 적은 경우 배출되는 플라즈마 가스 기

포의 크기는 작지만, 0.5 L/min로 설정한 공급 공기의 

유량이 플라즈마 반응에 모두 공급되지 못하고 부하

가 걸려 0.1-0.2 L/min만 공급하기 때문에 균질기로 

유입되는 플라즈마 가스의 유량이 적어 플라즈마 가

스의 용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육안관찰 결

과 일반 산기관과 기공 크기가 100-160 μm인 산기관

의 기공 크기가 비슷하게 보여 일정 크기 분포의 기공 

크기면 플라즈마 가스의 용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공 크기 분포는 본 실험 범위

에서 판단할 때 대략 40-160 μm인 것으로 판단되었

다. Kim and Park(2012)은 산기관 기공 크기가 

100-160 μm, 40-100 μm, 16-40 μm인 산기관을 이용

하여 플라즈마 가스를 용존시켰을 때, 최적의 기공 크

기는 40-100 μm(초기 RNO 농도, 50 mg/L; 반응시간, 
30분; RNO 제거율 91.4%)이며, 기공 크기가 100-160 
μm인 경우 기포가 커서 RNO 제거율이 79.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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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diffuser number on RNO degradation 
(Plasma, 13 kV; rotor speed, 19,700 rpm; rotor 
diameter, 15.1 mm; plasma gas flow rate, 0.5 L/min).

Fig. 8. Effect of high voltage on RNO degradation (rotor 
speed, 19,700 rpm; rotor diameter, 15.1 mm; 
plasma gas flow rate, 0.5 L/min).

낮고, 16-40 μm에서는 기포의 크기가 작더라도 공급

되는 기포의 양이 적기 때문에 RNO 분해율이 14.4%
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산기관을 사용하였

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적 기공 크기 범위가 넓고 기공 

크기가 16-40 μm인 경우도 최적 산기관 기공 크기와 

RNO 제거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일정 크기 

범위 내에 있는 기포가 균질기로 유입되어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자에 의해 미세기포로 파쇄되기 때문에 

기포 크기에 의한 용존 효과가 보완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되었다.
0.5 L/min의 같은 플라즈마 가스 공급량에서 플라

즈마 가스를 공급하는 산기관의 개수를 변경하여 산

기관의 개수가 플라즈마 가스의 용존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RNO 제거율을 고찰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산기관 개수가 1개인 경우 RNO 제거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산가관의 개수가 2개와 3개인 

것은 거의 같은 RNO 제거 경향을 나타내었다. 산기관

의 개수가 1개인 경우와 2~3개인 경우 RNO 제거율은 

대략 3.5% 정도의 제거율 차이가 나타났다. 산기관에

서 나오는 플라즈마 가스가 균질기로 유입되는 현상

을 관찰한 결과 산기관이 1개인 경우 산기관 직경과 

균질기 rotor의 직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산기관에서 

발생한 플라즈마 가스가 균질기로 유입되어 잘게 부

숴지지만 산기관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균질기의 로

타 직경보다 산기관 전체 직경이 크기 때문에 균질기

로 플라즈마 가스의 유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3.4. RNO 분해에 대한 플라즈마 전압의 영향 

플라즈마에 인가되는 고전압은 플라즈마 가스의 

발생과 용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 중의 하나이

다. Fig. 8에 플라즈마 가스의 생성을 위해 인가하는 

고전압을 9 kV에서 17 kV로 변화시키면서 플라즈마

의 고전압이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고전압이 9 kV에서는 플라즈마 반응이 제대로 일어

나지 않아 RNO가 거의 분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고, 11 kV에서 플라즈마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전압이 13 kV로 증가하면서 RNO 
분해율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15 kV와 17 kV의 경

우 고전압이 증가하면서 RNO 제거율이 각각 61.5%
와 65.1%로 증가하였으나 제거율 증가는 감소하였다. 
17 kV 이상의 고전압은 RNO분해 효과가 적고, 과도한 

전압이 흘러 스파크가 발생하여 안전과 성능을 고려

하여 실험하지 않았으며, 최적의 전압은 15 kV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와 고전압 발생장치가 다르지만 일반 산기

관을 이용한 플라즈마 반응에서 오존과 과산화수소 

생성 및 RNO 분해에서 최적의 산화제 생성에 대한 최

적 고전압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Kim and Park(2013)
의 결과 및 발생한 산화제를 이용한 플라즈마 공정에

서의 페놀 처리에 대한 Park(2013)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산화제 자체의 

생성이 최적에 도달되면 균질기를 통한 기-액 혼합 작

용도 최적에 도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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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유전체장벽 방전 플라즈마 시스템에서 플라즈마 

가스의 용존을 높여 플라즈마 반응기의 성능을 높이

기 위한 목적으로 플라즈마 반응 후 배출되는 플라즈

마 가스를 균질기로 분쇄하여 미세하게 만들어 플라

즈마 가스와 물의 접촉을 높여 주요 산화제인 OH 라
디칼 생성지표인 RNO 제거에 미치는 운전인자의 영

향에 대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플라즈마 가스 유량이 1.0 L/min에서 일반 플라즈

마 반응기에 사용하는 산기관은 240초 후 최종 RNO 제
거율은 19.8%로 나타났으나, 같은 조건에서 균질기를 

같이 장착한 경우 RNO 제거율은 40.0%로 나타났다. 
2) 중간 크기의 회전자인 15.1 mm의 RNO 분해 속

도가 가장 높고, 최적 회전자 속도는 19,700 rpm으로 

나타났다. 균질기 위치는 다른 인자들보다 RNO 분해

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산기관의 기공 크기는 기공 분포가 가장 낮은 

10-16 μm인 경우를 제외하고, 산기관의 기공 크기가 

RNO 제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
기관의 직경과 균질기 직경이 비슷한 산기관이 1개인 

경우 RNO 제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플라즈마 가스의 생성을 위해 인가하는 고전압

을 9-17 kV로 변화시켰을 때 균질기의 적용과 관계없

이 최적의 전압은 15 kV인 것으로 나타났다.
5) 플라즈마 가스의 용존을 향상시키기 위해 균질

기를 사용하면 산기관보다 기-액 혼합 효율이 2배 증

가하여 플라즈마 가스의 기-액 혼합에 균질기를 적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균질기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시설비와 운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같이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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