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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plasma discharge on the nutrient components (NO3-N, NH4-N, PO4-P, K, Ca, and Mg) and water quality 

[pH, ORP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and electric conductivity] of hydroponic water were investigated. It was observed 
that the NH4-N, PO4-P, K, Ca, and Mg were kept at the constant concentrations for plasma discharging of 90 min. On the 
other hand, NO3-N concentration was increased with proceeding of the plasma discharge. The increase of NO3-N 
concentration was considered with the fact that nitric acid was created from nitrogen among supplying air for the insulation 
of  inside of dielectric barrier. ORP  and electric conductivity was increased with plasma discharging time. However, pH was 
decrease with what because of the generation of the nitric acid. When adjusting the hydroponic ingredients, pH and 
conductivity must to be considered because of the change of pH and conductivitiy with the dis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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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양액재배 면적은 1992년부터 시작된 시설원

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생산성 및 품

질 향상에 대한 농가의 요구 증대에 힘입어 1994년부

터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매

년 꾸준히 증가되어 2008년 현재 1,107.3 ha에 달하고 

있다(시설원예시험장, 2010). 양액재배에 사용하는 

양액은 다양한 무기물은 물론 고농도의 질소와 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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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함유하고 있어 순환되지 않고 하천 및 호소 생태

계로 방류될 경우 심각한 부영양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재배 용수의 부족 현상을 해결

하고 용수 중의 비료성분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15 ~ 40%에 이르는 사용 양액을 폐기하는 비순

환식 양액재배법보다는 양액을 재사용하는 순환식 양

액재배법이 환경보전과 비료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반

드시 필요하다(농림부, 1999).
폐기되는 폐양액을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수경재배

라는 특성상 양액 속에 병원균이 발생하면 토경재배

에 비하여 뿌리와의 접촉기회가 많아 병원균의 확산

이 빠르고 양액 탱크를 경유하여 재배조 전체에 확산

되기 쉬운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폐

양액의 완전 살균에 의한 배지 또는 뿌리 주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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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이나 바이러스의 발병을 억제하는 일이 중요하

다(농촌진흥청, 2006). 현재 양액 소독을 위해 적용하

고 있는 소독 시스템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사한 

소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 분야에서 비교

적 오랫동안 적용된 소독법인 자외선, 오존, 열처리법 

및 모래 소독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소독법

은 발생하는 폐양액률, 폐양액량 등은 많으나 폐양액 

소독 처리용량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그 활용도는 

미흡한 수준이며, 소독 성능이 우수한 최신 소독기술

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Ohtani 등, 2000; 등, 
2002). 본 연구진들은 새로운 난분해성 물질 처리와 

소독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중 유전체 방전 플라즈마 공

정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산화제 발생량이 

많고 난분해성 물질 처리와 풋마름병균(Ralstonia 
solanacerum)등에 대한 소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액 소독에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김과 

박, 2011a; 김과 박 2011b; 백 등, 2011).
플라즈마로 양액을 처리시 처리에 따른 양액성분

이 변하는 경우 양액 성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플라즈마 처리가 양액 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플라즈마 처

리가 양액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플라

즈마 공정을 농업용 소독 공정으로 적용시의 기초자

료로 사용하고자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반응기 시스템은 회분식으로 제작

하였으며 Fig. 1에 개요도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사

용한 플라즈마 시스템은 유전체 방전 플라즈마 반응

기 시스템으로써 방전 전극, 유전체인 석영관, 접지 전

극 및 산기관으로 이루어진 플라즈마 반응기, 슬라이

닥스와 네온트랜스로 이루어진 전원 공급장치 및 공

기 펌프와 유량조절장치로 이루어진 공기 공급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반응기에 주입하는 가스로는 공기를 

사용하였으며 로터미터를 이용하여 공기를 5 L/min
으로 공급하였다. 전원 장치로 1차 전원과 2차 전원을 

사용하였다. 1차 전원은 슬라이닥스를 이용하여 전압

을 80 ~ 220 V로 조절하였다. 전극에 고전압을 공급

하는 2차 전원은 15 kV이고 주파주가 20 kHz인 네온

트랜스를 이용하였다. 양액 성분은 일본 야채시험장 

표준액(NO3-N 16.0, NH4-N 1.3, PO4-P 4.0, K 8.0, Ca 
8.0, Mg 4.0 me/L)을 기준으로  수돗물로 제조하였다

(유 등, 2006). 
. 

Fig. 1. Study of a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 system. 

2.2. 분석 및 측정

양액 성분 중 대량 원소인 NO3-N, NH4-N, PO4-P 4
는 Standard Method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APH- 
AWWA-WPCE, 1992). pH와 ORP 및 전기전도도는 각

각 pH 미터(Orion, 420A+), ORP 미터(Inolab Terminal 
Level3) 및 전기전도도 미터(Eutech, Cyberscan PC300)
로 측정하였다. 산화제 생성변화는 N, N-Dimethyl- 
4-nitrosoaniline (RNO)의 분해로 간접 확인하였다. K 
8.0, Ca 및  Mg는 이온 분석기(Metrohm, Modular 
system)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방전에 따른 NH4-N, NO3-N 및 PO4-P 변화

Fig. 2에 공기공급량이 5 L/min인 조건에서 1차 전

압을 80, 160 및 220 V로 변화시키면서 NH4-N(a), 
NO3-N(b) 및 PO4-P(c)를 나타내었다. NH4-N의 경우 

1차 전압에 따라 초기 이론투입농도 18.6 mg/L 부근

인 18.6 ~ 19.5 mg/L에서 플라즈마 방전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90 분의 방전시간에서 NH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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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는 19.2 ~ 19.4 mg/L로 나타나 플라즈마 방전

이 NH4-N 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2(b)의 NO3-N의 경우 80 V에서 초기 168.4 

mg/L에서 플라즈마 방전이 진행될수록 NO3-N 농도

가 증가하여 90분의 방전에서 177.8 mg/L로 증가하

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160 V와 220 V에서도 관찰되

었다. 160 V는 90분 후 최종 NO3-N농도는 184.8 
mg/L로 증가하였으며 220 V도 206.9 mg/L로 증가하

였다. 모든 1차 전압에서 시간에 따라 NO3-N농도가 

증가하지만 220 V의 농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자연방전에 의해 화학 변

화[식 (1)~식 (5)]를 보이는 것과 같은 반응에 의해 여

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 낸다(환경부, 2004).

N2 → 2N․                                          (1)
O2 → 2O․                                   (2)
N․ + O․ → NO                            (3)
2NO + O2 → 2NO2                                                  (4)
O․ + O2 → O3 (gas)                                             (5)

이와 같이 생성된 물질은 수중에서 성분의 변화를 

보인다.

NO2 + NO + H2O → 2HNO2                  (6)
2NO2 +  H2O → 2HNO2 + HNO3   (7) 
O3 (gas) → O3 (liquid)                                            (8)
H2O → H․+ OH․                             (9) 

상기와 같이 NO3-N의 증가는 유전체의 절연을 위

해 유전체 내부로 공급하는 공기 중의 질소가 식 (7)과 

같이 질산을 만들기 때문에 높은 1차 전압에서 시간이 

경과될수록 NO3-N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되었

다.
Fig. 5(c)에 PO4-P 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PO4-P

의 경우 90분의 방전에도 이론 농도인 41.3 mg/L와 

유사한 농도를 나타내어 NH4-N와 같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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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hydroponic component with plasma 
treatment: (a) NH4-N, (b) NO3-N, (c) PO4-P.

3.2. 방전에 따른 pH, ORP 및 전기전도도의 변화

Fig. 3에 1차 전압을 달리한 조건에서 방전에 따른 

pH, ORP 및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3 
(a)에서 보듯이 pH는 초기 pH 5.93에서 방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V는 

90분 후 pH가 3.9으로 160 V는 3.14, 220 V는 2.8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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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1차 전압이 증가할수록 pH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전에 따른 pH 감소는 식 (7)과 

같이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질산을 만들기 때문이

며 1차 전압이 증가할수록 질산의 생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토양 내 pH가 5.0~7.5 범위 내에서는 뿌리 생육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H는 세

포 막간 이온에 전기화학적 전위차를 제공하게 된다. 
정상적이지 않는 외부 pH는 무기 양분의 흡수를 방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 등, 2004). 윤 등(2004)은 

pH 2.9인 산성 전해수와 수돗물로 재배한 콩나물의 

경우 11일 이후부터는 두 종류의 물에서 자란 콩나물

의 생 체중이 비슷하다고 보고하였다. 장 등(1999)은 

감자의 수경재배에서 pH가 4이하로 감소할 경우 무

기물의 흡수가 방해되어 식물 성장이 방해를 받는다

고 보고하였다. 서 등(1998)은 아이리스의 순환식 양

액재배시 pH가 5.5~7.0일 때 pH 6.5에서는 잎과 꽃의 

크기가 가장 크고 pH 7.0에서는 생육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작물의 생

육이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작물 선정시 

이를 고려해야 하며, 낮은 pH가 성장에 문제가 되면 

pH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ORP는 초기 258 mV에서 방전이 진행됨에 따라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분 방전 후 최종 ORP는 

80 V에서는 380 mV, 160 V는 427 mV, 220 V에서는 

482 mV로 나타났다. 이 등(2005)은 펄스코로나 방전

을 이용한 페놀 처리에서 방전시간에 따라 전기전도

도와 ORP가 증가하며, 전기전도도 값과 ORP 값은 절

대치는 다르지만 증가하는 경향은 유사하다 보고하였

다. 또한 ORP 값이 일정해지면 이온성 화학종의 생성

이 끝났다고 보고하였다.
이 등(2005)의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플

라즈마 방전이 진행됨에 산화제가 지속적으로 생성되

며 이에 따라 산화전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차 

전압의 증가함에 따라 산화전위 값이 높아진다고 사

료되었다. 박과 김(2011)은 본 연구와 같은 반응기 시

스템에서 플라즈마 방전을 계속하는 동안 오존과 과 

산화수소가 초기에 바르게 생성된 후 지속적으로 생

성된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교할 때 이런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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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water quality with plasma treatment: (a) 
pH, (b) ORP, (c) conductivity.

전기전도도는 수돗물에 양액 성분을 첨가하였을 

때의 초기 전기전도도인 2.3 mS/cm에서 방전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전

압의 증가에 따라 전기전도도 값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V의 경우 2.51 mS/cm, 160 V의 경우 

2.91 mS/cm 및 220 V는 3.31 mS/cm로 증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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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양액의 성분은 식물이 흡수함에 따라 

성분을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정확한 성분 조절을 위

해서는 정확한 성분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농가가 분

석기기가 없어 분석을 분석기관에 맡겨 분석해야 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액제어는 전기전도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

로, 양액 중의 녹아있는 양분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

여 겉보기 농도로 사용하는 방법이다(손, 1998). 양액 

중의 미생물을 소독하기 위해 플라즈마 방전을 이용

할 경우 방전 전기전도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플라즈

마 처리시 작물 성장에 따른 실제 양액 성분 농도와 전

기전도도 변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pH를 조절해야 할 경우 첨가하는 NaOH 등의 성

분으로 인해 전기전도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부분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4에 양액 중 양이온인 K, Ca 및 Mg 농도가 플

라즈마 방전에 받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

듯이 K 이온은 초기 196 mg/L에서 201 mg/L, Ca는 

157 mg/L에서 158 mg/L로 Mg는 47 mg/L에서 48 
mg/L로 나타나 플라즈마 방전이 양이온에 미치는 영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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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cation with plasma treatment.

4. 결 론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하여 양액을 처리할 경우의 

양액 성분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었

다.
NH4-N와 PO4-P는 플라즈마 방전 후에도 초기 농

도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O3-N는 1
차 전압이 80V일 경우 90분의 방전 후 5.6%의 농도 

증가, 160 V에서는 8.9% 220 V에서는 22.9%의 

NO3-N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 Ca 및 Mg 농
도는 플라즈마 방전에 따라 농도의 변화가 없었다. 
ORP와 전기전도도는 방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pH는 방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플라즈마 방전시 양액성분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NO3-N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플

라즈마 처리에 따른 성분 변화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

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플라즈마 방전에 따라 

pH가 감소하는 형상이 발생하는데 pH 민감성이 작물

에 따라 달라 산성에 약한 작물의 경우 pH를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작물의 성장에 따른 양액 성분

은 보통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조절하는데 방전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액 성분 조절

시 이에 대한 교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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