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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먹는 물 중 바이러스 불활성화방법으로 지금까지 소독 공정에서는 

염소소독법을 많이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독처리비용

이 저렴하며 Poliovirus 제거율이 높은 UV소독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UV조사에 의한 바이러스 불활성화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UV 조사시에 향을 주는 탁도와 입자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이에 

UV 조사시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향을 주는 탁도와 입자도 고려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수처리에서 바이러스 관리를 위하여 UV dose에 

따른 바이러스 불활성화 정도를 파악하 으며, 바이러스 불활성화를 위

한 UV 조사시 탁도와 입자가 미치는 향을 정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

다.  

정수와 상수원수를 취하여 실험실적으로 시료들을 탁도에 의해 구분

하 다. 저 탁도(A) 시료는 0.08 NTU과 0.09 NTU를 갖는 정수로, 21 

NTU과 28.30 NTU를 갖는 중탁도(B) 및 42 NTU와 56.6 NTU를 갖

는 고탁도(C) 시료는 지표수로 선정하 다. 대조 군으로는 3차 증류수

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UV lamp는 살균력이 강한 254㎚파장을 

방사하는 9W용 수은 저압 UV lamp(Philips 제품)이 다. UV dose는 

UV 강도 2㎽/㎠에 시간(9, 11, 15, 18, 20초)을 주어 18, 22, 30, 36 그

리고 40mJ/㎠로 만들었다. 또한 시료매질의 깊이는 0.37㎝과 8㎝로 실

험특성에 따라 조정하 다. 바이러스 분석은 plaque 분석방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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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행하 으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UV로 Poliovirus를 3-log 불활성화시키는데 UV dose가 30mJ/㎠이

으며, 40mJ/㎠의 UV dose는 최대 5-log까지의 불활성화를 보여주었

다. 두 결과의 UV dose로 원충류인 C. parvum oocysts와 giardia 

cysts에 UV 조사하면 그 이상의 불활성화가 일어남을 예측할 수 있었

다.

탁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활성화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UV 

dose 30mJ/㎠일 때 0.37㎝와 8㎝의 시료매질간에 약 1-log 불활성화정

도의 차이를 있었으며, 8㎝의 매질일 경우에 18mJ/㎠과 30mJ/㎠의 UV 

dose간의 불활성화차이가 약 0.6-log 임을 보여주었다. 

입자 크기와 Poliovirus 불활성화간의 상관성에서 1㎛미만의 입자는 

Poliovirus 불활성화와 상관성이 낮지만, 1∼200㎛의 입자와 Poliovirus 

불활성화관계에서는 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활성화가 감소되는 뚜렷한 

경향을 보 다.

 UV투과와 탁도 및 총 입자 수간의 관계에서 UV 투과에 탁도가 주

는 향보다 총 입자 수가 미치는 향이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UV 처리시 탁도와 입자의 정도에 위해 Poliovirus 불활

성화에 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므로, 정수처리 과정에서 

탁도의 제거뿐만 아니라 입자 수의 최소화에 대한 방안과 UV 처리 시

설 및 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 되는 말 : Poliovirus, 자외선, 소독, 탁도, 입자, Plaque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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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Poliovirus는 Piconavirus에 속하는 장관계 바이러스로서 RNA 구조

를 하고 있으며 약 50일 정도 생존가능한 비교적 내성이 강한 바이러스

이다. 이는 사람의 소화기관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분변-구강(Fecal- 

Oral)형으로써 인체건강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Berg, 

1972; Gordon and Slootmaker, 1990).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돗물중 장관계 바이러스의 검출

이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서울시 지류천(경인천, 왕숙천, 월문

천)에서 1.02∼5.75 MPN/100ℓ와 상수원수 1.02∼3.23 MPN/100ℓ에

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 다(서울시 2000). 또 김상종 등(1997)

은 1997년 10월과 1998년 7월에 Echovirus와 Cocsackievirus,  

Adenovirus를 한강에서 분리하 다. 

이에 따라 US EPA(1990)에서는 지표수처리법(Surface Water 

Treatment Rule 이하; SWTR)에 지표수 또는 지하수의 향을 받는 

공공수도시스템에 대해 최대오염허용농도(Maximum Contamination 

Level ; 이하 MCL)로써 경제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오염물질의 농도

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처리기술 규정(Treatment 

Techniques ; 이하 TT)을 정해 장관계바이러스를 정수처리과정을 통

해 99.99% (4-log)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대오염허용농도목표

(Maximum Contamination Level Goal ; 이하 MCLG)로 불 검출, 즉 

“0”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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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수장의 경우는 현재 대부분 혼화, 응집․침전, 여과의 물리적

인 방법으로 수중의 부유물, 고형물, 콜로이드성 현탁물질 등을 제거하

고 있으며, 염소 소독등 화학적 방법에 의해 병원성 미생물을 소독하고 

있다. 

염소소독법은 다른 소독공정보다 경제적이며 일정한 잔류염소농도가 

유지되므로 병원성 미생물의 재성장이나 재활성에 의한 2차 오염을 억

제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일부 감염성바

이러스는 염소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ngh, 

1993). 또 많은 암모니아성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원수에 염소를 과다 

투여 할 경우에 소독부산물(Disinfection  By-products : 이하 DBPs)

와 트리할로메탄(Trihalomethanes ; THMs)등의 발암성물질을 발생시

키며(Gearheart, 1999; 전희경, 2000), 정수장의 운전자들의 처리기술 

미숙과 시설상의 문제로 인한 높은 농도의 잔류염소가 소비자들에게 공

급되어 맛과 냄새를 야기 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보안하기 위하여 현재 염소소독의 대체소독제 및 염소소독과 병행하

여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오존, 이산화염소, 클로라민, UV 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UV는 화학적 소독제와는 달리 전기 파장 형태의 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서 잔류성은 없고(US EPA, 1999), 적은 양과 짧은 접촉시간으로 

세균 및 바이러스를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불활성화시킨

다고 하 다. Slade 등(1986)의 연구에 의하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지

하수의 소독을 위해 유리 염소의 잔류농도가 1.25㎎/ℓ일 때 18분의 접

촉시간보다 25mJ/㎠의 UV dose가 더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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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또 Chang 등(1985)은 분변성대장균, 바이러스, 포자와 포낭을 

불활성화하는데 염소 투입량보다 적은 양의 UV가 필요하다고 하 다. 

Hill 등(1970)에 의하면 Poliovirus-1, -2, -3, Echovirus -1, -11, 

Coxsackievirus A-9와 B-1 및 Reovirus 1을 83㎼/㎠의 UV 강도로 

처리하 을 때 50%의 불활성화에 필요로 하는 시간이 각각 2.8, 3.1, 

2.7, 2.8, 3.2, 3.1, 4.0, 4.0초 이 다.

반면, UV는 pH, 온도, 알칼리도와 TIC(Total inorganic carbon)에 

의한 향은 없으나, 탁도와 입자에 의한 향은 있다(US EPA, 1999). 

탁도는 물의 다른 많은 수질 지표와 연관되어 있거나 향을 준다. 특

히, 세균이나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된 미생물학적인 질에 향을 준다

는 보고가 있다(서울시, 2000). 이에 UV에 향을 주는 탁도와 입자가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된

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수장의 정수와 원수인 지표수를 대상으로 바이

러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바이러스 처리에 대한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UV 소독에 있어서 바이러스의 불활성화에 

탁도와 입자가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 사례 및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수와 지표수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수인성 바이

러스인 Poliovirus type 3을 UV로 불활성화시킬 경우에 탁도와 입자가 

미치는 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진행하 다.

이 결과를 통하여 정수처리 공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새로운 UV 처리 기술 및 시설을 도입․적용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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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UV dose에 의한 Poliovirus 불활성화를 파악하며,  

둘째, 정수와 지표수를 대상으로 Poliovirus 불활성화에 UV 처리시

      탁도와 입자가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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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배경

1.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자기복제와 증식이 가능한 

"세포내 기생체"이다. 따라서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며, 숙주세포 내에 

기생하여야만 증식이 가능하다. 숙주세포에 접하지 않은 바이러스를 바

이러스 입자 혹은 virion이라고 하여 일종의 입자처럼 간주하고 있으며, 

숙주세포에 감염하여 자손을 번식할 경우 바이러스라고 하여 생물체로 

간주한다. 

바이러스는 숙주에 매우 특이적으로 감염하며, 감염되는 대상은 생

물의 종과 세포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사람에게 감염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바이러스 역시 대부분 사람의 특이 세포에 제한적으로 

감염된다(Coin, 1966).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를 Fig. 

1에 나타내고 있다(Cooper, 1995).

장관계 바이러스는 picornavirusidae에 속하며, 유전단위인 핵산

(RNA 혹은 DNA)과 이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로 구성된 최소의 

단위로 이루어진 생물체이다. 따라서 크기가 매우 작으며(직경 20∼

85nm), Fig. 2와 같이 견고한 외각단백질로 유전자를 보호하여 물 환경

에서 노출되는 여러 물리화학적 손상요인에 강한 내성을 나타낸다

(Coin, 1966). 



- 6 -

Source : Cooper, 1995

Fig. 1 Families of viruses infecting verteb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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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Coin, 1996

Fig. 2 A solid structure and an electron microscope of enterovirus

장관계 바이러스로는 Poliovirus, Coxsakieviruses, Echoviruses 등

으로 구성된 Enterovirus가 있으며 그밖에 Adenoviruses, Reoviruses, 

Rotaviruses, 그리고 Hepatitis A viruses와 같이 급성감염성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포함된다(Table 1). Hepatitis A virus를 제외하

고는 각 종류는 수가지 이상의 혈청형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구성되어 

총 100개 이상의 장관계 바이러스가 인지되고 있다(Melnick, 1984; 

Standard methods, 1995). 

Poliovirus는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이는 중화항체의 특이성에 따라 1, 2, 3형의 혈청으로 구분된다. 

1형은 전마비성 회백수염의 85%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유행성 회백수염

의 원인이 되며, 3형은 마비성 회백수염의 10%를 차지하고 때때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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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 회백수염의 원인이다. 2형은 마비성 회백수염에서 약 5%의 원인

이 된다(서울시, 2000).

Table 1 Viruses present in human excreta

Virus 

group

Number 
of 

serotypes

Size

(㎚)

Nucleic acid 

types
diseases caused

Enterovirus

Poliovirus 3 20∼30 RNA
paralysis, meningitis, 

fever

Coxsackievirus A 24 20∼30 RNA

herpangia, respiratory 

disease, meningitis, 

fever

Coxsackievirus B 6 20∼30 RNA

myocarditis, congenital 

heart anomalies, rash, 

fever, meningitis, 

respiratory disease, 

pleurodynia

Echovirus 34 20∼30 RNA
meningitis, respiratory 

disease, rash, fever

Reovirus 3 75∼80 RNA
respiratory disease, 

gastroenteritis

Adenovirus 41 68∼85 DNA
conjunctivitis, diarrhea,

respiratory disease,

Hepatitis A virus 1 27 RNA infectious hepatitis

Rotavirus 4 70 RNA gastroentiritis, diarrhea

Source : Melnick,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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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탁도와 입자의 특성

탁도란 물의 흐림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시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사용된다. 탁(濁)하다는 말은 빛의 통과를 방해(산란과 

흡수)하거나 가시심도를 제한하는 부유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탁도는 물의 탁한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부유물질에 의하

여 생겨나고, Fig. 3과 같이 그 크기범위는 콜로이도 입자로부터 굵은 

입자에 이르며 난류도에 따라 달라진다(US EPA, 1999).

호소와 같이 비교적 정체된 상태에 있는 물에서의 탁도는 대부분 콜

로이드의 입자과 대단히 미세한 입자에 의하여 생겨나며, 하천수와 같

이 흐르는 상태의 물 속에서는 대부분 비교적 굵은 입자에 의하여 생겨

난다. 탁도를 유발하는 물질로는 토사류와 같은 순수한 무기물질로부터 

천연유기물 또는 공장폐수와 가정하수에서 유입되는 많은 양의 무기물

질과 유기물질 또한 유기물질로 인해 생성한 박테리아와 미생물, 조류 

등도 탁도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된다. 이와 같은 탁도 유발 원인 입

자를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연수 중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형상을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로 나타낸 것이며, 

이는 Lartiges 등(2001)이 라인강을 대상으로 입자들의 구성, 구조 및 

크기 분포를 조사한 것이다. 이 같은 입자는 Fig. 5와 같이 UV를 산란

(굴절, 반사, 회절 그리고 흡수)시키며, Fig. 6처럼 바이러스를 보호해주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US EP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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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Osmonics, inc., 1996, AWWA, 1990

Fig. 3 Particle size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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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iges et al, 2001

Fig. 4 TEM micrograph of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 

(a)vegetal debris, (b)colloidal particles, (c)bacteria

Source : Azema et al, 2002

Fig. 5 Main mechanisms of light diffusion by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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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Tchobanoglous, 1997

Fig. 6 Particle interactions that impact UV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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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외선

UV(자외선)은 가시광선의 파장(400nm)보다는 짧고 X선(100nm)보

다는 긴 파장을 가진 전자 방사선을 말한다. UV spectral 범위는 10

0∼400㎚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범위는 UV-A(320∼400㎚), 

UV-B(280∼320㎚), UV-C(100∼280㎚)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살균력

이 가장 강한 범위는 파장이 짧은 UV-C 범위이다. UV-C 범위에서도 

살균력이 가장 강한 파장은 254 ㎚이다. 이 파장은 low-pressure의 

mercury arc lamp에서 생성된다(Philips 1983).

254㎚의 파장은 Fig. 7과 같이 생물체의 세포벽을 통과하여 유전물

질인 RNA와 DNA에 흡수되는 양이 많으며, 유전물질에 흡수된 254㎚

의 파장은  광반응을 일으켜 세포의 재생능력을 파괴하여 불활성화시킨

다(Philips 1983; Helge. et al, 1995; US EPA, 1999).

US EPA(1999)의 Guidance Manual은 바이러스들을 2-log와 3-log 

불활성화에 UV 량이 21mJ/㎠와 36mJ/㎠라 하 으며, Chang 등(1985)

은 Poliovirus를 3-log 불활성화에 필요로 하는 UV량이 평균 30㎽s/㎠

라고 하 다. 또한 Qin 등(1996)은 poliovrirus type 1을 90%와 

99.99%로 불활성화하는데 4.1, 21.7mJ/㎠의 UV 량이 필요하다고 제시

하고 있다(Table 3). 

광원에서 방사된 UV은 Watts(W)로 표현하며, 조사 강도 

(Intensity)는 W/㎠로 나타낸다. 또한 UV 양(dose)은 조사 강도와 시

간(초)인 W․sec/㎠로 표현한다. 다시 표현하면, 1 J = 1 W․sec이므

로 UV dose는 J/㎠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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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 dose = Intensity × Time                    (1)

     J/㎠    =   W/㎠   ×  sec

UV는 많은 물질을 투과하지 못 하지만 어떤 종류의 물질은 한정된 

범위의 파장만을 투과한다. 그 투과의 정도는 물질의 두께 및 성질에 

따라 다르다. 다음은 물 투과율에 따른 UV 강도변화에 대한 식을 나타

내고 있다(Philips, 1983).

         E=E 0.e
-αl
                                (2)

         E0 : 물표면에서의 UV 강도

         E : l 깊이에 따른 UV 강도

          α : 흡수 계수 (Table 2)

Table 2 Absorption coefficient(α) of various liquids to UV-254㎚/㎝      

          depth

Liquid α

wine, red

wine, white

Beer

Syrup, clear

Syrup, dark

Milk

Distilled water

Drinking water

30

10

10∼20

2∼5

20∼50

300

0.07∼0.01

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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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ference of Poliovirus inactivation dose

UV dose Reference

2-log 3-log Author Years

- 30 ㎽s/㎠ Chang, et al. 1985

4.1㎽s/㎠ 21.7 ㎽s/㎠ Qin, et al. 1996

- 21 ㎽s/㎠ Acher, et al. 1997

20㎽s/㎠ 30 ㎽s/㎠ Tree, et al. 1997

Source : von Sonntag, 1986; Bolton, 2000

Fig. 7 Comparison of the emission spectra of a low-pressure lamp    

     and a typical medium-pressure lamp with the absorption

         spectrum of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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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연구의 내용

Poliovirus 불활성화에 필요로 하는 UV dose를 알아보고, 

Poliovirus 불활성화를 위한 UV 처리시 탁도와 입자가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하 다.

 Petri dish(55×12㎜)와 석 관(10×150㎜)에 0.37㎝와 8㎝의 깊이

로 Table 4와 같이 group화된 시료와 증류수 및 PFU/㎖으로 정량화된 

Poliovirus suspension을 주입하여 Polivirus 불활성화실험을 하 다.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0.37㎝의 깊이를 갖는 증

류수에서 18, 22, 30, 36, 40mJ/㎠의 UV dose을 사용하여 실험하 다. 

또 Poliovirus 불활성화를 위한 UV 처리시 탁도와 입자가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위해서 깊이가 0.37㎝와 8㎝를 갖는 시료에서 18mJ/㎠과 

30mJ/㎠의 UV dose로 실험하 다. Poliovirus 분석은 plaque 분석 방

법으로 수행하 다.

전체적인 연구내용의 틀은 Fig.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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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am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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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

시료는 수지와 황지의 정수와 낙동강 원수(운문, 구미) 그리고 한강

수인 팔당댐의 원수를 탁도에 의해 선정하여 구분하 다. 정수는 저 탁

도(A group) 시료로, 지표수는 중 탁도(B)와 고 탁도(C) 시료로 선정

하 다. A group은 A-1(수지)과 A-2(황지)로서 탁도는 0.08 NTU와 

0.09 NTU를 가지며 총 입자 수는 각각 122.6 count/㎖과 1686.6 

count/㎖이 다. B group은 B-1(운문)과 B-2(구미)로서 21 NTU와 

28.3 NTU의 탁도로 구분하며 이때 총 입자 수는 49005.6 count/㎖과 

35446.8 count/㎖를 가졌다. 또 C group은 탁도가 56.6 NTU와 42.6 

NTU를 가지며 총 입자 수는 50172.9 count/㎖와 51010.2 count/㎖를 

포함한 C-1(팔당 1취수장)과 C-2(팔당 2취수장)로 구분하 다. 대조군

으로는 3차 증류수를 사용하 다(Table 4).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들은 실험 전 탁도와 입자를 측정하 으며, 고

압멸균기로 고온․멸균시켰다. 

Table 4 Groups of Samples

                Item

   Group
Sample

Turbidity

(NTU)

Cuml. 

particle 

count

Blank  0.00   122.6

A Low

Tur.

Sugi A-1  0.08  1686.6

Hwanggi A-2  0.09 10249.8

B Middle

Tur.

Yunmoon B-1 21.00 49005.6

Gumi B-2 28.30 35446.8

C High

Tur.

Pardang1 C-1 56.60 50172.9

Pardang2 C-2 42.00 51010.2

 



- 19 -

3. 탁도 측정

 탁도 측정방법은 기기분석법과 육안법이 있다. 기기분석법은 혼탁

입자들에 의하여 산란도를 측정하는 네펠로법(Nephelometry)을 이용하

는 것으로 네펠로법-혼탁도-단위(Nephelometry Turbidity Unit ; 

NTU)를 사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검출 파장은 400∼600㎚이며, 본 연

구에서 탁도 측정에 사용한 기기는 HACH사의 2100N Model 탁도계 

이다.

Standard reference 현탁액으로는 4000 NTU의 Formazin polymer

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Formazin은 Hydrazine sulfate [(NH2)2․

H2SO4]와 Hexamethylenetetramine [(CH2)6N4]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Standard Methods, 1995). 

4. 입자 측정

입자측정기의 microcell sensor안에 입자가 존재하게 되면 광원에서 

방사된 레이저빔이 조각난다. 이는 탁도 측정 원리인 산란도와 비슷하

다. 그러나 입자에 의해 조각난 레이저빔은 각 입자들에 대한 전기적인 

파동을 생성한다. 이 생성된 파장에 위해 입자를 counting하며, 또한 

빔의 소멸과 빔의 강도에 의해 증폭된 파동으로 입자의 크기를 측정한

다(HIAC, 1993). 본 연구에서는 HIAC사의 Model 9703 particle 

counter를 사용하여 총 입자수 및 입자 크기에 의해 구분된 1㎛미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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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의 입자수까지 측정하 다. 이 기기에서 사용하는 레이저빔의 

파장은 680㎚이며, 측정값의 단위는 count/㎖로 표시한다. 

5. UV 처리 

본 연구에서는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의 파악과 탁도와 입자가 

Poliovirus 불활성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8, 22, 30, 36, 

40mJ/㎠의 UV dose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UV dose는 Fig. 9에 의거하여 lamp와 시

료간의 거리 및 조사시간으로 UV dose을 조절하 으며 lamp는 

Philips사의 9-W용 UV lamp(TUV)를 사용하 다(Philips, 1983; 

Chang 등, 1985). UV dose의 조사 강도와 조사시간은 Table 5에 나타

냈으며(Cralk 등, 2001), UV 조사 강도는 VLS3W radiomater로 측정

하 다. 

Fig. 10은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다. 즉,  

탁도로 group화된 시료들과 증류수를 0.37㎝의 깊이로 petri-dish에 넣

고 2㎽/㎠의 UV 강도로 12㎝ 떨어진 거리에서 UV 처리 한 것을 나타

내고 있다. 

UV 투과실험과 Poliovirus 불활성화에 탁도와 입자가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은 Fig. 11과 같이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는 

석 관을 사용하 으며 radiometer의 sensor와 UV lamp간의 거리는 

20㎝이 다. 또한 탁도로 group화된 시료들을 석 관에 깊이가 8㎝되

도록 채워 놓았다. 이때 시료매질 표면의 UV 강도는 2㎽/㎠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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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rameter of UV dose selection

UV dose

(mJ/㎠)

Distance

(γ ; ㎝)

Time

(sec)

Intensity 

(I0 ; ㎽/㎠)

18 12 9 2

22 12 11 2

30 12 15 2

36 12 18 2

40 12 20 2

Source : Philips, 1983.

Fig. 9 UV intensity to distance from 9-W UVlamp(T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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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of apparatus for UV treatment in a petri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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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hematic diagram of apparatus for UV treatment 

               in a quartz tube

UV lamp

distance
 (12㎝)

Radiomater

Quartz
tube

�����
�����
�����Interception membrane

depth
 (8㎝)



- 24 -

6. UV 조사에 따른 바이러스 불활성화 실험

바이러스는 어린 쥐나 다른 동물의 cell(즉, BGM cell 등)에서 배양

하여 실험한다. 실험방법에는 Table 5와 같이 CP 실험 (most 

probable number, 50% endpoint, Cytopathic)와 plaque 실험으로 나

누어진다. cell culture 실험 방법은 sample에 의해 또는 바이러스 민감

도와 정확성에 의해서 선택된다. 

일반적으로 plaque 실험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cell(10-200)

을 초기로 250,000∼1,000,000의 population에 감염되는 방법의 상태로 

설정하며, 감염된 cell들은 인접한 cell에 바이러스를 전염하여 감염을 

집중시킨다. 또한 감염된 cell의 주변지역을 agar나 gum의 overlay가 

주변 cell의 파괴를 억제해 줌으로 제한된 세포에서만 뚜렷하게 구별하

여 개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P 실험보다 더욱 정확한 

plaque 실험 방법을 사용하 다(Berg, 1972; Standard method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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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P and Plaque  

         assay

Assay Advantage Disadvantage

Plaque ․Can detect more than 1 kind of   

  virus in Sample

․Gives early estimate of virus     

  count and precise virus           

  quantification.

․Useful for virus coning and       

  detection of mutants

․More expensive and       

  laborious for primary      

  isolation; requires more   

  training

․Not useful for stock      

  production

․Can not detect            

  non-cytocidal viruses

CP ․Less expensive, less training and  

  sophistication; more rapid; all or  

  none answer.

․Presumptive characterization by  

  morphologic changes in cell

․Useful for subculture and         

  production of large stocks of      

  virus

․Highly useful for virus           

  identification by neutralization    

  test in macro or micro system

․Lends itself for virus dectection  

  by IF
1)
, HAD

2)
, interference,       

  EM3).

․May not detec more than  

  1 kind of virus

․Impossible for virus       

  cloning

1) : Immuno-fluorescence

2) : Hemadsorption

3) : Electron microscopy

Source : Berg,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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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포 배양

바이러스 plaque 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4 well plate의 well에 

cell이 confluent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바이러스가 cell에 향을 주어 

plaque를 형성하여야 함으로 well의 밑 부분에 빈곳이 없도록 cell 

seeding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Lennette 등(1979)과 Quignon 등

(199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cell seeding을 수행하 다. 

아이오와 대학교 위생시험연구소에서 분양 받아 계대한 BGM cell 

(Buffalo Green Monkey kidney cell)을 배양한 플라스크에서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배지를 버리고 10㎖의 HBSS로 

washing을 하고, 1㎖ trypshin을 넣어 3분간 35℃의 배양기에 넣는다. 

cell이 플라스크에서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 2분 정도 더 배양기에 넣는

다.

Trypshin을 중화시키기 위해 DMEM 5㎖을 넣고 플라스크에서 cell

이 떨어지도록 pipetting을 하고, ×1200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시킨

다. 상등액을 버리고 DMEM 10㎖을 첨가하여 suspension을 만들고,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pipetting하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거품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suspension에서 50㎕를 취해 cell count를 

한다. 염색액으로는 trypan blue 용액을 사용하며 이 용액에서 50㎕를 

취하므로 2배 희석 즉, 1:1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 cell 수는 2 × 

count cell × 104/㎖로 계산하며 104는 ㎕를 ㎖로 환산하기 위함이다.

Suspension과 DMEM(2%)를 섞어서 Table 8과 같이 24well plate

에 분주하고 35℃,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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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laque 실험

UV 조사된 시료에서 Poliovirus을 분석하기 전 시료에 주입될 바이

러스양을 정량화 하기 위해 Lennette 등(1979)에 의한  다음과 같이 수

행하 다.

먼저 Poliovirus 활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ice box에 얼음을 넣고 

-70℃로 냉동된 1㎖의 Poliovirus suspension과 희석 시에 사용될 

falcon tube를 꽂아 두었다. 바이러스 희석을 위해 falcon tube에는 

DMEM(-)배지 2.7㎖와 Poliovirus suspension 0.3㎖을 놓고 Fig. 12와 

같이 희석하 다. 

각각 희석된 falcon tube에서 Fig. 13과 같이 0.1㎖을 취해 

confluent하게 세포가 배양된 24 well plate의 well에 넣었으며 36.5±

1℃, 5% CO2 배양기에서 cell에 Poliovirus가 흡착되도록 50분간 방치

하 다. 바이러스가 흡착이 끝나면 56℃와 42℃로 유지된 2% gum 

tragacanth과 DMEM(2%)배지를 섞어 24 well plate의 well에 2㎖씩 

넣었으며 상온에서 굳을 때까지 방치한 후, 35℃,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3∼4일 배양 후 세포단층이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여 2% 

gum tragacanth을 떼어 낸 다음 0.5㎖ 포르말린 용액(10% formaline, 

100㎖ 생리 식염수)으로 30분간 고정시켰다. 고정시킨 세포에 0.5㎖ 

Crystial violet 용액(500㎖ 증류수, 500㎖ 에탄올, 0.4%(w/v)crystial)

을 처리하여 10분간 염색한 후 멸균증류수로 씻어내어 공기 중에서 건

조시킨 다음 plaque를 계수 하 다(Lennette. 등, 1979). 그 결과 1㎖당  

107.33 PFU/㎖로 정량화 하 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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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oliovirus titration

Poliovirus type 3

TCID50/㎖ 10-8.95

PFU/㎖ 10
7.33

 TCID50 : Tissue Culture Infective dose 

 PFU : Plaque Forming Units

2) Poliovirus 불활성화 실험

Table 8과 같이 구분하여 Petri dish와 석 관에 각각 증류수와 시

료들을 4.5㎖씩 채워 넣었으며 또 107.33 PFU/㎖으로 정량화된 

Poliovirus suspension 0.5㎖을 넣어 총 용량이 5㎖가 되도록 각각 주

입하 다. UV 처리한 후 Petri dish와 석 관에서 0.3㎖을 취해서  2.7

㎖의 DMEM(-)배지가 들어있는 falcon tube에 넣었고 Fig. 12와 같이 

10-2, 10-3, 10-4, 10-5, 10-6, 10-7로 희석하 다. 그 다음 plaque 실험은 

Poliovirus 정량화 실험과 동일하게 Fig. 13과 같이 분석하 다

(Lennette. 등,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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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laque assay of Poliovirus

Depth Item Sample Overlap

0.37㎝ ․Titration distilled water 1% agar 

․UV dose

   (18, 22, 30, 36, 40mJ/㎠)

distilled water
1% agar,

2% gum 

tragacanth

․UV untreated distilled water,

A-1, B-1, C-1

A-2, B-2, C-2

1% agar,

2% gum 

tragacanth

․UV treated

   (30 mJ/㎠)

A-1, B-1, C-1

A-2, B-2, C-2

2% gum 

tragacanth

8㎝
․UV dose

   (18, 30 mJ/㎠)

A-1, B-1, C-1

A-2, B-2, C-2
〃

Fig. 12 Dilution of sample

10- 2 10- 3 10- 4  10- 5 10- 6    10- 7 

Virus suspension 300㎕

DMEM(-)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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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requency and dilution of sample in 24 well plate

Dilution

Frequency
×10-2 ×10-3 ×10-4 ×10-5 ×10-6 ×10-7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Fig. 13 Method of assay 

1 % agar 및 
2 % Gum

+
DMEM(2%)

1 % agar 및 
2 % Gum

+
DMEM(2%)

36.5℃, 5% CO2 incubator 에서 배양

3~4일 배양후 agar을 떼어냄

formaline 용액으로 30분간 고정
(10% formaline, 100ml 생리식염수)

Crystar violet 용액으로 10분간 염색
(500ml 증류수, 500ml 에탄올, 0.4%(w/v)crystial)

공기 중에서 건조

바이러스가 흡착된 
Cell line

바이러스가 흡착된 
Cell line

plaque 계수
plaque 계수

5% CO2 incubator에서 
36.5±1℃에 50분간 방치

DMEM(-)배지로 세척된 
Cell line

DMEM(-)배지로 세척된 
Cell line

0.1ml 취함

DMEM(-)배지로
 시료 희석

DMEM(-)배지로
 시료 희석

2ml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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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시료의 탁도와 입자 및 UV 투과율

시료매질이 8㎝ 깊이를 가질 때 각 시료들의 탁도와 입자수 및 UV 

투과율을 Table 9에서 제시하고 있다. A group의 A-1과 A-2를 보면 

0.08 NTU와 0.09 NTU의 탁도를 가지며 총 입자수는 1686.6 count/㎖

와 10249.8 count/㎖이 다. 이때 UV 투과강도와 투과율을 보면 A-1

은 0.962 ㎽/㎠의 투과강도일 때 65.2%의 투과율을 보 으며, A-2의 

투과강도가 0.906 ㎽/㎠일 때 투과율은 61.4%이 다. B group도 B-1

과 B-2를 보면 탁도가 21 NTU와 28.3 NTU 으며 49005.6 count/㎖

과 35446.8 count/㎖의 총 입자수를 가졌다. B group의 UV 투과강도

와 투과율을 보면 B-1에서는 0.171 ㎽/㎠일 때 11.6%이 고 B-2는 

0.222 ㎽/㎠일 때 15.1%를 가졌다. C group에서도 C-1과 C-2를 보면 

탁도가 56.6 NTU와 42 NTU 으며 총 입자수는 50172.9 count/㎖와 

51010.2 count/㎖이 다. C-1과 C-2의 UV 투과강도와 투과율은 0.048 

㎽/㎠일 때 3.3%이 으며 0.019에서는 1.3%를 나타냈다(Table 9).

2㎽/㎠의 UV 강도에서 탁도와 총 입자 수가 UV 투과에 미치는 

향을 각각 Fig. 14와 15에서 보여주고 있다. 탁도와 UV 투과간의 관계

를 보면 탁도가 높아질수록 UV투과강도가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때 R2값은 0.82이 다. 또한 총 입자수와 UV 투과간에서도 총 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UV 투과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며 이때 R2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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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로 탁도보다 높아 UV 투과에 총 입자수가 탁도보다 더 민감하게 

향을 줌을 알았다.

Table 9에 제시된 각 group의 총 입자 수를 보면 탁도의 높아지는 

양상에 맞추어 증가하지는 않았다. 즉, Fig. 16의 ①에서처럼 B group

과 C group의 각각 시료의 탁도와 총 입자 수를 비교해본 결과 B 

group에서 탁도가 21 NTU일 때 49,006 count/㎖의 총 입자수를 가졌

지만 28.3 NTU의 탁도에서는 35,447 count/㎖의 총 입자수를 가짐으

로 역의 관계가 나왔다. C group도 탁도가 42 NTU 일 때 51,010 

count/㎖의 총 입자수를 가지며 56.6 NTU의 탁도에서는 총 입자수가 

50,173 count/㎖를 나타내어 B group과 같이 탁도가 증감함에 따라 총 

입자수가 감소하 다. 그러나 ②에서 B group과 C group의 평균 총 

입자 수가 42,227 count/㎖과 50,592count/㎖로 탁도가 높아짐에 따라 

평균 총 입자수가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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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urbidity, Particle count and UV transmission of Samples

  Item

Group

Sample
Tur.

(NTU)

Particle count

T.I T.P
< 1 ㎛ 1∼200 ㎛

Cuml. 

particle 

count
count/

㎖
%

count/

㎖
%

Blank 0.00 110.4 90.0 12.2 10.0 122.6 1.475 100.0

A Low

Tur.

Sugi A-1 0.08 1578.1 93.6 108.5 6.4 1686.6 0.962 65.2

Hwanggi A-2 0.09 9624.8 93.9 625.0 6.1 10249.8 0.906 61.4

B Middle

Tur.

Yunmoon B-1 21.00 19341.2 39.5 29664.5 60.5 49005.6 0.171 11.6

Gumi B-2 28.30 13498.1 38.1 21957.7 61.9 35446.8 0.222 15.1

C High

Tur.

Pardang1 C-1 56.60 8825.4 17.6 41347.5 82.4 50172.9 0.048 3.3

Pardang2 C-2 42.00 10059.9 19.7 40950.4 80.3 51010.2 0.019 1.3

Tur. : turbidity

T.I : UV transmission Intensity (㎽/㎠)

T.P : UV transmission percent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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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 UV transmission Intensity

Fig. 14 Relationship between UV transmission intensity and turb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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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 UV transmission Intensity

Fig. 15 Relationship between UV transmission intensity and turb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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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uml. particle count and turbidity of B, 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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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V dose에 따른 Poliovirus 불활성화 비교

US EPA (1990)는 음용수 중에서 병원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의 

하나로 지표수 처리법(Surface Water Treatment Rules; SWTR)을 제

정하 다. 여기에서 바이러스는 99.99% 즉, 4-log의 제거/불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하여 Poliovirus 불활성화에 필요로 하는 UV 

dose(18, 22, 30, 36, 40 mJ/㎠)를 Table 4에서 처럼 UV 강도(2㎽/㎠)

와 시간의 변화(9, 11, 15, 18, 20초)에 의해 만들었으며, 3차 증류수를 

매질로 하여 Poliovirus 불활성화 실험을 하 다. 정량하여 주입된 

Poliovirus 양은 107.33 PFU/㎖ 즉, 2.5×107 PFU/㎖이 다. 

18mJ/㎠의 낮은 UV dose에서부터 높은 UV dose인 40mJ/㎠까지에 

의한 Poliovirus 불활성화 실험 결과 3-log 불활성화하는데 최소 

30mJ/㎠의 UV dose가 필요하 으며, UV dose가 40mJ/㎠일 때 1.88

×102 PFU/㎖정도의 Poliovirus 검출로 5-log 불활성화되었다(Table 

10).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와 UV dose간의 관계를 나타낸 Fig. 17에 

의해 Poliovirus를 완전히 불활성화하는데 필요한 UV dose가 63mJ/㎠

임을 구할 수 있었다. 이때 R2 값이 0.8749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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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nactivation of Poliovirus for UV dose 

UV dose 

(mJ/㎠)
PFU/㎖ % inactivation log inactivation

18 2.50×106 99 2.0

22 5.00×104 99.8 2.7

30 1.95×104 99.922 3.1

36 6.25×103 99.975 3.6

40 1.88×102 99.99925 5.1

※. % value(y) → log value(x)            x=log(
100
100-y

)

Fig. 17 Relationship between UV Dose and Poli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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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탁도와 입자에 의한 Poliovirus 불활성화 향

가. Poliovirus 불활성화에 대한 탁도의 향

UV 처리로 Poliovirus를 불활성화시킬 때 탁도가 미치는 향에 대

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료매질의 깊이를 8㎝로 고정하고 UV dose를 18 mJ/㎠과 30 mJ/

㎠으로 처리하 을 때 각각의 Poliovirus에 대한 log 불활성화정도를 

Table 11과 Table 12에서 제시하고 있다. 

UV dose가 18mJ/㎠일 때 Poliovirus의 불활성화정도를 탁도와 비교하여 

보면 탁도 group이 0.08 NTU에서 56.6 NTU의 범위를 가질 때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의 평균이 1.9∼1.25의 log값을 보 다(Table 11). 또한 30mJ/㎠

의 UV dose에서는 탁도 group이 0.08 NTU에서 56.6 NTU일 때 

Poliovirus의 평균 불활성화정도가 2.4∼1.25의 log값을 가졌다(Table 12). 이

는 UV 처리시 탁도에 의해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

며 18mJ/㎠과 30mJ/㎠의 UV dose에 의한 불활성화 정도의 차이가 0.58-log

임을 알 수 있었다.

시료매질의 깊이를 8㎝로 고정하고 30mJ/㎠의 UV dose로 

Poliovirus를 불활성화한 결과 A와 B의 group에서 Poliovirus의 평균 

불활성화값이 2.4-log로 같았으나(Table 12), 18mJ/㎠의 UV dose일 

때는 A와 B group의 Poliovirus의 평균 불활성화값이 1.9와 1.8-log로 

다른 결과를 보 다(Table 11). 

시료의 매질이 0.37㎝ 깊이이고 UV dose가 30mJ/㎠이며 탁도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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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NTU에서 56.6 NTU일 때 Poliovirus 평균 불활성화정도가 약 3.5-log값

을 가졌다(Table 13).

UV dose가 30mJ/㎠일 때 Table 12와 Table 13을 비교해본 결과 0.37㎝와 

8㎝의 깊이에 의해 약 1-log의 불활성화 정도의 차이를 보 다. 

Fig. 17∼19은 매질의 깊이가 8㎝와 0.37㎝이며 18 mJ/㎠과 30 mJ/

㎠의 UV dose일 때 Poliovirus의 평균 불활성화값을 나타낸 것이다. 

Fig. 20과 Fig 21은 Poliovirus 불활성화 실험을 위한 24well-plate에

서 plaque 실험한 결과 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Table 12 Inactivation of Poliovirus for UV dose 18 mJ/㎠(depth 8㎝) by  

          turbidity 

Item

Group

Tur.

(NTU)

PFU/㎖

Inactivation

(%)

(log Inactivation)

Average

(PFU/㎖)

(log Inactivation)

Blank 0.00 2.5 ×10
7

0.0 (0.0)

A-1 0.08 2.5 ×10
5

99.0 (2.0) 3.25×10
5

(1.9)
A-2 0.09 4.0 ×10

5
98.4 (1.8)

B-1 21.00 3.5 ×105 98.6 (1.9) 4.38×105

(1.8)
B-2 28.30 5.3 ×105 97.9 (1.7)

C-1 56.60 1.0 ×106 96.0 (1.4) 1.5×106

(1.25)
C-2 42.00 2.0 ×106 92.0 (1.1)

 Tur : Turbidity

 T. I : UV Transmission Intensity

 T. P : UV Transmission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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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Inactivation of Poliovirus for UV dose 30 mJ/㎠(depth 8㎝) by  

          turbidity 

 Item

Group

Tur.

(NTU)
PFU/㎖

Inactivation

(%)

(log Inactivation)

Average

(PFU/㎖)

(log Inactivation)

Blank 0.00 2.5 ×10
7 0.0 (0.0)

A-1 0.08 7.5 ×10
4 99.7 (2.5) 1×10

5

(2.4)A-2 0.09 1.3 ×105 99.5 (2.3)

B-1 21.00 1.0 ×105 99.6 (2.4) 1×105

(2.4)B-2 28.30 1.0 ×105 99.6 (2.4)

C-1 56.60 2.3 ×105 99.1 (2.0) 3×105

(1.9)C-2 42.00 3.8 ×105 98.5 (1.8)

 Tur : Turbidity
 T. I : UV Transmission Intensity
 T. P : UV Transmission percentage

Table 14 Inactivation of Poliovirus for UV dose 30 mJ/㎠(depth 0.37㎝)   

          by turbidity 

Item

Group

Tur.

(NTU)

UV 

untreated

(PFU/㎖)

UV 

treated

(PFU/㎖)

Inactivation

(%)

(log Inactivation)

Average

log 

Inactivation

A-1 0.08 1.13×10
7
4.75×10

3 99.96 (3.38) 3.50

A-2 0.09 4.25×106 1.00×103 99.98 (3.62)

B-1 21.00 2.88×107 3.63×103 99.99 (3.90) 3.73

B-2 28.30 4.38×10
6
1.25×10

3 99.97 (3.55)

C-1 56.60 2.38×107 4.13×103 99.98 (3.76) 3.67

C-2 42.00 4.63×106 1.25×103 99.97 (3.57)

 Tur : Turbidity
 T. I : UV Transmission Intensity
 T. P : UV Transmission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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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verage Log-Inactivation of each group by

               UV dose 18mJ/㎠(dept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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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verage Log-Inactivation of each group by

                 UV dose 30mJ/㎠(dept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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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Average Log-Inactivation of each group by

                 UV dose 30mJ/㎠(depth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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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UV untreated                      ②  UV treated

Fig. 21 Detection of plaque for Poliovirus in the 24well-plate 

             (UV dose 30 mJ/㎠ and depth 0.37㎝)

    ① UV dose 18 mJ/㎠            ②  UV dose 30 mJ/㎠

Fig. 22 Detection of plaque for Poliovirus in the 24well-plate 

             (UV dose 18, 30 mJ/㎠ and dept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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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oliovirus 불활성화에 향을 주는 입자

Poliovirus를 UV처리하여 불활성화시키는데 입자가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와 입자 수 및 크기에 대해서 

비교하 다.

Table 15는 A, B, C group의 총 입자수와 입자 크기 및 UV 투과정

도에 따른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A group 중 총 

입자 수가 1686.6 count/㎖로 가장 낮은 A-1은 UV 투과율에서 65.2%

로 가장 높으며 18 mJ/㎠과 30 mJ/㎠의 UV dose에 의한 Poliovirus 

log 불활성화값이 2.0와 2.5로 다른 시료들보다 높은 불활성화를 가졌

다. C-2는 총 입자 수가 51010.2 count/㎖로 가장 많으며 UV 투과율은 

1.3%에 불과하 다.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는 18 mJ/㎠과 30 mJ/㎠

의 UV dose에서 1.1과 1.8의 log 값을 보 다.

이때 총 입자수와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Fig. 23에서보면 UV dose가 18 mJ/㎠일 때 총 입자수가 증감함에 따

라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때 R2값이 

0.48이 고 30 mJ/㎠도 18 mJ/㎠의 UV dose와 같이 총 입자수의 증

가에 Poliovirus 불활성화가 감소하 으며 R2값이 18 mJ/㎠의 UV 

dose보다 적은 0.4이지만 이 결과를 통해 총 입자수가 증가함에 따른 

Poliovirus 불활성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단 UV dose간의 차이

가 있었다.

입자와 Poliovirus 불활성화 정도의 관계를 좀더 세부적으로 해석하

기 위해 입자 크기에 따른 Poliovirus 불활성화 정도를 Fig. 23과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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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에서 제시하고 있다. 1㎛ 미만의 입자수(1578.1∼19341.2 count/㎖)와 

UV dose(18 mJ/㎠ 와 30 mJ/㎠)간에 의한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를 

Fig. 24에서는 나타내고 있다. 이때 UV dose가 18 mJ/㎠에서는 R2값

이 0.0007이 으며 30 mJ/㎠에서는 R2값이 0.0053으로 1㎛ 미만의 입

자 수와 Poliovirus 불활성화간에 매우 낮은 관계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200㎛의 입자수 (108.5∼40950.4 count/㎖)와 poliovi- 

rus 불활성화를 나타낸 Fig. 24에서는 UV dose가 18mJ/㎠와 30mJ/㎠

일 때 R2값이 0.54와 0.63으로 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Poliovirus 불활

성화가 감소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1㎛ 미만의 입

자보다 1∼200㎛의 입자가 Poliovirus 불활성화에 더 향을 주는 경향

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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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UV transmission and inactivation of Poliovirus by particle    

           count 

  Item

Group

Particle count
T. I

(㎽/㎠)

T. P

  

(%)

Loga LogbCuml. 
particle 
count

(count/㎖)

< 1 ㎛ 1∼200 ㎛

count/㎖ % count/㎖ %

Blank 122.6 110.4 90.0 12.2 10.0 1.475 100.0 0.0 0.0

AA-1 1686.6 1578.1 93.6 108.5 6.4 0.962 65.2 2.0 2.5

A-2 10249.8 9624.8 93.9 625.0 6.1 0.906 61.4 1.8 2.3

BB-1 49005.6 19341.2 39.5 29664.5 60.5 0.171 11.6 1.9 2.4

B-2 35446.8 13498.1 38.1 21957.7 61.9 0.222 15.1 1.7 2.4

CC-1 50172.9 8825.4 17.6 41347.5 82.4 0.048 3.3 1.4 2.0

C-2 51010.2 10059.9 19.7 40950.4 80.3 0.019 1.3 1.1 1.8

T. I : UV Transmission Intensity,       T. P : UV Transmission percentage

a : Inactivation by UV dose 18mJ/㎠,   b : Inactivation by UV dose 30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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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Relationship between Poliovirus inactivation and 

                  Cuml. particle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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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Relationship between Poliovirus inactivation and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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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Relationship between Poliovirus inactivation and 

                  particle count(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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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다른 소독방법들보다 처리비용이 낮고 경제적이며, 높은 

Poliovirus 제거율을 갖는 UV 소독에 대한 연구이다(Acher 등, 1997; 

US EPA, 1999; 서울시, 2000). 

US EPA(1999)는 UV 소독에 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 탁도와 입자

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불활성화을 위한 UV처리시 탁도와 입

자가 미치는 향에 대해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Poliovirus 불활성화에 필요로 하는 UV dose와 Poliovirus 불활성화를 

위한 UV 처리시 탁도와 입자가 미치는 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Chang등(1985)과 Tree등(1997)은 Poliovirus를 3-log 불활활성화시

키기 위해서는 30mJ/㎠의 UV dose가 필요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도 Poliovirus 불활성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결과 30mJ/㎠의 

UV dose에서 Poliovirus를 약 3-log 불활성화시켰으므로 같은 결과를 

가졌다. 또한 바이러스보다 환경에 대해 더 큰 저항성을 갖는 원충류인 

Cryptosporidium parvum oocysts과 giardia cysts를 2-log, 3-log 

불활성화시키는데 약 3mJ/㎠, 10mJ/㎠과 25mJ/㎠의 UV dose가 필요

하다는 연구보고(Craik 등, 2001; Campbell 등, 2002; Huffman 등, 

2002)를 근거하여 본 연구 결과의 Poliovirus를 3-log 불활성화시키는 

30mJ/㎠의 UV dose와 5-log 불활성화 시키는 40mJ/㎠의 UV dose로 

C. parvum oocysts와 giardia cysts에 UV 처리하 을 경우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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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활성화정도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US EPA(1999)에 따르면 UV가 물리적인 방법이므로 탁도와 입자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 또한, California 주에서는 중수도의 UV 

소독에 대한 지침으로 UV 소독시 Poliovirus를 4-log 불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때 탁도는 2 NTU 이하여야 한다고 보고하 다(Sakamoto, 

2001). Gearheart(1999)는 UV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에서 1년간 매주 유

출수를 sampling하여 fecal coliform을 측정한 결과 탁도가 높아짐에 

따라 UV 효과가 낮아진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도 비슷한 결과로 UV

처리시 Poliovirus 불활성화가 높은 탁도 일수록 낮아졌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효과적인 UV 소독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탁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UV 처리시 탁도를 구성하는 입자가 UV를 산란(굴절, 반사, 회

절 그리고 흡수)시킨다는 보고와 박테리아를 UV로 소독하 을 때 작은 

입자들보다 큰 입자들이 UV로부터 박테리아를 더 보호해준다( Ho 등, 

1981; Parker 등, 1995; US EPA, 1999; Azema 등, 2002)는 보고를 근

거로 탁도를 발생시키는 입자들과 UV에 위한 바이러스 불활성화정도

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1∼200㎛의 입자수와 Poliovirus 불활성화정

도에 역의 관계가 뚜렷하게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Qualls 등

(1985)이 26mJ/㎠의 UV dose로 박테리아를 불활성화하 을 때 40㎛이

상의 입자수와 박테리아 불활성화와의 관계에서 매우 높은 역의 상관성

을 보이는 결과(P<0.0001)와 같다. 이로 인해 탁도를 구성하는 입자들 

중에서도 1∼200㎛의 크기를 갖는 입자가 UV로부터 Poliovirus 뿐만아

니라 박테리아까지 보호해줌으로 이 크기의 입자관리가 필요하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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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UV 처리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UV 투과와 탁도 및 

입자을 비교해본 결과 UV투과에 탁도보다 입자가 더 향을 주는 경향

이 있음을 알았다. 또한 탁도가 적은 차이로 증가할 때 총 입자수는 증

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소하 다. 그러나 탁도가 큰 폭으로 증가할 

때는 총 입자수도 증가하 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탁도와 입자를 측정하

는 방법에서 오는 차이라 사료된다. 즉, 탁도 측정은 빛의 산란도를 측

정하는 것(Standard Methods, 1995)이고, 입자 측정은 탁도 측정 원리

인 산란도와 비슷하나, 다른 점은 광원에서 방사된 레이저빔이 입자에 

의해 조각이 이루어지면 레이저빔이 감소하게 되고, 이 현상에 의해 각 

입자들에서 전기적인 파동이 생성된다. 이 생성된 파장에 위해 입자를 

counting하며, 또한 빔의 소멸과 빔 강도에 의해 증폭된 파동으로 입자

의 크기를 측정한다(HIAC, 1993). 이런 점으로 미루어 입자 측정도 탁

도 측정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정수장에서 입자 측정을 권장하고 있으며, 안산

정수장과 부천정수장을 비롯하여 몇 몇 정수장에서는 매시간 입자를 측

정할 수 있는 온라인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물의 특성 중에서 측정해야 하는 하나의 항목으로만 여기고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입자측정과 UV 시설을 혼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UV 처리시설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중

수도나 간이상수도에서 소독방법으로 UV를 사용할 때 온라인 입자측

정기기로 입자를 매시간 측정하여 수중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특성을 파

악하고 그 입자들의 특성에 따른 UV dose를 결정짓게 하여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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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장

점은 먼저 수중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불활성화시킬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UV dose의 증감을 조절할 수 

있음으로 인한 소요되는 전력의 감소와 UV 램프의 수명연장 등으로 유

지관리비가 절감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탁도와 입자 크기 분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 다는 점과 UV 처리시 수중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물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탁도와 입자 크기

분포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수중에서 UV 처리하 을 경우에 대한 연구

와 수중에서 UV 처리시 경도가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 및 입자 측정

기기와 UV 처리시설의 혼합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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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정수처리 과정 중 소독 공정에서 UV 조사에 의한 연구이

다. 이는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에 필요로 하는 UV dose와 UV 처리

시 탁도와 입자가 Poliovirus 불활성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게 되었다.

1. UV 투과와 탁도 및 총 입자 수의 관계에서 총 입자수의 증감에 

의한 UV 투과증감의 R2값이 0.98이며 탁도에 의한 R2값은 0.82이므로 

총 입자수가 탁도보다 UV 투과증감에 더 민감하게 향을 주는 경향을 

보 다.

2. Poliovirus 3-log 불활성화에 필요로 하는 UV dose인 30mJ/㎠과 

최대 5-log 불활성화시키는 40mJ/㎠의 UV dose가 원충류인 C. 

parvum oocysts와 giardia cysts도 충분하게 불활성화시킬 수 있는 

dose임을 예측 할 수 있었다.

3. 탁도가 높아짐에 따라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0mJ/㎠의 UV dose로 0.37㎝와 8㎝의 시료매질의 깊

이간에 처리한 결과 약 1-log 불활성화정도의 차이를 보 으며, 8㎝의 

매질 깊이에 18mJ/㎠와 30mJ/㎠의 UV dose로 처리하 을 경우에 약 

0.6-log의 Poliovirus 불활성화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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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Poliovirus 불활성화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부적인 입자 크기에서는 1㎛미만의 입자와 Poliovirus 

불활성화는 상관성이 매우 낮으며 1∼200㎛의 입자와 Poliovirus 불활

성화관계에서는 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활성화가 감소되는 뚜렷한 경

향을 보 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물 중 Poliovirus 불활성화를 위한 UV

처리시 탁도와 입자가 미치는 향에 대해 실험한 결과, 탁도와 입자의 

정도에 따라 Poliovirus 불활성화에 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

다. 무엇보다도 낮은 탁도 일지라도 입자 수가 많이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UV 처리 시 Poliovirus 불활성화에 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수처리 과정에서 탁도의 제거뿐만 아니라 입자 수

의 최소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UV 처리시

설에 대한 새로운 design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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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activation of Poliovirus in water

by UV irradiation

                                    Seok Jea, Jang

                                    Det. of Environmental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ng Chung, Ph. D.) 

Chlorine has been generally used to inactivate viruses in 

drinking water. And for drinking water disinfection, chlorine have 

been debated on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practically 

and economically. UV irradiation could be one of alternatives for 

disinfect to remove bacteria and to inactivate virus

Hence, UV disinfection with low-cost and high removal rate of 

Poliovirus has become a focus as a new treatment method. 

Besides, turbidity and particle to effect on UV disinfection 

demand  consideration.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grasp degree of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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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ctivation by UV dose for a virus management at drinking 

water treatment and  to understand quantitative influence of virus 

inactivation to effect of turbidity and particle on UV disinfection.

Samples were selected for turbidity test from finish water and 

surface water. Finish water was identified to sample of 

low-turbidity (A) and surface water to sample of Middle(B) / 

High-turbidity(C). Distilled water was used to compare with 

samples. All of the samples were sterilized by autoclave. UV lamp 

with low-pressure lamp of 9W that emits maximum energy out at 

a wavelength of 254㎚ with strong germicidal effect. UV dose(18, 

22, 30, 36, 40mJ/㎠) was made by combination of UV intensity(2㎽

/㎠) and time(9, 11, 15, 18, 20s). And, depths of samples were 

fixed on 0.37㎝ and 8㎝. Virus assay was performed for plaque 

assay. Counts were expressed as plaque- forming units(PFUs) per 

㎖.

The results are as followed;

Correlation of between UV transmission and Cuml. particle 

count was high than those of UV transmission and turbidity.

UV doses of 30mJ/㎠ and 40mJ/㎠ resulted in 3-log and 5-log 

decrease of virus. It was enough for this doses(30mJ/㎠ and 

40mJ/㎠) to inactivation for protozoa, cryptosporidium parvum 

oocysts and giardia cysts.

With a increasing turbidity, Inactivation of Poliovirus by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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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in UV dose(18mJ/㎠ and 30mJ/㎠) and depth(8㎝) were 

decreased. Moreover, Difference of inactivation for depth of 0.37㎝ 

between 8㎝ at samples with UV dose of 30mJ/㎠ was 1-log. In 

addition, difference of inactivation for UV dose of 18mJ/㎠ 

between 30mJ/㎠ with depth(8㎝) of samples was 0.58-log.

In the particle size under 1㎛, paticle size and inactivation of 

viruses were have a low tendency. However, R2 of UV dose of 

18mJ/㎠ and 30mJ/㎠ of UV dose for particle size(1∼200㎛) was 

to toward of 0.54 and 0.63, respectively.

Finally, we identified effect of turbidity and particle on virus 

inactivation by UV disinfection. Therefore, we must develop a 

plan for removal of turbidity and minimum of particle count in 

drinking water treatment process. Also, we must develop a new 

design for UV treatm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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