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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산업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어 폐수 내에 함유

되고 있는 물질이 다양해지고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합성되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물질 중 

일부는 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에 해당된다. 이들 

물질은 수질, 대기 및 토양 등 모든 환경에 축적되고 있어 

육상 및 수역의 환경매체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 식물은 

물론 인간도 영향을 받고 있다(Lee and Kim, 2010; 
Ki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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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solution of ionized gas in dielectric barrier plasma, similar to the principle of ozone generation, is a major 

performance-affecting factor. In this study, the plasma gas dissolving performance of a gas mixing-circulation plasma process 
was evaluated using an experimental design methodology. The plasma reaction is a function of four parameters [electric 
current (X1), gas flow rate (X2), liquid flow rate (X3) and reaction time (X4)] modeled by the Box-Behnken design. RNO (N, 
N-Dimethyl-4-nitrosoaniline), an indictor of OH radical formation, was evaluated using a quadratic response surface model. 
The model prediction equation derived for RNO degradation was shown as a second-order polynomial. By pooling  the terms 
with poor explanatory power as error terms and performing ANOVA, results showed high significance, with an adjusted R2

value of 0.9386; this indicate that the model adequately satisfies the polynomial fit. For the RNO degradation, the measured 
value and the predicted values by the model equation agreed relatively well. The optimum current, gas flow rate, liquid flow 
rate and reaction time were obtained for the highest desirability for RNO degradation at 0.21 A, 2.65 L/min, 0.75 L/min and 
6.5 m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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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환경 규제기준에 오염물질 확대 적용 

및 기준의 강화가 추진되고 있고 총량규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새로운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Seon et al., 2000). 
수질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처리 성능이 우수한 기술 중

에서 고급산화 공정이 있다. 고급산화 공정은 오존, 과산

화수소, UV를 조합하여 OH 라디칼을 생성시키는 기술, 
TiO2와 UV를 이용하는 광촉매 산화기술, 오존 철염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는 Fenton 산화법 등이 있다(Kan 
et al., 1999; Kim and Park, 2005; Park, 2007; Lee et 
al., 2018). 최근에는 전자빔을 폐수에 조사하거나, 전기

분해 및 플라즈마 공정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Park, 2008; Gu et al., 2009; Kim and Park, 
2011).

플라즈마는 물질의 제 4 상태로써 이온과 전자와 같은 

서로 반대의 전하를 띤 입자들이 섞여 존재한다(Kor. Ins 
of Sur. Eng., 2007). 플라즈마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고

온, 고밀도 영역의 핵융합 플라즈마, 저온 영역의 응용 플

라즈마, 저밀도 영역의 우주 플라즈마 등으로 분류되는

데, 환경 분야에서는 주로 저온․고밀도 플라즈마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Dendy, 1990; Park et al., 2018). 
다양한 종류의 플라즈마 중 유전체장벽 방전 플라즈

마(DB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는 대기압 조건

에서도 안정적으로 플라즈마가 발생하는데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처리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nyder and Anderson, 1998; Cho, 2008). 
유전체장벽 방전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수처

리에 응용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수표면 또는 수

중에서 방전시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면 다양한 ∙O2
-, 

∙OH, ∙HO2, ∙H, ∙O와 같은 라디칼과 H2O2와 O3 등의 

산화제들이 발생하여 오염물질과 반응한다(Lukes et al., 
2004; Jee et al., 2016) 유전체장벽 방전 플라즈마는 발

생 원리가 오존 발생장치와 거의 같아 생성되는 플라즈

마 가스의 용존이 오존 가스와 같이 플라즈마 공정의 성

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된다. 또한 플라즈마 반응에

서 발생하는 이온화된 가스는 주로 산기장치를 이용하여 

수중에 용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플라즈마 반응에 

의해 이온화된 가스를 폐수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수명이 

짧은 일부 라디칼과 산화제들이 소멸되어 오염물질을 분

해에 이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수명이 짧은 산화제

들을 수중에 용존되는 양을 증가시키면 플라즈마 반응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Reddy et al., 2013; Tichonovas 
et al., 2013; Ko et al., 2018). 

본 연구진은 이전 연구에서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발

생하는 플라즈마 가스를 고압펌프를 사용하여 안개 발생

용으로 사용하는 3구 노즐로 수중에 미세하게 분사시킬

때 반응기 내의 물을 고압펌프로 순환시키면서 3구 노즐

에 플라즈마 가스와 같이 유입시켜 가스와 물을 동시에 3
구 노즐에서 분사시킨 결과 기존 산기관을 이용하는 플

라즈마 장치보다 플라즈마 가스의 용존율이 향상된 것을 

알았다(Park et al., 2014). 
본 연구는 플라즈마 가스의 용존을 높이기 위하여 3구 

노즐을 이용한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전류, 가스 공급량, 
액체 순환 유량 및 운전시간에 대해 플라즈마 반응의 성

능을 확인할 수 있는 OH 라디칼 생성능을 확인하였다. 
OH 라디칼은 생성된 후 소멸속도가 빨라 직접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OH 라디칼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RNO (N, N-Dimethyl-4-nitrosoaniline)의 분해로 간접

적으로 확인하였다. 
플라즈마 가스 중 산화력이 높은 OH 라디칼의 용존

율을 높이기 위한 플라즈마 공정의 최적화를 위하여 국

소 최적(local optimum)해를 얻을 수도 있는 한 개의 인

자의 수준을 변화시키고 나머지 인자의 수준값을 고정시

켜 실험을 실시하는 1회 1인자법(one-fctor at a time)이 

아닌 실험계획법의 실험설계에 따라 설계하고 블록화, 
랜덤화 및 반복성의 원리로 등간격 배열에 의한 1회 다인

자 (multi-factor at the same time) 방법으로 실험을 실

시하였다(Lim et al., 2008). 
본 연구는 실험계획법 중 박스-벤켄법(Box-Behnken)

을 적용하여 RNO 분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RNO 
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모형식 구축 및 반

응표면분석법(RSM,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을 이용한 분석기법으로 OH 라디칼 생성량을 높일 수 

있는 공정의 최적화에 목적을 두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플라즈마 반응기 시스템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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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모듈, 3구 노즐과 액체 순환펌프 등으로 이루어

진 액체 순환 시스템, 산소 발생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및 

계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즈마 반응기는 아

크릴로 제작하였으며, 반응 부피는 5 L이다. 플라즈마 모

듈은 방전 전극, 유전체(석영관)로 이루어져 있다. 방전 

전극은 직경이 4 mm 인 티타늄 봉이다. 플라즈마 모듈

은 플라즈마 반응기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3조를 장착하였다. 플라즈마 모듈과 모듈 사이의 

거리는 5 cm이었다. 플라즈마 발생에 사용되는 가스는 

산소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생성한 산소를 이용하였으며, 
산소(순도 90%)는 플라즈마 반응기 상부에서 플라즈마 

모듈로 유입된 후 플라즈마 반응을 거쳐 반응기 하부에 

있는 방으로 유출된다. 반응기 속의 물은 액체 순환펌프

와 로타미터를 거쳐 반응기 하부에서 배출된 플라즈마 

가스와 3구 노즐을 통해 혼합되어 플라즈마 반응기로 분

사된다.
3구 노즐은 물을 미세하게 분무시켜 안개를 만드는데 

이용되는 노즐이다. 고전압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0.15 ~ 
0.35 A의 전류를 흘려 6 ~ 13 kV의 고전압을 발생시켜 

방전 전극에 공급하였다. 
RNO 농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 (Spectronic, 

Genesis 5, USA)를 이용하여 44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고 이미 제작한 검량선을 이용하여 농도로 환산한 

후 분해율을 계산하였다. 

2.2. Box-Behnken법과 반응표면분석

실험계획법에서 반응표면의 추정이 2차 회귀모형

(2nd order regression model)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사용되는 실험계획법 중 환경 분야에는 중심합

성계획법과 Box-Behnken법이 많이 이용된다(Park and 
Kim, 2011). 

중심합성계획법은 2차 다항모형의 회귀계수를 추정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실험설계법으로 운전 범위를 벗어

나는 점에서의 실험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험 범위의 변

경이 용이한 운전인자 변화에 대한 최적화에 적합한 실

험계획법으로 2차 모형의 제곱 항들을 효율적인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and Kim, 2011). 반면 

Box-Behnken법은 2차 모형 적합을 위한 3수준 요인배

치법의 일부 실험조건에서만 실험을 실시하는 실험계획

법이다. Box-Behnken법은 설계인자와 같이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험인자의 설정 범위 내에서 실험을 행

하기 때문에 설계인자 변경 등이 어려운 경우에 많이 사

용한다. 또한 인자의 수가 k개인 경우에 3k형 요인배치

법보다 실험점의 수가 많지 않으면서도 직교 블록

(orthogonal blocking)을 만들기 용이하고, 2차 회귀방

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많아 실험점이 

많은 실험계획에서 실험점을 줄이는 반응표면분석에서 

Fig. 1. Schematic diagram of multi-plasm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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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용된다(Park, 2008). 
본 실험에서는 독립변수의 값과 변화 한계(variation 

limits)는 플라즈마 설계 및 운전인자 실험에 대해 행해

진 기초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Park et al., 
2014). 독립변수(process variable)로 전류, 가스 유량, 
및 액체 순환유량 및 반응시간을, RNO 분해율을 종속변

수(response)로 설정하였다(Table 1). 여기서 -1, 0, 1은 

실제 변수값을 코드화할 때 사용하는 값이다. 
실험한 자료는 Design Expert 7.1.6 소프트웨어로 분

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의 질(quality of fit)은 상관관

계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2)로 나타내었다. 주어

진 실험설계 자료에 의하여 분석이 가능한 다항회귀모형

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모형의 중요도와 적정성을 보

여주는 지표로 모형 F-값(Fisher variation ratio), 확률 

값 (probability value, Prob > F)과 적절한 정확도 

(adequate precision)를 사용하였다. 통계적 중요도는 F-
테스트에 의해 검사하였다. Box-Behnken법의 4인자 실

험설계에 따라 선정된 27회의 실험계획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에서 다항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하고 ANOVA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한 뒤 후보 

모형의 오차의 등분산성, 정규성 및 독립성을 표준화 잔

차 그림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관심영역에서 반응표

면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진단 절차를 통과한 

모형에 대해 2차원 등고선 그림과 3차원 반응표면도를 

그려 확인하였다(Lim et al, 2008; Kim and Park, 
2010).

공정 최적화는 반응표면분석 단계에서 모형에 대해 

반응표면(반응변수의 예측치)를 최적화시키는 조건을 관

심 영역에서 찾았다. ‘수치 최적화’를 실시하여 반응변수

의 바람직함 (desirability) d(0 ≤ d ≤ 1)를 최대로 하는 

최적조건을 관심영역에서 찾았다. 이후 점 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하여 최적조건에서의 재현성을 확인하

였다(Design Expert◯R , 2007).

3. 결과 및 고찰

3.1. 반응표면분석에 의한 반응모형 추정 및 유의성 검증

전류, 가스 유량, 액체 순환유량 및 반응시간의 4인자

에 대해 박스-벤켄법에 의해 실험계획을 실시한 결과 반

복실험을 포함하여 총 27회의 실험이 계획되었고 이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후 Design Expert의 ‘Fit 
summary’ 기능으로 1차, 2차, 다항 모형 중에서 실험결

과에 가장 적절한 모형을 구하였다. 5가지 모형 중 

Quadratic 모형의 p 값이 0.0014이었으며, 이는 모형의 

적절성 판정기준인 0.05에 비해 충분히 작은 것으로 나타

나 Design Expert 상에서 Quadratic 모형이 추천되었다. 
모형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들기 위하여 후방소거법에 

의하여 설명력이 떨어지는 항(0.25보다 큰 ‘Prob > F’ 
값)을 오차항으로 제외한 후 분산분석하여 Table 2에 나

타내었다. 변수(X1 ; 전류, X2 ; 가스 유량, X3 ; 액체 순

환유량, X4 ; 반응시간)에서 X1 ․ X2, X1 ․ X3, X1 ․ X4, X2

․ X3, X2 ․ X4 항이 오차항으로 풀링되었다. 
플라즈마 가스 혼합-물 순환식 플라즈마 공정에서 

OH 라디칼의 생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RNO 분해에 

대한 인자의 Prob > F 값은 < 0.0001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을 제외한 후 R2 값은 0.9386으
로 모형의 적합도의 질(quality of fit)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되었다. 또한 '적합성결여'의 p값이 유의성 판정 기준

인  0.05보다 높은 0.4424로 오차항을 제외한 회귀 모형

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3.2. RNO 분해에 대한 잔차분석

선택한 모형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모형에 대

해 잔차분석을 수행하여 Fig. 3(a)에 표준화 잔차의 정규

Process variable
Actual values for the coded values

-1 0 +1

X1, Current (A) 0.15 0.25 0.35

X2, Gas flow rate (L/min) 0.6 0.8 1.0

X3, Liquid flow rate (L/min) 1.0 2.5 4.0

X4, Reaction time (min) 1 4 7

Table 1. Actual values of the variables for the cod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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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그림을, Fig. 3(b)에 예측값의 산점도를 나타내었

다. Fig. 3(a)에서 표준화 잔차의 정규확률 그림에서 오

차의 등분산성을 고찰한 결과 정규확률 그림은 오차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 직선관계를 따르고 있다. Fig. 3 
(b)의 표준화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를 보면 유사한 환

경의 실험점에서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절대값 3.0 이상의 자료점이 존재하지 않는 ± 3.0 이내의 

밴드 내에서 무질서하게 위 ․아래에 퍼진 것으로 나타났

다. 밴드 내에서 넓게 퍼진 산점도로 보아 선택한 

Quadratic 모형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4가지 인자를 대상으로 RNO 분해율에 대해 후방소

거법으로 설명력이 떨어지는 인자를 제거하고 RNO 분
해에 대해 산출된 수정 반응 모형에서 실제 변수에 대한 

모형식을 식(2)에 나타내었다.

RNO removal efficiency (%) = 
   -275.9 + 382.6×Current + 296.7×Liquid flow rate 
   + 67.2×Gas flow rate + 30.5×Time - 1.4×Gas flow 
   rate×Time - 616.8×Current2 - 185.5×Liquid flow 
   rate2 - 8.5×Gas flow rate2 2.0×Time2                      (2)

식 (2)에 나타난 1차항을 비교해보면 RNO 분해율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계수가 가장 큰 항은 전류로 나타났

고 계수 순으로 배열하면 전류 > 액체 순환유량 > 가스 

유량 > 반응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RNO 분해로 볼 때 

플라즈마 반응의 직접적인 운전인자인 전류 다음으로 액

체 순환유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플라즈마 가스의 

용존에 액체의 용존이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Sour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value Prob > F

Plasma
process 

Model 25831.19 9 2870.13 45.15 < 0.0001 Significant

Residual 1080.6 17 63.56

Lack of fit 999.64 15 66.64 1.65 0.4424 Not significant

Pure error 80.96 2 40.48

R2=0.9598, 
Adjust R2=0.9386
Predicted R2=0.8716
Adequate precision =24.987 

Table 2. ANOVA results of the mathmatical model for plasma process 

Fig. 2. Residual polt of model for error values: (a) normal probability plot of the residuals, (b) scatter plot of the residuals 
and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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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의 실험에 의해 구한 RNO 제거율 실측값과 모형

식에 의해 구한 예측값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
서 보듯이 실험값과 예측값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3. The actual and predicted plot for RNO removal 
efficiency. 

3.3. RNO 분해에 대한 2차원 등고선도 및 3차원 반응

표면도 및 공정최적화

식(2)에 있는 교호인자인 gas flow rate·time 두 인자

의 교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차원 (2D) 등고선

도(contour)와 3차원 (3D) 반응표면도를 구하여 공정 변

수와 RNO 분해율 사이의 상호관계를 평가하였다. Fig. 
5 (a)와 (b)에 나타내었듯이 가스 유량과 반응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RNO 분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원 등고선도와 3차원 반응표면도는 형태에 따라 ‘최
대점’, ‘최소점’, ‘안부점(saddle point)’, 및 ‘능선’ 형태

로 나누어진다(Park and Kim, 2011b). Fig. 5 (a)와 (b)
에서 알 수 있듯이 보듯이 액체 순환유량, 0.8 L/min; 전
류, 0.25 A이 일정할 때 가스 유량과 시간을 변할 때 

RNO 분해율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정상점인 ‘최대점’
이 나타나지 않고, 2차원 등고선도와 3차원 반응표면도

의 모습은 ‘능선’으로 나타났다. ‘능선’의 경우 정상점이 

최대점으로 보이지만 실험영역 내에서 시간에 대해 

RNO 분해율이 상승하는 ‘상승능선’일 수 있어 최적 조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실험영역 밖에서 확

인 실험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값의 예측을 위해서 최적화 단계의 ‘numerical 

optimization’을 이용하여 전류, 가스 유량, 액체 순환유

량 및 반응시간을 실험인자의 범위인 ‘in range’로, 반응

변수인 RNO 분해율은 ‘maximize’로 선택한 뒤  RNO 
분해율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운전조건인 ‘desirability’ 
d를 가장 크게 하는 조건(분해율 100%)을 찾은 결과 d
가 1인 값을 52개 얻었다. 그 값 중 Design-Expert 소프

트웨어가 제 1의 값으로 선택한 조건은 전류 0.21 A, 가
스 유량 2.65 L/min, 액체 순환유량 0.75 L/min 및 반응

시간 6.5분에서 RNO 분해율은 100%를 얻을 수 있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numerical optimization”에서 구한 최적 조건에서 

추가 실험을 실시하여 반응변수값의 신뢰구간을 구하기 

                                        (a) Contour plot                                                                                   (b) 3D plot   

Fig. 4. Contour and response surface plots for RNO degradation: Contour and 3D plot of gas flow rate·time (Fixed 
condition : liquid circulation rate, 0.8 L/min; Current, 0.2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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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재현성 확인 단계인 ‘point prediction’을 실시하

였다. 이 ‘point prediction’ 상에서 95% PI인 83.12 
(95% PI low) ~ 120.26 (95% PI high) 범위에 속하면 

재현성이 확인된다고 판단된다. 최적 조건에서 실험을 3
회 실시한 결과 RNO 분해율은 각각 98.5%, 93.9%, 
95.3%로 나타나 모형의 재현성이 확인되었다.

4. 결 론

플라즈마 가스의 용존율을 높여 반응기의 성능을 높이

기 위하여 3구 노즐을 이용한 플라즈마 반응기 시스템에

서 플라즈마 가스의 용존에 영향을 주는 운전인자인 전류, 
가스 유량, 액체 순환유량 및 운전시간에 대해 최적의 반

응치(결과)를 도출하고자 박스-벤켄법(Box-Behnken)과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결과 다음 아래의 결과를 얻었

다.
1) RNO 분해에 대해 통계학적 분석에 의해 도출된 

모형 예측식은 2차 다항식으로 나타났다. '적합성결여'의 

p값이 0.4424로 매우 유의하였고 수정 R2 값은 0.9386
으로 모형이 다항식 적합도(fit)를 잘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RNO 제거에 대해 실측치와 모형식에 의한 예측

치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반응 모델의 잔차분석 결과 정규성(normality), 등

분산성(equal variation)을 만족하여 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치적인 최적화를 이용하여 ‘desirability’ d(분해

율 100%)를 가장 크게 하는 최적 조건을 찾은 결과 d가 

1인 값을 52개 얻었다. 그 값 중 제 1의 값으로 선택된 조

건은 전류 0.21 A, 가스 유량 2.65 L/min, 액체 순환유량 

0.75 L/min 및 반응시간 6.5분에서 RNO 분해율은 

100%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4) 모형의 재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적 조건에서 

실험을 3회 실시한 결과 RNO 분해율은 각각 98.5%, 
93.9%, 95.3%로 나타나 95% PI인 83.12% (95% PI 
low) ~ 120.26% (95% PI high) 범위에 속하여 모형의 

재현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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