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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일반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거나, 조류를 제어하거나, 물고기를 양식 할 

때 다량의 산소가 소비하는데, 공기를 큰 기포의 형태로 주입하기 때문

에 충분한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운전이 필요하며, 그로

인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비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

근에는 초미세기포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어 지고 있다. 초미세기포

는 직경이 1um 미만인 미세기포로 정의가 되며, 높은 용해도와 물질전

달율 그리고 느린 부상속도를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게 다

량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Ultrafine-Bubble Generator(UB-G)의 

운전 및 설계 인자에 따른 초미세기포의 물리적 특성 변화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크기 및 발생량의 측정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각 인자

에서의 경향성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UB-G의 최적화 방안

을 모색하였다.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수중에서 초미세기포의 거동이 작은 입자가 불규

칙적으로 움직이는 브라우니안 모션을 띠는 점을 착안하여 광산란 방식

을 통하여 측정하는 DLS(Dynamic Light Scattering)를 사용하였다. 

발생량은 리액터에 초음파를 주사하면 초미세기포가 융합되어 부상하는 

특성을 지니는 점을 활용하여 IT 기반의 소형 현미경으로 감소되는 높

이 변화를 측정하여 수치로 정량화하였다.

유량은 증가할수록 초미세기포의 크기가 감소하며, 발생량은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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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으로는 스플리터 내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서 전단력이 상승하여 작은 초미세기포가 다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마찬가지로 공기비도 증가할수록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감소하였으

며, 발생량은 증가하였다. 이는 흐르는 물에 공기가 주입되면 난류층이 

형성이 되고, 증가하는 레이놀즈수에 따라 비례하여 전단력이 증가하였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설계적인 부분에서 믹싱인렛의 경우에는 세 가지 인자를 고려하였다. 

공기 유입구는 직경이 좁을수록 작은 초미세기포가 다량으로 발생하였

다. 이는 동일한 압력의 컴프레서가 공기를 밀어줄 때 공기 유입구의 직

경이 좁을수록 면적에 작용되는 공기의 압력이 상승하여 더 많은 공기비

로 운전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므로 공기 유입구의 직경은 

좁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출 관도 좁은 직경에서 작은 초미세

기포가 다량으로 발생하였다. 동일한 유량에서 좁은 유출 관을 사용하여 

운전을 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게 되는데, 베르누이 방

정식에 따라서 압력은 감소하게 되어 외부의 공기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공기 유입구의 각도는 발생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각도가 낮아 물의 흐름방향과 공기의 흐름방향이 

일치할수록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향후 설계에서는 믹싱인렛

의 구조를 변형하여 공기를 물의 흐름방향과 일치시켜서 주입시킬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프리티드 필터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인자를 고려하였다. 먼

저, 필터의 높이는 감소할수록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감소하였

지만, 발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필터의 높이가 높으면 선

과정으로 쪼개진 미세기포가 스플리터로 유입되기 까지 부상해야하는 거

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기포 사이에 교란이 발생하여 

융합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공극의 크기는 감소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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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은 초미세기포가 다량으로 발생하였다. 프리티드 필터는 공극이 작

을수록 스플리터로 유입되는 미세기포의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공극이 큰 프리티드 필터를 사용하면, 스플리터 내에서 유입된 공

기를 충분히 쪼개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과정에서 불안정한 큰 기포가 간

헐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B-G를 설계하고, 산소를 다량으로 소비하

는 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전한다면, 기존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주요어: 초미세기포, UB-G, Dynamic light scattering, Volumetric 

bubble generation rate, Mixing inlet, Pleated filter, Splitter

학  번: 2016-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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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물 속 에서의 산소는 환경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거나, 조류를 제어하거나, 물고기를 양식 할 때 다량의 산

소를 소비하는데, 공기를 큰 기포의 형태로 주입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

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운전이 필요하며, 그로인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비된다. 대안으로 액체산소나 기체상태의 순산소를 사용하는 

공법들이 적용되어 지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Zhuang 

et al., 2016).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초미세기포가 새로운 대

안으로 제시되어 지고 있다(Tsai et al., 2007, Shim, 2017). 초미세기

포란 직경이 1um 미만인 미세기포로 정의되는데(ISO/TC 281, 2013), 

기포는 작을수록 높은 물질전달율을 가지기 때문에 더 작은 초미세기포

를 다량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Kim, 

2010).   

기존에 초미세기포의 발생 원리에 관한 연구는 진행이 되었으나

(Femanda et al., 2010, Kim, 2016), 초미세기포의 크기(Size)나 발

생량(VBGR)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며,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도 한계가 

있었다(Kim, 2014). 이는 국내외에서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장치

(UB-G)의 운전 및 설계인자가 최적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

이 되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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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각 각의 인자가 초미세기포의 크기 및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효율을 평가하여 UB-G의 운전 및 설계 인자를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이 기대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UB-G의 운전 및 설계인자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크기와 발생량을 바탕으로 최적화하여 UB-G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운전 조건에 따른 초미세기포의 발생 효율 분석

2. UB-G의 설계 최적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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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및 이론적 연구

2.1 기포의 발생원리

2.1.1 물리적 주입 (Physical injection)

물리적 주입 방법은 수중에 공기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두는 것이다. 

기체 상태의 공기가 물리적인 요인으로 수중으로 주입이 되었다가 물의 

움직임에 갇혀 일시적으로 기포가 잔류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원리

는 폭포나 분수에서 쉽게 관측되어 지며, 빨대를 통해 공기를 수중으로 

불어 넣을 때 발생하는 기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주로 발생하는 기포는 

거대기포(Bubble)로서 장해요인이 사라지면 수표면 으로 부상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Figure 2.1 The principle of 

physica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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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핵화현상 (Nucleation)

핵화 현상은 기존에 공기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의 물에 급격한 압력의 

감소 혹은 온도의 증가를 시킴으로써 수중에 녹아있던 공기들이 핵을 형

성하고 모여서 기포를 형성함으로써 발생시키는 원리이다(Figure 2.2). 

일반적인 부상공정에서는 급격하게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기포

를 발생시키며(Maeda et al., 2015),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가압부상법(Dissolved Air Flotation, DAF)에서 사용되어지는 새

추레이팅 형식의 발생장치의 경우, 4~6atm을 감소 시켰을 때에 약 

10~100um의 크기 범위로 평균 40um를 가지는 미세기포(Fine 

bubble)가 발생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Edzwald, 1995). 압력변화가 

클수록 더 작은 미세기포가 발생하지만, 임계 압력이 존재하여 이를 초

과하는 압력변화에서는 미세기포가 더 작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an et al., 2002). Figure 2.3은 압력변화에 따른 미세기포의 크기 

분포 및 평균 크기를 나타내었다.

Figure 2.2 The principle of nucleation



- 5 -

연구에 의하면 미세기포가 더 작아지지 않는 임계압력은 3.5atm이었

으며, 실제 가압부상법 공정에서는 시스템 내의 압력 손실을 감안하여 

4~6atm으로 운전이 제안되고 있다.

2.1.3 전단력 (Shear stress)

전단력은 서로 인접한 두 평행면에 크기는 같으나 반대 방향으로 작용

하는 힘으로 정의된다. 전단력을 통해 기포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장치

로는 관 형태의 스플리터가 있으며, 물리적으로 주입된 수중의 기포는 

스플리터 내의 전단력에 의하여 더 작은 기포로 쪼개어진다

(Jagannathan et al., 2011)(Figure 2.4).

Figure 2.3 Average bubble size according to 

pressure change in bubble generating system of 

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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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D를 사용한 전단력의 측정 연구에서 스플리터의 직경이 좁고, 유

속이 빠르며, 조도계수가 높을 때 전단력이 상승하는 것이 확인 되었으

며 스플리터의 길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기포 크기 측정 연구에서도 마

찬가지로 전단력이 상승할 때 기포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DO를 측정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증명하였으며,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전단력은 동일하지만 작용하는 범위가 증가하여 초미세기포(Ultrafine 

bubble)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Kim, 2016). 

Figure 2.4 The principle of shea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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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포의 특성

2.2.1 용해도

기포의 용해도는 기포가 가진 내부압력에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포의 내부압력은 기포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Young-Laplace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Young-Laplace 식은 정지해 있는 휘어진 계면에서의 힘 평형을 적용

함으로 유도한 식으로서 계면의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는 식 (1)로 

표현되어 진다.

∆ 





      (1) 

∆는 계면의 외부와 내부의 압력차이(정압차)를 나타내며, 는 계면

의 표면 장력, 는 곡률, 과 는 계면의 주 곡률반경을 의미한다. 주 

곡률반경은 곡면이 있는 경우에 특정한 점에서부터의 최대 곡률반경과 

최소 곡률반경을 나타내며, 서로 수직인 상태로 존재한다. 기포의 형상

이 완전한 구의 모양을 띤다고 고려하면(Sun et al., 2017), 

Young-Laplace 식은 식 (2)로 간단히 정리된다.

∆
      (2) 

계면 외부가 대기압()임을 고려하면 기포의 내부 압력()은 최종

적으로 식 (3)으로 계산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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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와 같이 기포의 내부압력과 용해도의 관계는 헨리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
     (4)

헨리 상수()는 고정된 값을 나타내므로, 기포의 용해도는 압력

이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상승한다. 즉, 기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기포의 

내부압력이 증가하여 더 많은 양이 수중에 용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2.2.2 부상속도

레이놀즈수가 작을 때 점성을 가지고 있는 액체의 내부에 구 형상의 

물체에 대한 유체로부터 받는 저항인 부력은 Stokes 법칙으로 계산된

다. 기포는 균일한 구형 입자이며, 정지된 물은 낮은 레이놀즈수를 가지

기 때문에 기포의 부상속도는 식 (5)로 접근이 가능하다.

 




     (5)

여기서   부상속도
  중력가속도
  물의밀도
  기체의밀도
  기포의직경
  물의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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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관성력이 점성력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일 때

(Re<~1), 구형 기포의 종말 부상속도는 식 (6)의 

Hadamard-Rybczynski 식으로 계산된다. 

 







      식 (6)

여기서   종말부상속도
  

 

 일반적으로 액체의 점도와 밀도는 기체와 비교하였을 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작기 때문에( ≪≈  ≪), 최종적으로 

종말 부상속도는 식 (7)과 같다(Parkson et al., 2008, Park et al., 

2017).

 




     식 (7)

이와 같이 기포는 크기가 작을수록 기포의 부상속도가 현저히 줄어들

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포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부상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기포가 수중에 잔류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용존산소를 전달하는 접촉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초미세기포의 경우는 15일 이상 수중에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연

구되었으며(Song, 2013), 이는 초미세기포 계면의 강한 수소결합에 의

한 인력이나 초미세기포의 군집에 의한 확산 방지 등에 의해 초미세기포 

내부의 기체가 빠져나가는 것이 막아져서 수중에서 장기간 잔류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Ushikubo et al., 2010).



- 10 -

2.2.3 물질전달률

물질은 농도 차이가 있을 경우에 기상-액상 간의 계면을 통하여 전달

된다. 이러한 전달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모델로는 

Nernst(1904)에 의하여 제안된 이중막 이론(Two-film theory)이 주

로 사용된다. 이 이론은 두 상간의 물질전달 속도는 상계면 양측 상을 

통한 확산속도에 의존하며, 상계면에서는 확산성분에 대한 저항이 없다

는 가정 하에 성립한다. 

Figure 2.5 Schematic diagram of the two-film 

theory (Rahul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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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 기체상(대기)으로부터 액체상(물)으로 전달될 때, 산소는 기체

상, 기체막, 액체막, 액체상의 경로를 통하여 이동하게 된다(Figure 

2.5). 물이 완전 혼합상태라면 액체상에서의 이동속도는 매우 빠를 것이

며 액체상과 기체상 사이의 두 개의 막이 산소의 전달속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와 같이 물에 대한 용해도

가 큰 기체의 경우에는 기체막을 통과할 때 가장 큰 저항을 받게 되고, 

산소나 질소, 이산화탄소와 같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 기체의 경우

에는 액체막을 통과할 때 가장 큰 저항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이중막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기포에 의해 공급되는 산소

의 반응세기는 총괄물질(산소)전달계수로 표현할 수 있다. 

ASCE(1992)에 의해 제안된 이 방법은 주어진 부피의 물에서부터 용존 

되어 있는 산소를 탈기 시킨 뒤에 포화농도에 이르기 까지 재 포기하여 

시간에 따라 측정된 DO로부터 분석하는 것이다. 총괄물질전달계수를 산

정 하는 과정을 식 (8)에 나타내었다.




 ×  

∴ln 

  
 ×

     (8)

여기서   총괄물질전달계수
  포화상태의농도
  시간에서의농도
  시간  에서의농도
  시간

 일반적으로 산소가 대기압 하에 용해 될 수 있는 포화농도는 Table 

2.1 과 같지만 기포는 크기가 작을수록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물에 잘 

용해되어 높은 포화상태의 DO농도를 갖기 때문에 높은 총괄물질전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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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기포는 최대 

40.28ppm의 DO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Lee, 2017).

온도
(℃)

용존산소농도 (mg/L)
압력 (mmHg)

735 740 745 750 755 760 765 770 775 780
0 14.12 14.22 14.31 14.41 14.51 14.60 14.70 14.80 14.89 14.99
1 13.73 13.82 13.92 14.01 14.10 14.20 14.29 14.39 14.48 14.57
2 13.36 13.45 13.54 13.63 13.72 13.81 13.90 14.00 14.09 14.18
3 13.00 13.09 13.18 13.27 13.36 13.45 13.53 13.62 13.71 13.80
4 12.66 12.75 12.83 12.92 13.01 13.09 13.18 13.27 13.35 13.44
5 12.33 12.42 12.50 12.59 12.67 12.76 12.84 12.93 13.01 13.10
6 12.02 12.11 12.19 12.27 13.35 12.44 12.52 12.60 12.68 12.77
7 11.72 11.80 11.89 11.97 12.05 12.13 12.21 12.29 12.37 12.45
8 11.44 11.52 11.60 11.67 11.75 11.83 11.91 11.99 12.07 12.15
9 11.16 11.24 11.32 10.40 11.47 11.55 11.63 11.70 11.78 11.86
10 10.90 10.98 11.05 11.13 11.20 11.28 11.35 11.43 11.50 11.58
11 10.65 10.72 10.80 10.87 10.94 11.02 11.09 11.16 11.24 11.31
12 10.41 10.48 10.55 10.62 10.69 10.77 10.84 10.91 10.98 11.05
13 10.17 10.24 10.31 10.38 10.46 10.53 10.60 10.67 10.74 10.81
14 9.95 10.02 10.09 10.16 10.23 10.29 10.36 10.43 10.50 10.57
15 9.73 9.80 9.87 9.94 10.00 10.07 10.14 10.21 10.27 10.34
16 9.53 9.59 9.66 9.73 9.79 9.86 9.92 9.99 10.06 10.12
17 9.33 9.39 9.46 9.52 9.59 9.65 9.72 9.78 9.85 9.91
18 9.14 9.20 9.26 9.33 9.39 9.45 9.52 9.58 9.64 9.71
19 8.95 9.01 9.07 9.14 9.20 9.26 9.32 9.39 9.45 9.51
20 8.77 8.83 8.89 8.95 9.02 9.08 9.14 9.20 9.26 9.32
21 8.60 8.66 8.72 8.78 8.84 8.90 8.96 9.02 9.08 9.14
22 8.43 8.49 8.55 8.61 8.67 8.73 8.79 8.84 8.90 8.96
23 8.27 8.33 8.39 8.44 8.50 8.56 8.62 8.68 8.73 8.79
24 8.11 8.17 8.23 8.29 8.34 8.40 8046 8.51 8.57 8.63
25 7.96 8.02 8.08 8.13 8.19 8.24 8.30 8.36 8.41 8.47
26 7.82 7.87 7.93 7.98 8.04 8.09 8.15 8.20 8.26 8.31
27 7.68 7.73 7.79 7.84 7.89 7.95 8.00 8.06 8.11 8.17
28 7.54 7.59 7.65 7.70 7.75 7.81 7.86 7.91 7.97 8.02
29 7.41 7.46 7.51 7.57 7.62 7.67 7.72 7.78 7.83 7.88
30 7.28 7.33 7.38 7.44 7.49 7.54 7.59 7.64 7.69 7.75
31 7.16 7.21 7.26 7.31 7.36 7.41 7.46 7.51 7.46 7.62
32 7.04 7..9 7.14 7.19 7.24 7.29 7.34 7.39 7.44 7.49
33 6.92 6.97 7.02 7.07 7.12 7.17 7.22 7.27 7.31 7.36
34 6.80 6.85 6.90 6.95 7.00 7.05 7.10 7.15 7.20 7.24
35 6.69 6.74 6.79 6.84 6.89 6.93 6.98 7.03 7.08 7.13

Table 2.1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with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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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포의 크기 측정

2.3.1 화상분석법 (Image analysis)

화상분석법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작은 물질들을 대상으로 크기

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화상분석법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은 측정 셀, 현미경, CCD 카메라,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어지며, 개

략도는 Figure 2.6과 같다(Han et al., 2006).

화상분석법은 기포를 직접 촬영한 후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를 분석

하여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기포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포의 크기가 작고 지

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명확한 초점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한 

Figure 2.6 Schematic diagram of the image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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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측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Figure 2.7에는 이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최대 약 854nm의 초미세기포까지 측정이 

가능하였다.

2.3.2 입자계수법 (Particle counter method-size, PCMS)

PCMS는 기포의 거동특성이 입자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되어

(Schulze, 1984) 제안된 기포 크기 측정방법이다(Han et al., 2002). 

일반적인 PCM이 particle counter를 사용하여 입자를 측정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기포를 추출하여 측정한다. 측정 장치 및 측정 센서의 개요

도는 Figure 2.8와 같으며, Table 2.2에는 장치의 세부 사양을 나타내

었다.

사용자는 8개의 측정채널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입자의 크기 및 개수

를 측정한다. 레이저가 측정 셀로 주사되면 셀을 통과하는 기포들에 의

해 반사 또는 흡수되어지는데 이로 인해 파장이 생성된다. 기포의 수는 

파장의 개수로부터 계산되며, 크기는 진폭으로부터 측정된다(Park, 

2007). 

Figure 2.7 The example of bubble size measurement 

by image analysis (Ki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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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Schematic diagram of the particle counter method 

Detection
method

Channel
Dynamic

range
Flow rate

Light
extinction

8 2~900um 40~100ml/min

Table 2.2 Specifications of online particle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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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DO meter를 통한 측정법

DO meter는 센서 내에 존재하는 발광물질이 수중에서 변화하는 발광

량의 정도로부터 수중의 산소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발광량의 변화는 

Stern-Volmer 식에 따라 산소의 양으로 계산되며, 식 (9)에 나타내었

다(Boaz et al., 1950).

  ×      (9)

여기서   산소가없을때의발광량
  산소가있을때의발광량
  소멸계수
  발광지속시간
  용존산소농도

Figure 2.9 The amount of bubble affecting sensing layer (Ki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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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는 마이크로 범위의 공극을 가진 멤브레인 막으로 차폐되어 있으

며, 공극보다 작은 크기를 가진 기포는 센서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DO

농도를 높게 만든다. 기포의 크기 범위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

에(Liao and Lucas, 2009) 직접적으로 센서를 자극하는 기포는 

Figure 2.9의 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포들의 양은 기포

의 평균크기()가 작을수록 많아지며, 측정되는 DO농도도 비례하여 증

가한다. 이러한 관계는 누적함수로 표현 될 수 있으며 식 (10)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0)

 산소의 분압과 전류량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식 (11)와 같이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재 표현될 수 있으며, 실험결과에 기반을 둔 검정

을 통하여 Figure 2.10과 같은 관계식을 도출하였다(Kim, 2014).

 ×





      (11)

Figure 2.10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bubble 

size and measured DO concentration (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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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포의 발생량 측정

2.4.1 수상치환법

기포의 발생량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수상치환법이

다. 이 방법은 두 개의 유량계를 사용하여 한 쪽에서는 분사된 가압수의 

부피를, 다른 한 쪽에서는 발생한 기포의 부피를 측정하여 비율로 발생

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Figure 2.11와 Figure 2.12에는 각 각 단일  

실험과 연속 실험에서 사용하는 수상치환법 실험 기작을 나타내었다. 실

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우수하지만, 기포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기포의 

발생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초미세기포의 경우에는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

으며, 재현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특히, 연속식 수상치환법의 경우에는 

공기 유량계에 따라 측정값의 변화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

Figure 2.11 Schematic diagram of the batch type-water 

substitu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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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입자계수법 (Particle counter method-volume, PCMV)

 PCMV는 기포 발생량의 경향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2.3.2에 기술한 내용과 같이, 이 방법은 particle counter를 통하여 기

포의 개수와 크기를 측정한 후, 이를 통해 부피로 환산하여 발생량을 계

산한다. 측정 장치가 간단하고 조작이 쉬우며, 측정시간이 5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포 층의 깊이나 샘플링 유량

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지며 크기 측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초미세기

포의 발생량을 측정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간단한 경향성 

분석이나 비교를 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Figure 2.12 Schematic diagram of the continuous type-water 

substitu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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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Ultrafine bubble generator(UB-G))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키기 위한 실험장치(UB-G)의 구

성으로 펌프와 모터, 리액터, 믹싱인렛, 프리티드 필터, 스플리터를 고안

하였다. 

UB-G의 운전을 위한 펌프와 모터의 제원을 Table 3.1에 나타내었

다. 펌프와 모터는 별도의 드라이버(TM10-A0753, TM tech)를 연결

하여 유량을 세밀하게 조절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유량계를 부착

하여 원하는 유량을 설정하였다.

 리액터는 물이 펌프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고, 발생한 초미세기포가 

다시 펌프로 공급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기 위하여 Figure 3.1과 같이 

제작하였다. 소재는 Pyrex 유리를 사용하였으며, 발생한 초미세기포가 

다량 잔류 할 수 있도록 5L로 설정하였다.

Motor Pump

Model TM90-A0553 Model
Yongwon 

10kgf

Output(W) 120 Outlet size 12 mm

Voltage(V) AC 220 Rate of flow 0.1~15 L/min

Current(A) 0.65 Pressure 10kgf/cm2

Velocity(rpm) 3,000

Table 3.1 Specification of motor and pump used for U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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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인렛은 물리적 주입 방법을 통하여 공기를 물에 공급하는 장치이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펌프에 인위적인 공기 유입구를 만들어 이를 통

하여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특수제작을 행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많은 

비용 및 시간이 소비되었다. 뿐만 아니라 펌프에 공기가 들어가게 될 경

우에는 공동현상이 발생하여 펌프의 내부 수명이 단축되며, 초미세기포

의 발생 효율을 늘리기 위하여 펌프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중지되기 직전

까지 최대한의 공기를 넣어 운전하였다는 연구 사례가 있다(Kim, 

2010).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믹싱인렛이라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여 컴프레서를 통한 공기의 자유로운 주입을 도모

하였다. 시각적으로 공기의 주입을 알 수 있도록 소재는 투명한 아크릴

을 사용하였고 공기유량계를 부착하여 유량을 제어하였다(Figure 3.2).

Figure 3.1 The reactor made of Pyrex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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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he mixing inlet made of acrylic

Dimension

Length 
(mm)

250 / 500 / 750 / 1000

Inner diameter 
(mm)

30

Outer diameter
(mm)

62 / 68

Effective area
(m2)

0.45 ~ 0.70 (10 inch cartridge)

Material

Media PP melt blown

Support mesh PP spunbonded

Core & Out cage Reinforced PP / High density PE

Seal materials
Silicone / EPR / Viton

/ FEP encapsulated

Operating 
Conditions

Max temperature 
(℃)

85

Max pressure 
(Kgf/cm2)

4.5

Table 3.2 Specification of pleated filter used for U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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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된 공기로 생성된 거대기포를 순간적인 압력 강하를 통해 미세기

포로 나누기 위하여 프리티드 필터(PorproTM, CS Techonofill)를 고안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 스플리터로 연결이 되었

기 때문에, 공기의 유입량이 많을 경우에는 초미세기포까지 쪼개기 위하

여 상대적으로 긴 스플리터가 필요하였다. 이는 펌프에 높은 출력을 요

구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Kim(2010)의 연구에서는 믹

싱챔버라는 장치로 프리티드 필터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Table 3.2에는 

프리티드 필터의 제원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스플리터는 직경이 좁고, 길이가 길며, 조도계수가 

높을 때 더 작은 미세기포가 발생하는 것이 증명되었다(Kim, 2016).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길이 10m, 직경 2mm를 가진 테플론 재질

의 스플리터를 사용하였다(Figure 3.3).

Figure 3.3 The splitter made of teflon 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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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4 에는 각 장치를 연결하여 제작한 전반적인 UB-G의 개

요도를 나타내었다. 리액터 안의 물은 펌프를 통하여 믹싱인렛에 유입되

고, 이 과정에서 컴프레서를 통하여 유입되는 공기와 혼합된다. 물리적 

주입으로 생성된 거대기포는 프리티드 필터에서 급격한 압력강하로 인하

여 미세기포로 나누어져 스플리터로 들어가게 되고, 스플리터 내에서 전

단력에 의해 잘게 쪼개져서 다시 리액터에 초미세기포를 발생 시킨다. 

실제 리액터는 완전한 PFR이나 CSTR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 운

전시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리액터의 형상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에 대

하여 계산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가정을 Table 3.3에 나타내었다. 

Figure 3.4 Schematic diagram of UB-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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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R의 일반식은 식 (14)와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       (14) 

여기서, 초기에는 리액터 내 초미세기포가 존재하지 않고, 리액터 내부

에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k=0) 식 (15)와 같이 

계산되어 진다.




∈ 







∈ 

∴ ∈


 



 


 



     (15)

식을 기반으로 리액터 내부에 존재하는 초미세기포의 발생량()

이 시간에 따라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의 오차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하여 

Water Quantity (Q) 0.3571 L/min

Inflow Concentration (∈) 1000 

Reactor Volume ( ) 5 L

HRT(V/Q) 14 min

Table 3.3 Assumption for calculating error according to reactor 

type



- 26 -

그래프로 도식하여 Figure 3.5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오차의 수치는 유입되는 초미세기포의 농도가 달라져도 변

화하지 않았으며, 수리학적 체류시간(HRT)과 운전시간이 짧을수록 적

은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초미세기포가 발생하고, 발생한 초미세기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과 실험에서 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초미세기포의 양을 

고려하여 운전시간은 수리학적 체류시간 미만인 10분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3.5 Error between reactor types



- 27 -

3.2 실험방법

3.2.1 크기(Size) 및 발생량(VBGR) 측정 방법

➀ 크기

 기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방법들은 초

미세기포의 범위에서 적용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화상분석법의 경우 공

초점 현미경을 통하여 촬영한 뒤에 픽셀화 작업을 통하여 대략적인 초미

세기포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관찰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초미세기포

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입자계수법은 particle 

counter의 범위가 미세기포로 한정되기 때문에 초미세기포는 감지 할 

수 없다. DO meter를 통한 측정법은 실험적으로 크기와 DO 농도와의 

관계식이 도출 되었으나 사용하는 기체가 공기로 제한 된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Figure 3.6 The principle of DLS(Dynamic 

light 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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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미세기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DLS(Dynamic Light Scattering)을 제시하였다. DLS는 

Submicormetre-sized에 한하여 액체 속에 분산되어 있는 브라우니안 

모션(Brownian motion)을 가진 기포나 입자의 크기 분포를 광산란 방

식을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며, QELS(Quasi-elastic Light 

Scattering)이나 PCS(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로도 불린다

(ISO/TC 24/SC 4, 2017). Figure 3.6에 DLS의 원리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브라우니안 모션이란 액체 속에서 작은 입자가 불규칙 적으로 움

직이는 것을 말하며, 수중에서 초미세기포의 거동특성도 이와 같다

(Dorovsky, 2002). 초미세기포의 발생방법이 개발되기 이전 단계에서

는 주로 미세기포 범위의 측정에 사용되었으나(Jin et al., 2007, Cho 

et al., 2005, Kukizaki and Goto, 2006, Tasaki et al., 2009), 근래

에는 초미세기포의 측정에 적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Ohgaki et al., 

2010).

크기 측정에 사용한 기기는 일본 Otsuka Electronics 사의 

ELS-1000ZS를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제원을 Table 3.4에 나타내었

다.

Model ELS-1000ZS

Measurement Range 0.1 nm ~ 10000 nm

Proper Concentration 0.001 ~ 40 %

Required Volume 3 ml

Table 3.4 Specification of DLS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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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발생량

 초미세기포의 발생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상치환법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수상치환법을 사용하였다. 초미세기포는 그 크기가 매우 

작고, 부상하는데 수 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정량적인 

해석에 한계가 있다. 새로운 수상치환법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

기 위하여 측정에는 IT 기반의 소형 현미경(Nurugo micro, Nurugo)을 

스마트폰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으며, 소니케이터(SH-2300, Saehan)를 

이용하여 초미세기포를 큰 사이즈의 기포로 융합시킴으로써 빠르게 부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Tang et al., 2016). Table 3.5와 Table 3.6에는 

각 각 현미경과 소니케이터의 제원을 나타내었다.

Model SH-2300

Voltage AC 220 V

Vibration output 400 W

Size (W x H x D) 325 x 260 x 350 mm

Weight 10.0 L / 13 kg

Table 3.6 Specification of sonicator 

Model Nurugo micro

Magnification Max 400x (depending on smartphone)

Size (W x H x D) 41.2 x 36.8 x 22.3 mm

Focal Length Approx. 0.7 mm

Weight  3.89 g

Table 3.5 Specification of microscope for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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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7 에는 새로운 수상치환법을 이용한 초미세기포의 발생량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너레이터를 통하여 초미세기포를 리액터에 

발생시키면, 리액터 안에는 물과 초미세기포가 공존한다. 여기서 리액터

에 초음파를 주사하면(Sonication) 초미세기포는 융합되어 부상하여 대

기로 방출된다. 그러므로 리액터 내 용액의 높이는 초미세기포의 부피만

큼 감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초미세기포의 크기가 매우 작아 육안으

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이 변화를 민감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지

름 25mm의 아크릴 관을 리액터에 넣어주었으며, 소형 현미경으로 높이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감소된 높이가 기존의 높이로 회복되기까지의 부

피를 오토피펫(AX.AP-100, Axygen)을 사용하여 50ul 씩 증류수를 

넣어주어 수치로 정량화하였다. 

Figure 3.7 Method for measuring 

volumetric bubble generation rate(VB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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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발생효율 분석 방법

 운전인자에 따른 발생효율을 분석하기 위한 인자로는 유량()과 공

기비()를 고려하였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유량을 조절하였으며, 

공기유량계를 사용하여 공기비를 변경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3.8에 실험인자를 도식화 하였으며, Table 3.7에 실험조건을 나타내었

다.

Figure 3.8 Schematic diagram of generation 

efficiency analysis

Operation Factor
Design Factor

Mixing inlet Pleated filter

Set       

1 0.3, 0.4, 0.5LPM 10%
3mm 3mm 45∘ 250mm 1um

2 0.3LPM 10, 20, 30%

Table 3.7 Experiment set-up of generation effici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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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UB-G의 최적화 방법

➀ 믹싱인렛

Figure 3.9에는 UB-G의 최적화를 위하여 고려한 믹싱인렛의 인자를 

나타내었다. 

연속방정식(식 (16))에 근거하여 공기 유입구의 직경( )이 넓을수록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공기의 유입면적을 

첫 번째 인자로 설정하였다.

 


       (16)

 다음으로는 베르누이 방정식(식 (17))에 따라서 관의 직경이 급격히 

작아지면 내부의 속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Li et al., 

Figure 3.9 Schematic diagram of 

mixing-inlet   for optimizing U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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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유출 관의 직경()을 두 번째 인자로 설정하였다.

×







 ×








     (17)

여기서 압력
  물의밀도
  중력가속도
  물의이동속도
  높이

 물의 흐름방향과 공기의 흐름방향이 일치할수록 공기의 유입이 원활

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판단하여(Zhao et al., 2017) 공기 유입구의 

각도()를 세 번째 인자로 설정하였다. Table 3.8에는 각 인자의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➁ 프리티드 필터

 Figure 3.10에는  UB-G의 최적화를 위하여 고려한 프리티드 필터

Operation Factor
Design Factor

Mixing inlet Pleated filter

Set        

3

0.3LPM
Variable
(Pressure
: 3atm)

3, 6, 9mm 3mm 45∘

250mm 1um4 3mm 3, 6, 9mm 45∘

5 3mm 3mm 45, 90∘

Table 3.8 Experiment set-up of mixing-inlet   for optimizing 

U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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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자를 나타내었다. 공기를 함유한 물이 필터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조절하기 위하여 높이를 첫 번째 인자로 설정하였으며, 공극의 크기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특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극의 크기를 두 번째 인자로 설정하였다. Table 3.9에는 이

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조건을 제시하였다.

Figure 3.10 Schematic diagram of pleated filter for optimizing 

UB-G

Operation Factor
Design Factor

Mixing inlet Pleated filter

Set        

6
0.3LPM

Variable
(Pressure: 

3atm)
3mm 3mm 45∘

125, 250, 500mm 1um

7 250mm 1, 5, 10um

Table 3.9 Experiment set-up of pleated filter   for optimizing 

U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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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운전인자에 따른 크기 및 발생량 측정 결과

4.1.1 유량의 영향

유량의 변화에 따른 초미세기포 크기의 누적도수분포를 Figure 4.1에 

제시하였다. 유량이 가장 낮은 0.3LPM으로 운전할 때는 평균 크기가 

366nm(최소 166nm~최대 673nm)인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유량

이 증가할수록 초미세기포의 평균크기는 감소하여, 0.4LPM에서는 평균 

크기가 159nm(최소 44nm~최대 270nm)인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고, 

0.5LPM에서는 더 작은 평균 크기인 42nm(최소 32nm~56nm)를 가지

는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또한 0.3LPM에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범

위의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지만, 유량이 증가할수록 좁은 범위의 작은 

초미세기포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

라서 크기가 작을수록 느린 움직임을 가지기 때문에 크기가 작을수록 기

포 사이에서의 교란이 감소하여 기포가 융합되는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

문이라고 사료되어 진다. 그러므로 초미세기포의 평균 크기가 작을수록, 

좁은 범위에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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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이 변화함에 따라서 관 내 압력, 온도, 유체 흐름의 형태 등 다양

한 인자들이 종속변수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으로는 유

속의 변화에 따라 스플리터 내 에서의 전단력이 변화하여 초미세기포의 

생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Lee(201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력도 따라서 증가하였으며, 수치가 높

아질수록 전단력의 증가폭도 높게 나타났다(Table 4.1). 높은 전단력은 

기포를 더 잘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유량이 증가할수록 더 작은 초미세

기포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L(m) D(m) V(m/s) Reynold’s number Flow Type Solver Type Wall Shear Stress (Pa)

6 0.006 0.4 2400 Transient Turbulent 0.90

6 0.006 0.6 3600 Turbulent Turbulent 1.70

6 0.006 0.8 4800 Turbulent Turbulent 2.70

6 0.006 1 6000 Turbulent Turbulent 3.90

6 0.006 1.2 7200 Turbulent Turbulent 5.30

Table 4.1 Wall shear stress values obtained using OpenFOAM 

(Lee, 2016)

Figure 4.1 Bubble size distribution depending on change of water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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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2 에는 유량의 변화에 따른 초미세기포의 발생량(VBGR)

과 초미세기포의 평균 크기를 나타내었다. 0.3LPM의 유량으로 운전할 

때는 240로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유량이 증가할수록 초미세

기포의 발생량은 증가하여, 0.4LPM에서는 370, 0.5LPM에서는 

450로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이는 평균 크기의 결과와는 상

반되는 양상으로서, 더 작은 초미세기포가 수중에 더 많이 잔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높은 발생량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Young-Laplace식

에 따라 기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높은 내부압력을 가지게 되며, 헨리

의 법칙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이 수중에 용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Hadamard-Rybczynski 식에 따라서 기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느린 종말 부상속도를 가지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shikubo et al.(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작은 초미세기포는 계면

의 강한 수소결합에 의한 인력이나 군집에 의한 확산 방지 등에 의해서 

초미세기포 내부의 기체가 빠져나가는 것이 막아져서 수중에서 장기간 

잔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작은 초미세기포가 더 많은 발생량을 만들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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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유량이 0.5LPM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어, 이를 

통하여 높은 유량은 더 작은 초미세기포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펌프를 고출력으로 운전하여 유량을 계속 상승시킬 경

우에는 펌프에 무리를 주어 자체 온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발생한 열과 

증기는 펌프 내부의 변형과 공동현상을 유발하여 자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펌프의 온도가 증가하면 물 자체의 온도도 따라

서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용존산소농도가 감소하여 전반적인 초

미세기포 발생 효율이 감소 할 수 있다. 따라서 고 유량으로 운전을 할 

시에는 항온리액터를 구비하여 온도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

보다 운전시간에 따라서 적정한 유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

된다.

Figure 4.2 volumetric bubble generation rate and average bubble 

size depending on change of water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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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공기비의 영향

 공기비의 변화가 초미세기포의 크기와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공기유량계의 개폐비로 유량을 조절하여 발생되는 초미세기포

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펌프 내에서 임펠러의 회전에 의하여 발생하

는 압력은 유체의 밀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유입되는 유량이 많아지

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유체 내 공기가 많이 함유되어 전반적인 밀도

가 낮아지면 압력도 감소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초미세기포의 발생을 

위하여 주입된 공기의 유량이 유입되는 물의 유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으로 적으므로 공기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유체의 밀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Figure 4.3에는 공기비의 변화에 따른 초미세기포 크기의 누적도수분

포를 나타내었다. 가장 적은 공기를 주입한 10%에서는 평균 크기가 

366nm(최소 166nm~최대 673nm)인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20%

에서는 평균 크기가 272nm(최소 140nm~최대 445nm)인 초미세기포

가 발생하였으며, 30%에서는 평균 크기가 121nm(최소 43nm~최대 

289nm)인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여 공기비가 증가함에 따라 초미세기포

의 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 내에서 유체의 흐름 상태는 유체의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인 

레이놀즈수로 표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레이놀즈수가 2000이하일 때 

Set 1() VBGR() Std. Dev. Size() Std. Dev.

0.3LPM 240 5.7 366 147.4

0.4LPM 370 5.0 159 143.9

0.5LPM 450 11.5 42 6.9

Table 4.2 Summary on ultrafine bubble generation depending on 

change of water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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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류로 구분하며, 4000이상일 때 난류로 구분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

면 흐르는 물에 공기가 주입되면 난류층이 형성이 되고, 증가하는 레이

놀즈수에 따라 비례하여 전단력이 증가하는 것이 규명되었다(Omid et 

al., 2016). 그러므로 공기비가 증가하면 유량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단력

이 상승하게 되고 동일한 발생 원리로 더 작은 초미세기포가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4 에는 공기비의 변화에 따른 초미세기포의 발생량과 평균 

크기를 제시하였다. 공기비가 가장 적은 10%에서는 240로 발생

하였지만, 공기비가 증가할수록 상승하여 20%에서는 270로 발

생하였으며, 공기비가 가장 많은 30%에서는 310로 초미세기포

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공기비의 변화에 따른 초미세기포의 발생량과 

크기의 결과가 상반되는 원인은 유량에서 언급한 이유들과 같은 내용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3 Bubble size distribution depending on change of 

air/water quantit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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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실험의 효율은 공기비가 30%로 가장 많을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높은 공기비가 더 작은 초미세기포를 많이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특정한 임계점을 초과하는 

더 많은 공기비를 주입하게 되면, 물의 유량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

로 적어서 전체 유체의 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을 정도에 이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공기

의 과잉흡입으로 인해 펌프 내의 유체의 평균 밀도가 낮아져 원활한 압

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미세기포 범위 이상의 기포가 발생할 수 있

다고 판단하였다(Han et al., 2007). 따라서 실제 공정에서는 원활한 

운전이 가능한 공기비의 임계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임

계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적정한 범위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기존보다 효율을 향상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기 대

신에 순산소를 주입하여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

다. 

Figure 4.4 volumetric bubble generation rate and average bubble 

size depending on change of air/water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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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 VBGR() Std. Dev. Size() Std. Dev.

10% 240 5.7 366 147.4

20% 270 7.6 272 107.6

30% 310 10.0 121 63.2

Table 4.3 Summary on ultrafine bubble generation depending on 

change of air/water quantit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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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설계인자에 따른 크기 및 발생량 측정 결과

4.2.1 믹싱인렛의 영향

➀ 공기 유입구의 직경

Figure 4.5 에는 믹싱인렛에서 공기 유입구의 직경 지름에 따른 초미

세기포의 크기분포를 나타내었다. 공기 유입구의 직경이 3mm일 때는 

평균 크기가 366nm(최소 166nm~최대 673nm)인 초미세기포가 발생

하였으며, 6mm일 때는 평균 크기가 727nm(최소 303~최대 1464nm)

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9mm일 때는 평균 크기가 1024nm(최소 

523nm~최대 1827nm)인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여 공기 유입구의 직경

이 넓어질수록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크기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발생하는 크기의 범위를 살펴보면 3mm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의 초미세기포만이 만들어 졌지만, 직경이 넓어질수록 발생하는 크기의 

범위도 증가하였으며, 6mm와 9mm에서는 미세기포 범위의 크기를 가

지는 기포들도 측정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 유입구의 직경이 작

을수록 초미세기포가 더 안정적으로 발생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9mm에서는 50% 이상이 해당 범위로 측정되어 초미세기포의 발생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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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에는 믹싱인렛에서 공기 유입구의 직경 지름의 변화에 따

른 초미세기포의 발생량과 평균크기를 제시하였다. 공기 유입구의 직경

이 3mm인 경우에서는 240로 발생하였다. 공기유입구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발생량은 감소하여 6mm에서는 158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9mm에서는 122의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여 3mm의 공기 유

입구를 가진 믹싱인렛으로 운전을 하였을 경우보다 약 2배적은 수치의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Figure 4.5 Bubble size distribution depending on change of 

diameter of air inlet in mixing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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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방정식에 따라서 믹싱인렛에서 공기 유입구의 직경이 넓어지면 

많은 양의 공기가 주입되어, 공기비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더 작은 

초미세기포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실제 실험 결과

에서는 반대의 양상을 띠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서로 다른 직경의 

공기 유입구에 동일한 압력을 가진 컴프레서가 공기를 밀어 줄 때 실질

적으로 작용되는 압력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압력은 전

체 작용하는 힘을 면적으로 나누어 준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면적이 

클수록 실제 압력은 낮아지게 된다. 믹싱인렛에서 공기가 물에 주입되는 

원리는 물이 가진 압력과 컴프레서가 밀어주는 공기의 압력차이인데, 여

기서 공기 유입구의 면적이 클수록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압력

차이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적은 공기비로 운전이 된다. 그러므로 공

기 유입구의 직경은 좁게 설계하여 높은 공기비로 운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Figure 4.6 volumetric bubble generation rate and average bubble 

size depending on change of diameter of air inlet in mixing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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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유출 관의 직경

 유출 관의 직경에 따라 달라지는 기포의 크기분포를 Figure 4.7에 

나타내었다. 유출 관의 직경이 3mm일 때는 평균 크기가 366nm(최소 

166nm~최대 673nm)인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유출 관의 직경이 

넓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증가하여 6mm의 유출 관

을 사용하였을 때는 554nm(최소 359nm~최대 789nm)의 크기로 발생

하였으며, 9mm의 유출 관을 사용하였을 때는 640nm(최소 361nm~최

대 1050nm)의 크기를 가진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이는 앞서 기대

한 바와 같이 연속 방정식에 따라서 유출 관의 직경이 급격히 감소하면 

내부에서 공기를 함유한 물이 흐르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때 베르누이 방정식에 따라서 증가한 속도만큼 관내 압력이 감소하기 때

문에 외부의 공기와의 압력차이로 인하여 유출 관의 직경이 좁을 때 더 

많은 양의 공기가 원활히 주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발생하

는 초미세기포의 크기 분포를 볼 때, 9mm와 6mm에서의 차이보다 그 

보다 작은 3mm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앞서 진행

한 공기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기가 들어갈 때 형성되는 난류로 인한 

전단력의 증가로 더 작은 초미세기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Set 3() VBGR() Std. Dev. Size() Std. Dev.

3mm 240 5.7 366 147.4

6mm 158 10.1 727 317.1

9mm 122 15.8 1024 336.4

Table 4.4 Summary on ultrafine bubble generation depending on 

change of diameter of air inlet in mixing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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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싱인렛에서 유출 관의 직경 변화에 따른 초미세기포의 발생량과 평

균크기를 Figure 4.8에 나타내었다. 유출 관의 직경이 3mm인 경우에는 

초미세기포가 240로 발생하였다. 앞서 제시한 결과들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유출관의 직경이 크기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평

균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서 유출 

관의 직경이 6mm인 경우에는 초미세기포가 149로 발생하였으

며, 9mm인 경우에는 83로 발생하였다. 3mm와 9mm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유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3mm에서 약 3배 

빠른 속도로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7 Bubble size distribution depending on change of 

diameter of outlet in mixing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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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을 통하여 믹싱인렛에서 유출 관의 직경이 좁아질수록 더 작

은 초미세기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이 차이는 더 

좁은 유출 관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더 좁은 직경

의 유출 관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연구에서 사용한 UB-G의 경우에는 다양한 인자들의 영향을 조절

하며 분석하기 위하여 컴프레서를 인위적으로 설치하여 3atm으로 운전

하였지만, 이론적으로 유출 관의 직경을 일정 수준 이하로 설계하면 대

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형성되어 컴프레서 없이도 자연적으로 공기의 주

입이 가능하여 초미세기포의 생성이가능할 것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높은 압력을 형성시켜 주었을 

때에 비하여 적은 양의 공기비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초

미세기포가 적게 형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출 관의 직경이 필요이상으

로 좁아지는 경우에는 이 전 관에서 유출 관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Figure 4.8 volumetric bubble generation rate and average 

bubble size depending on change of diameter of outlet in mixing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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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압력을 받게 되어 펌프도 고 출력으로 운전이 되어야 하고, UB-G

의 안정성 및 내구성, 운전시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

다. 

➂ 공기 유입구의 각도

 Figure 4.9 에 믹싱인렛에서 공기 유입구의 각도에 따라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크기분포를 나타내었다. 공기 유입구의 각도가 45도 일 

때는 평균 크기가 366nm(최소 166nm~최대 673nm)인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공기 유입구의 각도를 90도로 하여 주입시켰을 때

는 평균 크기가 454nm(최소 271nm~최대 706nm)로 측정되어 상대적

으로 큰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최댓값에서는 두 경우 모두 비슷한 

범위의 초미세기포를 발생하였지만, 최솟값에서는 각도가 45도에서 더 

작은 초미세기포를 발생시켜 평균값이 다르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의 흐름방향과 공기의 흐름방향이 일치할수록 공기의 유입이 원

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작은 초미세기포까지 발생시킬 수 있음을 증

명한다. 

Set 4() VBGR() Std. Dev. Size() Std. Dev.

3mm 240 5.7 366 147.4

6mm 149 24.5 554 221.2

9mm 83 20.2 640 169.3

Table 4.5 Summary on ultrafine bubble generation depending on 

change of diameter of outlet in mixing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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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10에는 믹싱인렛에서 서로 다른 공기 유입구의 각도를 사

용하여 운전하였을 때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양과 초미세기포의 평균 

크기를 나타내었다. 45도의 공기 유입구를 사용하였을 때는 240

로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으며 90도의 공기 유입구를 사용하였을 때는 

234로 발생하였다. 유입구의 각도를 낮게 설정하여 물의 흐름방

향과 공기의 흐름방향이 일치할수록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평균 크기는 

감소한데 반하여, 발생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4.9 Bubble size distribution depending on change of angle 

of air inlet in mixing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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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공기 유입구의 각도가 초미세기포의 발생

량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각도가 낮을수록 작은 초미세기포

를 발생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믹싱인렛의 구조를 설정

하고 세부적인 인자를 변형시키면서 영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45도 이

하의 매우 낮은 각도로 제작하는 데에는 설계적인 제한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믹싱인렛의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공기를 물

의 흐름방향과 일치시켜서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Figure 4.10 volumetric bubble generation rate and average 

bubble size depending on change of angle of air inlet in mixing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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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프리티드 필터의 영향

➀ 필터의 높이

 프리티드 필터는 유입되는 공기를 필터에서 순간적인 압력 강하를 통

하여 스플리터로 유입되기 이전에 미세기포 범위까지 쪼개어 주는 선 과

정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치이다. 필터의 높이를 달리하면 표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로 하여금 표면적이 최종적인 초미세기포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Figure 

4.11에는 서로 다른 필터의 높이의 프리티드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 발

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크기 분포를 나타내었다. 높이가 가장 낮은 

125mm의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는 평균 크기가 255nm(최소 158nm~

최대 396nm)인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높이가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증가하여 250mm높이의 필터에서는 366nm(최소 

166nm~최대 673nm)인 초미세기포가, 500mm높이의 필터에서는 

459nm(최소 282nm~최대 717nm)의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Set 5() VBGR() Std. Dev. Size() Std. Dev.

45∘ 240 5.7 366 147.4

90∘ 234 17.6 454 115.0

Table 4.6 Summary on ultrafine bubble generation depending on 

change of angle of air inlet in mixing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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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12에는 서로 다른 필터의 높이의 프리티드 필터를 사용하

였을 때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평균 크기와 발생량을 제시하였다. 초미

세기포의 평균적인 크기는 필터의 높이가 감소할수록 작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에, 발생량의 경우에는 125mm 높이의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는 255, 250mm 높이의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는 240, 

마지막으로 500mm 높이의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는 250로 발생

하여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 4.11 Bubble size distribution depending on change of 

height of pleat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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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다른 인자들에서의 실험 결과와 상이하게 본 실험에서는 필터

의 높이가 감소할수록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감소하였지만, 발

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사용한 프리티드 필

터의 형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프리티드 필터의 

형태는 수직형으로서 필터에서 쪼개진 미세기포는 부상하여 스플리터로 

이동하게 된다. 여기서, 높이가 높을수록 선 과정으로 쪼개진 미세기포

가 스플리터까지 도달하는데 부상해야 하는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성된 미세기포 사이에서 교란이 발생하여 융합과정이 일어나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사료된다. 

Figure 4.12 volumetric bubble generation rate and average 

bubble size depending on change of height of pleat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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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공극의 크기

 Figure 4.13 에는 프리티드 필터에서 공극의 크기에 따른 초미세기

포의 크기를 제시하였다. 공극의 크기가 가장 작은 1um에서는 평균 크

기가 366nm(최소 166nm~최대 673nm)인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공극의 크기가 커질수록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크기 또한 

증가하여 공극이 5um일 때는 평균 크기가 656nm(최소 410nm~최대 

982nm)인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으며, 공극이 10um일 때는 평균 크기

가 1663nm(최소 1098nm~2296nm)로 발생하였다. 이는 공극의 크기

가 작을수록 스플리터로 유입되기 이 전에 미세기포로 쪼개지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가장 작은 공극인 1um의 프리티드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와 가장 큰 공극인 10um의 프리티드 필터를 사용

하였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약 5배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10um의 경우에서는 가장 작게 발생된 경우에도 초미세기포의 범위 안

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t 6() VBGR() Std. Dev. Size() Std. Dev.

125mm 255 2.8 255 62.3

250mm 240 5.7 366 147.4

500mm 250 2.8 459 116.1

Table 4.7 Summary on ultrafine bubble generation depending on 

change of height of pleated filter



- 56 -

 프리티드 필터의 공극 크기의 변화에 따른 초미세기포의 평균 크기와 

발생량을 Figure 4.14에 나타내었다. 1um의 공극을 가진 프리티드 필

터를 사용하였을 때는 240로 초미세기포가 발생하였다. 공극이 

증가함에 따라 초미세기포의 발생량은 감소하여 5um에서는 212

로 발생하였으며, 10um에서는 이보다 더 적은 160로 발생하였

다. 또한, 1um와 5um에서의 차이보다 10um로 증가하였을 때의 차이가 

발생량과 평균 크기에서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는 10um의 공극을 가진 프리티드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에 안정적인 초

미세기포의 범위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작은 미세기포들이 부상하면서 더

욱 불안정한 결과를 야기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ure 4.13 Bubble size distribution depending on change of pore 

size of pleat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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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티드 필터의 공극이 작아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감소하며, 발생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프리티드 필터의 공극이 작을수록 스플리터로 유입되는 미세

기포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공극의 크기가 큰 프리티드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플리터 내에서 유입된 공기를 충분히 쪼개지 못하여서 운전 

과정에서 불안정한 큰 기포의 발생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스플리터의 길이를 좀 더 길게 설정하여 초미세기포까지 도달

할 수 있는 전단력을 공급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지만, 추가적인 

압력의 공급이 필요해 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크

기의 공극을 가지는 프리티드 필터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순간적인 압력의 변화가 클수록 

더 작은 미세기포가 발생하지만, 임계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초

과하는 압력에서는 더 작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보고되었다(Han et al., 

2002).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초미세기포의 발생에 영향을 최대한으

Figure 4.14 volumetric bubble generation rate and average 

bubble size depending on change of pore size of pleat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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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 수 있는 프리티드 필터의 임계 공극 크기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

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진다.

Set 7() VBGR() Std. Dev. Size() Std. Dev.

1um 240 5.7 366 147.4

5um 212 4.4 656 156.1

10um 160 10.0 1663 382.7

Table 4.8 Summary on ultrafine bubble generation depending on 

change of pore size of pleat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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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소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초미세

기포의 사용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Ultrafine-Bubble 

Generator(UB-G)의 운전 및 설계 인자에 따른 초미세기포의 물리적 

특성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크기 및 발생량의 측정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각 인자에서의 경향성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UB-G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➀ 크기

수중에서 초미세기포의 거동특성이 작은 입자가 불규칙 적으로 움직이

는 브라우니안 모션을 띠는 점을 착안하여, 광산란 방식을 통하여 측정

하는 DLS(Dynamic Light Scattering)방식을 채택하였다.

➁ 발생량

 리액터에 초음파를 주사하면 초미세기포는 융합되어 부상하여 대기로 

방출된다. 리액터 내 용액의 높이는 초미세기포의 부피만큼 감소하게 되

며, 높이의 변화를 소형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감소된 높이가 기존의 

높이로 회복되기까지 증류수를 주입하여 수치로 정량화 하였다.

■ 운전 조건에 따른 초미세기포의 발생 효율 분석

➀ 유량

 유량이 증가할수록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발생량은 증

가하였다. 이는 동일한 스플리터에서 높은 유량은 전단력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고출력으로 운전하여 유량을 계속 상승시

키는 경우에는 열과 내구성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운전시간에 따른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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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➁ 공기비

 공기비가 증가할수록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발생량은 

증가하였다. 이는 물에 공기가 주입되면 난류층이 형성이 되고, 증가하

는 레이놀즈수에 따라 비례하여 전단력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 산소전달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공기 대신에 순산

소를 주입하여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UB-G의 설계 최적화 방안 제시

➀ 믹싱인렛

 공기 유입구의 직경이 좁을수록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이 높아

지게 되고, 물과의 압력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높은 공기비

로 운전이 되어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발생량은 증가하였

다. 그러므로 공기 유입구의 직경은 좁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출 관의 직경이 급격하게 좁아질수록 내부의 속도가 증가하고, 베르

누이 방정식에 따라서 압력이 감소하여 공기가 높은 비로 주입될 수 있

기 때문에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발생량은 증가하였다. 유

출 관의 직경을 일정 수준 이하로 설계하면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형

성되어 컴프레서 없이도 자연적으로 공기의 주입이 가능하여 초미세기포

의 생성이 가능할 것이 기대된다.  

공기 유입구의 각도가 낮아 물의 흐름방향과 공기의 흐름방향이 일치

할수록 공기의 주입이 원활하게 발생하여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감소하였

으나, 발생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믹싱인렛의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공기를 물의 흐름방향과 일치시켜서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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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프리티드 필터

 필터의 높이가 감소할수록 발생하는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감소하였지

만, 발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필터의 높이가 높을수록 선 

과정으로 쪼개진 미세기포가 스플리터까지 도달하는데 부상해야 하는 거

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성된 미세기포 사이에서 교란이 발

생하여 융합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공극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발생량

은 증가하였다. 프리티드 필터의 공극이 작을수록 스플리터로 유입되는 

미세기포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공극의 크기가 큰 프리티드 필터를 사용

할 경우에는 스플리터 내에서 유입된 공기를 충분히 쪼개지 못하여서 운

전 과정에서 불안정한 큰 기포가 발생하였다.

Figure 5.1 Summary of ultrafine bubble size results at each 

experiment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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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Summary of volumetric bubble generation rate results 

at each experiment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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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arge amount of oxygen is consumed for wastewater 

treatment, algae control, and fish farm. Since air is injected into 

the form of normal bubble, long operation time should be 

required to supply the enough amount of air (of what?), which 

consumes a lot of energ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ultrafine bubble has been proposed as a new alternative way 

nowadays. The ultrafine bubble is defined as a having diameter 

below 1um size. It has the properties of high solubility, high 

mass transfer rate, and low buoyancy, it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if it can be generated as much as smaller and a lo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operation and design factors on 

bubble generation in Ultrafine Bubble Generator(UB-G) is 

analyzed. A method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size and 

generation amount of ultrafine bubble, as well as the tendency 

was figured out through this method with each determined factor.

The behavior of ultrafine bubble is similar with brownian 

motion which can be found in most small particles. For that 

reason, the size of the ultrafine bubble is measured by using 

DLS(Dynamic Light Scattering). Furthermore, the generation 

amount of ultrafine bubble was quantified by measuring the 

height change by IT based small microscope after so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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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flow rate increased, the size of ultrafine bubble 

decreased, and the generation amount increased. The main 

reason for this result is that the shear stress increases as the 

flow rate in the splitter increases. In the same way, as the air 

ratio increased, the size of ultrafine bubble decreased, and the 

generation amount increased. This took place due to the 

turbulence that is formed when air is injected into water, shear 

stress also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increasing Reynolds 

number.

In the Mixing inlet, three factors were considered. As the 

diameter of the air inlet was narrower, a lot of small bubbles are 

generated. This is because when the compressor of the same 

pressure pushes the air, the air pressure acting on the area 

rises as the diameter of the air inlet becomes narrower, and the 

operation is performed with more air ratio. As the diameter of 

the outlet was narrower, It also generates a lot of small bubbles. 

When it is operated using small pipe at the same flow rate, the 

water flows at high velocity. In this part, air can be injected to 

Mixing inlet due to low pressure according to Bernoulli’s 

equation. The angle of the air inlet did not change much, but the 

size of the ultrafine bubble decreased as the angle of water flow 

and air flow direction became the same. In further research, the 

design of Mixing inlet should be changed for making water and 

air direction the same.

In the Pleated filter, two factors were considered in the same 

way. First, as the height of the pleated filter was lower, siz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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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ted ultrafine bubble decreases, however it does not 

affect the generation amount. If a higher pleated filter is used, 

pre-splitted fine bubbles have to go long distance to reach the 

splitter. Here, fine bubbles could stick together due to the 

disturbance. As the pore size was smaller, a lot of small bubbles 

are generated. Generally, the smaller the pore size, the smaller 

the size of the fine bubbles flowing into the splitter. However, if 

the pleated filter with a large pore size is used, large bubbles 

are generated intermittently in the operation process because the 

air injected into the splitter can’t be sufficiently split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UB-G is 

designed and applied to a system that consumes a large amount 

of oxygen, thereby effectively solving the problems of exis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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