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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수처리 분야를 중심으로 크기 1 μm 이하의 초미세기포의 

발생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초미세기포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초미세기포는 높은 내부압력을 가져 다량의 

기체를 녹일 수 있으며, 기포의 표면 전하로 인해 쉽게 병합하지 않는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미세기포를 포함하고 있는 

초미세기포수는 고농도의 기체 농도를 유지하는 기체 운반체로서 

농∙어업의 효율 증대, 환경 오염 정화 등 기존의 공법으로 한계가 있던 

부분에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초미세기포수의 보다 정밀하고 

재연성 있는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미세기포수에 대한 특성 

분석이 요구된다. 

기존의 초미세기포관련 연구는 수처리에서 오염 물질 제거에 필요한 

특성, 주로 기포의 크기나 표면 전하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체 운반체로서의 초미세기포수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초미세기포수의 기체 분자 분배, 총 기체 

보유량 등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미세기포수의 기체 운반체로서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실험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기존의 이론 식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포의 크기 측정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순산소, 순질소, 순헬륨으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의 특성 분석을 

위해 두 가지의 실험 방법이 변형∙개발되었으며, 첫번째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기포를 제거하였을 때 감소하는 기포 수의 부피를 측정, 

두번째는 밀폐된 용기에 담기 초미세기포수의 기체를 병 상부에 모아 

압력 변화 측정을 통하여 초미세기포수의 전체 기체 보유량을 

측정하였다. 이 두 실험값은 기포의 크기와 기포의 내부 압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Young-Laplace 방정식과 기체의 압력과 액체의 기체 농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헨리의 법칙을 조합한 새로운 식에 적용되었다. 그 

결과, 기포를 제거한 초미세기포수의 부피 변화가 0.31 ± 0.16 m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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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sion (평균±표준편차; n=3)로 매우 적게 나타난 반면, 

초미세기포수는 각각 산소 305.65 ± 57.19 mg/L suspension 

(평균±표준편차; n=3), 질소 117.47 ± 9.89 mg/L suspension 

(평균±표준편차; n=3), 헬륨 15.13 ± 0.38 mg/L suspension 로 

다량의 기체를 녹일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초미세기포수가 

보유하는 총 기체의 대부분(약 98%)은 용존 상태로 존재하며, 기포 

자체가 보유한 기체의 양은 매우 적지만 높은 내부압력을 유지하여 주변 

물이 용존 기체의 과포화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포의 내부 압력 계산을 통하여 기포의 평균 크기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초미세기포는 약 400 nm 크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Dynamic Light Scattering 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한 기포의 크기와 

비교되었으며, ANOVA 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결과값은 95%의 

신뢰도로 같은 값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초미세기포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가정하였던 기존의 이론 Young-Laplace 방정식, 헨리의 

법칙이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기포에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Sensitivity Analysis를 통하여 두 가지의 실험 값 중 

초미세기포수의 총 기체 보유량 값이 기포 크기를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초미세기포의 특성 분석 방법을 통하여 수백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기포의 크기를 간단하게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미세기포수의 기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초미세기포수를 이용하여 

정량적이고 재연성 있는 연구하는데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초미세기포, 헨리의 법칙, Young-Laplace 방정식, 기포 크기 
측정, Dynamic Light Scattering 
학  번 : 2016-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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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크기 1 μm 이하의 초미세기포의 발생 기술과 그 특성 분석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초미세기포는 물 또는 수용액에 다량의 

기체를 녹일 수 있다는 것과 표면 전하가 (+) 혹은 (-)로 대전되어 

기포 간 병합이 일어나지 않고 물 내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게 한다(Takahashi, 2003). 수처리 분야에서는 

기포의 병합을 유도하여 수산화 라디칼을 형성하고 이를 고급산화공정에 

이용하거나 (Liu et al.,2014), DAF 공정에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처리를 

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초미세기포는 멤브레인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멤브레인 표면 개질 

등에 사용될 수 있다(Dzubiella, 2010). 최근 초미세기포는 수처리 

분야뿐 아니라 생물학에 적용한 연구 결과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식물이나 어패류 혹은 호기조건에서 효모를 키우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Kurata, 2007). 이는 과포화된 산소로 인해 가능했다고 

보여지는데, Fig. 1.1과 같이 수경 재배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쥐의 

음용수를 이용하였을 때 두드러지는 성장 속도의 차이를 보였다(Ebina, 

2013).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인 발견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설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열역학적인 관점으로 초미세기포의 존재 

원리를 밝히지 못하며(Ljunggren, 1997), 수많은 연구에 의해 

초미세기포의 존재는 확인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존재 원리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초미세기포를 발생 시켰다 하더라도 단위 

부피당 제공 가능한 산소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어렵고, 재연성 있는 

실험을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초미세기포수의 물리∙화학적 분석을 

통한 특성을 파악하고 실험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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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초미세기포수 적용에 따른 배추의 성장 속도 (Ebina, 2013)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초미세기포는 기체, 특히 산소를 

다량으로 녹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유류 오염 원위치 생물학적 정화의 경우, 산소를 지중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Bioventing, 

Biosparging과 같이 기상의 산소를 전달하는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기상의 산소는 매질 내에서 선택적 흐름(Preferential Flow)을 

야기하여 매질 내에 균질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Ji, 1993). 

초미세기포수는 액상에 산소를 다량으로 녹여 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질한 산소 전달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기포수가 산소 전달 목적으로 사용될 때 

기상 혹은 액상 중 주로 어떤 형태로 산소를 전달하는지 평가하고, 

적용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간단한 실험 방법으로 기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기포 발생 

방법보다는 이미 수중에서 안정화된 초미세기포수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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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미세기포수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법 개발을 통해 

초미세기포수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순수한 기체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의 총 기체 보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검증하여 초미세기포수의 단위 

부피당 제공 가능한 기체의 양을 확인한다. 

 

(2)  초미세기포가 제거될 때 줄어드는 부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초미세기포의 크기 및 

기포 개수를 정량화 한다. 

 

(3)  초미세기포가 물 안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원리를 규명한다. 

이 때 서로 다른 두 상의 계면에 적용할 수 있는 헨리의 법칙과 

Young-Laplace 방정식이 크기 1 μm 이하의 초미세기포에 

적용가능한지 검증한다.  

 

(4)  순수한 기체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에서 기체 분자의 분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포 수 내의 

기포의 역할을 규명한다. 

 

(5)  초미세기포의 크기를 실험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DLS 방식으로 측정하여 개발된 측정 방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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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초미세기포수의 특성을 분석하는 실험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계면과 관련된 다양한 기존의 이론을 적용하고 여러 분야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며, 실험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장비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세부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험 방법 개발을 통한 초미세기포의 특성 분석 

- 다양한 순수한 기체(산소, 질소, 헬륨)으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를 이용하여 실험 방법 개발 

- 단위 부피의 초미세기포수가 보유하는 총 기체량 측정 

- 초미세기포가 제거되며 나타나는 부피 변화 측정 

 

(2)  이론 식을 실험 값을 적용하기 알맞게 변형 

- 헨리의 법칙, Young-Laplace 방정식 활용 

 

(3)  실험 방법 검증 

- MATLAB을 이용하여 두 실험 값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Sensitivity Analysis 진행 

-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통계 분석 진행 

- DLS 방식으로 기포의 크기 측정 

- 순수한 기체가 아닌 복합 조성을 가지는 기체를 주입하여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킨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실험 방법의 

적용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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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1. 배경 이론 

 

2.1.1. 초미세기포의 물리적 특성 

 

초미세기포는 직경 1 μm 이하의 기포를 의미하며, 이와 구분되는 

미세기포는 직경 100 μm 이하의 기포를 의미한다. 이 기포들은 Fig 

1.1과 같이 크기에 따라서 발생 이후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미세기포(마이크로 기포)는 점차 크기가 작아 지다가 주변의 물로 

터지며 소멸하는 반면, 초미세기포(나노 기포)는 물 속에 오랜 시간 

존재하다가 터지지 않고 수축하며 소멸하게 된다(Takahashi, 2007).  

 

Fig. 2.1. 기포 크기에 따른 변화 양상 모식도 (Takahashi, 2007) 

 

Takahashi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기포의 계면에는 

얼음에서 발견 될 수 있는 매우 강한 수소결합을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초미세기포의 강한 내부 압력에도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기포의 높은 내부 압력과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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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장력의 관계는 Young-Laplace 방정식(Eq. (2.1))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𝑃𝑃 =  γ ∙ (
1
𝑟𝑟1

+
1
𝑟𝑟2

) 

 

여기서, ∆P : 계면의 안과 밖의 압력 차이(Laplace 압력) 

𝛾𝛾 : 계면의 표면장력 

𝑟𝑟1 : 계면의 최대 곡률 반경 

𝑟𝑟2 : 계면의 최소 곡률 반경 

 

Young-Laplace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Lapalce 압력(∆P)은 휘어진 

계면에 힘의 평형을 적용하여 유도된 식이다. 휘어진 계면은 평평할 

때보다 계면의 면적이 늘어나 계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계면 에너지를 줄이고자 계면의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고 이것이 계면의 압력 차를 만들게 된다. 여기서 최소의 계면 면적을 

가지는 형상은 구의 형태이며, 이는 물방울이나 기포가 구의 형상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을 설명한다. 계면의 안과 밖 중 더 높은 압력을 

가지는 곳이 볼록한 부분의 내부이다. 예를 들어, 물방울의 경우는 

물방울 내부 물의 압력이 밖의 대기 압력에 비해 크고, 수중에 존재하는 

기포는 기포 내부의 압력이 밖의 수압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계면의 안과 밖의 압력 차를 나타내는 Laplace 압력은 Eq. (2.1)에 

따라 계면의 곡률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으며, 계면으로 이루어진 부피, 

즉 구의 크기가 작아지면 곡률이 커져 매우 큰 Laplace 압력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1 μm이하의 초미세기포는 거의 완벽한 

구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이에 따라 Eq. (2.1)는 물에 담긴 

초미세기포를 설명하는 Eq. (2.2)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Eq.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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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𝑃𝑖𝑖𝑖𝑖 − 𝑃𝑃𝑜𝑜𝑜𝑜𝑜𝑜  =  
2𝜎𝜎
𝑟𝑟

 

 

여기서, 𝑃𝑃𝑖𝑖𝑖𝑖 : 초미세기포의 내부 기체 압력 

𝑃𝑃𝑜𝑜𝑜𝑜𝑜𝑜 : 초미세기포의 외부 액체 압력 

𝜎𝜎 : 물의 표면장력 

𝑟𝑟 : 초미세기포의 기포 반지름 

 

위 식을 통하여 기포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기포의 내부 압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Fig. 2.2와 같이 나타내어 시각화 할 

수 있다. 산소 기체에 대하여 상온 조건 (25℃) 일 때 기포의 안과 

밖의 압력 차이를 Eq. (2.2)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Fig. 2.3과 같다. 

 

   

Fig. 2.2. 기포 크기에 따른 변화 양상 모식도 (Takahashi, 2007) 

 

기포의 표면 전하와 부상 속도 또한 기포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포의 표면 전하는 다양한 pH 조건에서 

(-)전하를 띄며,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하여 기포의 표면 전하를 

(+)전하로 바꾸어 활용되기도 한다(Graciaa, 2000). 기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강한 음전하의 표면 전하를 가지게 되며, 마이크로 기포가 

소멸할 때 음전하의 세기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Takahashi, 2007). 초미세기포는 기포 간 강한 정전기적 반발력이 

Eq.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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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게 되고, 기포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존재 할 수 있게 한다.  

1 μm 보다 큰 마이크로 기포의 부상 속도는 Stoke’s 방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5 μm의 기포는 0.2 mm/min의 속도로 

부상하는데, 이는 25 μm의 기포 부상 속도보다 약 100배 더 느린 

속도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하는 1 μm 이하의 초미세기포의 부상 

속도는 주로 Brownian motion으로 설명되며, 거의 부상하지 않는다.  

 

 

Fig. 2.3. 산소 기체로 발생시킨 기포의 반지름에 따른 

계면 안과 밖의 압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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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초미세기포의 화학적 특성 

 

앞서 2.1.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초미세기포는 강한 내부 압력을 

가지게 되고, 이는 기체의 용해도와 기체분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헨리의 법칙으로 연결 지어 설명 될 수 있다. 헨리의 법칙은 주로 

무극성에 해당하는 난용성 기체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산소, 질소, 

헬륨, 이산화탄소 등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물 속에 녹아 이온화 

되거나 산-염기 반응을 하는 암모니아와 같은 기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기체 분자가 기상과 액상으로 각각 존재할 때, 액체에 녹아들어가는 

기체 분자의 수와 액체에서 빠져나오는 기체 분자의 수가 같아질 때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 평형 상태는 기체 분자의 용해도에 따라 

달라지며, 액체 속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의 화학적 특성, 온도, 액체 내 

기체의 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헨리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액체 속의 기체의 농도는 기체의 압력에 비례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식으로는 Eg. (2.3)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식은 Fig. 2.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𝐾𝐾𝐻𝐻  =  
𝑃𝑃
𝐶𝐶𝑎𝑎𝑎𝑎

 

 

여기서, 𝐾𝐾𝐻𝐻 : 헨리의 상수 

𝑃𝑃 : 기체 압력 

𝐶𝐶𝑎𝑎𝑎𝑎 : 액체 내 기체 분자의 농도 

 

헨리의 상수는 실험적으로 정해진 값으로,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측정한 온도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상온 조건(25℃)에서의 헨리의 상수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Table. 2.1과 

같이 나타난다. 

Eq.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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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기체 압력에 따른 용존 기체 농도의 변화 모식도 

 

Table. 2.1. 다양한 기체 별 헨리의 상수 (Sander, 2015) 

Gas 
Constant 

(atm/ 
(mol/liter)) 

He 2865 

O2 756.7 

N2 1600 

H2 1228 

CO2 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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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연구 

 

2.2.1. 초미세기포의 특성 분석 연구 

 

선행 연구에서 초미세기포의 특성은 주로 기포의 크기, 기포의 표면 

전하 분석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기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기포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부상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Stoke’s law를 이용하였다. 이는 Fig. 2.5와 같이 Image 

Analysis를 통해 기포의 부상 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포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Fig. 2.5. 기포의 부상 속도를 이용하여 기포 크기 측정 실험 

구성(좌)와 실제 크기 측정 결과 일부(우) (Tomiyama, 2002) 

 

그러나, 2.1.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크기 1 μm이하의 

초미세기포의 움직임은 Brownian motion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부상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포의 직접 측정보다는 

기포를 입자로 가정하여 빛의 산란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나노 크기의 기포의 크기를 측정하는 국제표준법을 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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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기포의 표면 전하는 용액의 pH에 따라 달라지며, 기포 크기에 따라 

다른 영전하점 (Isoelectric point, IEP)를 가진다. Fig. 2.6는 pH에 

따라서 기포의 크기 변화와 표면 전하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초미세기포의 IEP를 4.5로 나타내었으며(Calgaroto, 2014), 

다른 연구에서는 IEP 2.2-2.4(Najafi, 2007), IEP 1.5(Li, 1992)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인 Tap water 혹은 3차 증류수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의 경우 기포의 표면 전하는 음전하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전하의 표면 전하를 가지는 초미세기포 주변의 이온의 분포는 

Fig 2.7과 같이 나타나며, 다양한 용도에 맞추어 표면 전하를 바꾸기 

위하여 양이온성 혹은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투입하였다(Calgaroto, 

2014). 

 

 

Fig. 2.6. pH에 따른 초미세기포의 표면 전하 (Calgaro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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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기포의 표면 전하를 나타낸 모식도(Liese, 2013) 

 

 

  

Fig. 2.8. 다양한 계면활성제 투입에 의한  

기포의 표면 전하 변화 (Calgaroto, 2014) 

 

 

 

 



 

 14 

종합하면, 초미세기포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포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증류수에 담긴 초미세기포의 표면 전하를 측정하는 것이다. 

보다 간단하게 초미세기포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Kim, 2014의 

연구에서는 초음파 주사를 통하여 초미세기포를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미세기포로 병합시켜 뿌옇게 흐려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발생한 초미세기포가 400 nm 이하의 크기로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인 400~700 nm 보다 작아 빛의 산란을 일으키지 

않으나, 병합에 의해 400 nm 이상의 크기를 갖는 기포가 형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안정한 

초미세기포에 수 초간 초음파를 주사하면 Fig. 2.9와 같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관찰되며, 수 분 내로 미세기포가 물 표면으로 부상하여 

빠져나간다. 이를 약 5회 반복하고 나면, 초음파를 주사하여도 더 이상 

뿌옇게 흐려지지 않는다. 즉, 초음파를 수 회 반복하여 초미세기포수에 

주사하는 경우 물 내의 초미세기포를 제거할 수 있다. 

 

   

Fig. 2.9. (a) 초음파 주사 전 초미세기포수, (b) 초음파 5초 주사 후 

초미세기포수의 병합과 미세기포 부상, (c) 초음파 주사 5회 반복 후 재 

주사 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초미세기포수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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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장비 및 방법 
 

3.1. 실험 장비 

 

3.1.1. 용존 산소량 측정 

 

DO meter (ProODO, YSI Inc., USA)는 용존 산소에 의해 화학 

염료의 발광되는 수명(lifetime)과 강도(Intensity)가 약화되는 정도를 

측정 한다. 용존 산소가 없을 때, 발광 신호의 수명과 강도는 최대가 

되며, 감지 소자(Sensing Element)에 용존 산소가 증가하면 신호의 

수명과 강도가 비례하게 감소한다. 용존 산소 농도와 신호의 관계는 Eq. 

(3.1)의 The Stern-Volmer 방정식에 의해 설명된다(YSI, 2008). 

 

𝐼𝐼0 𝐼𝐼⁄ = 1 +  𝑘𝑘𝑎𝑎𝑡𝑡0 ∙ 𝑂𝑂2 

 

여기서, 𝐼𝐼0 : 용존 산소가 없을 때 나타나는 최대 발광 수명과 세기 

𝐼𝐼 : 용존 산소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발광 수명과 세기 

𝑘𝑘𝑎𝑎 : 소광 속도 계수 

𝑡𝑡0 : 소광 수명 

𝑂𝑂2 : 산소의 농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DO meter는 Fig. 3.1과 같이 Outer layer와 

Sensing layer로 구성되어있다. Outer layer에는 염료의 손실 없이 

산소가 투과할 수 있도록 하며, Sensing layer에는 특정 파장 대에서 

발광하는 염료가 있는 층이다. 용존 산소는 Outer layer을 통과하여 

특정 파장대에서 발광하는 염료의 수명을 변화시키며, 이 변화되는 

정도를 기존의 문헌과 값을 대조하여 용존 산소량을 측정한다. 다른 

Eq.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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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 산소량 장비와 대조되는 특징은, 산소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용존 

산소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액을 정치 시킨 뒤 측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온도에 따라 산소 포화량을 다르게 적용하여 산소 포화도 

(%)로 측정하여 이를 다시 농도 단위 mg/L으로 계산한다.  

 

 

Fig. 3.1. YSI 광학 센서의 산소 농도 측정 모식도 (YSI, 2009) 

 

3.1.2. 압력 변화 측정 

 

디지털 압력계(PXT Series, Ulfa Technology co., Ltd., Korea)는 

공기 또는 비부식석 기체의 차압, 정압, 진공압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전류 신호로 출력하는 기계이다. 압력계에는 높은 압력을 받는 정압 

배관과 낮은 압력을 받는 부압 배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3.2와 

같이 정압 배관에 바늘을 연결하여 고무 마개로 밀폐되어 있는 병 

내부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압력은 차압을 측정하도록 

설정하여 밀폐 되어있는 병 내부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3.2. PXT Series 압력계의 장비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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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방법 

 

3.2.1. 초미세기포의 발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미세기포 발생 장치는 Fig. 3.3과 같이 

Splitting-type의 발생 장치로, 기체와 액체를 혼합하는 격벽으로 

이루어진 Mixing chamber와 혼합된 유체를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는 

지름 8 mm, 길이 100 cm의 Splitter로 구성되어있다. 이 발생 

장치에서는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물 또는 수용액을 수조에 

담고 이를 펌프를 이용하여 일정한 유속 300 mL/min으로 발생 장치로 

유입 시킨다. 수조에 담긴 액체를 안정적으로 10분 동안 유입시킨 뒤, 

일정한 유속 30 mL/min으로 기체를 발생 장치에 유입시켜 큰 크기의 

기포를 먼저 발생시키고 이를 전단력을 이용하여 작은 기포로 쪼개 

초미세기포수(또는 초미세기포 부유액)을 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미세기포 발생 장치로 유입되는 유체와 유출되는 초미세기포수는 

순환식으로 발생되며, 수조에 담겨있던 물 또는 수용액이 점차 

초미세기포수으로 치환되는 방식으로 수조 내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킨다. 

순 산소를 이용하여 순환식으로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경우 시간에 

따라 수조의 용존 산소 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최종적으로는 DO 

meter의 측정 최대 농도 89 mg/L를 상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기압 

상의 25 ℃에서 1 atm의 산소와 평형을 이루는 산소 농도가 38 mg/L 

임을 고려하면, 38 mg/L 이상의 용존 산소 농도는 수용액 내의 1 

atm보다 큰 내부압력을 가지는 초미세기포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00 mL의 증류수를 이용하여 초미세기포 

발생장치를 약 10분간 가동하였을 때 용존 산소의 농도가 38 mg/L 

이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10분간 더 가동하여 총 20분동안 

초미세기포수의 초미세기포의 개수가 포화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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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되는 초미세기포 발생 장치의 모습은 Fig. 3.4과 같다. 

 

Fig. 3.3. “Splitting-type” 초미세기포 발생 원리 (Kim, 2010) 

 

 

Fig. 3.4.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발생 장치의 가동 모습 

 

3.2.2 초미세기포수 내의 기포의 총 부피 측정 방법 

 

초미세기포수 내에 안정하게 부유하는 초미세기포를 모두 제거하면 

초미세기포가 차지하고 있던 부피만큼 기포 수의 부피가 감소한다. 이를 

Bubble Volume Concentration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라 하며, 모식도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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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와 같이 나타난다. 초미세기포수의 총 기포의 부피(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는 

기포의 부피와 기포 수 내의 기포의 개수와 비례하게 나타난다. 즉, 

초미세기포수의 부피 변화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는 다음과 Eq.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ubble Volume Concentration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  기포의 부피 ∗기포의 개수 

 

초미세기포수 내의 초미세기포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초미세기포수에 초음파를 주사하는 

것이고, 두번째 방법은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킬 때 주입된 기체가 아닌 

다른 종류의 기체를 주입하여 기포의 안정성을 깨는 것이다. 두 방법 

모두 초미세기포의 안정성을 낮추어 기포 간 합체 (Coalescence)를 

유도하며, 병합된 기포에 의해 물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관찰된다. 

병합된 기포는 Stoke’s law에 따라 일정한 부상 속도로 물 표면으로 

부상하여 물의 하부부터 점차 투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획득된 투명한 물에는 초음파를 주사하거나 다른 기체를 

주입하여도 더 이상 뿌옇게 변하지 않는다. 이는 초미세기포가 병합, 

부상을 통하여 물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기포수가 담겨있는 플라스크 벽면에 잔존할 수 있는 기포를 더 

효과적을 제거할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를 

측정하였다. 반면, 초미세기포는 매우 작아 그 개수가 많더라도 기포가 

제거되며 나타나는 부피의 변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피플라스크에 담긴 초미세기포수의 기포를 모두 제거하여도 

부피플라스크의 목에 나타나는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5 L 크기의 부피플라스크에 

부피플라스크의 목 보다 더 얇은 지름 2.5 cm, 길이 36.5 cm 의 

원기둥을 넣어 Fig. 3.6과 같이 부피의 변화 측정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부피 측정에 사용된 원기둥이 부피플라스크의 일정한 높이에 

Eq.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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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게하기 위해 원기둥의 위 1.5 cm 부분에 두께 5 mm의 실리콘 

튜브를 감아 사용하였다. 

순 산소를 이용하여 순환식으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는 5 L 크기의 

부피플라스크에 담겨 앞서 제시한 원기둥을 넣어 부피를 표시하였다. 

효과적으로 기포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기둥을 제거한 뒤 질소 기체를 약 

30분간 뿌옇게 흐려지지 않는 것이 관찰될때까지 주입하였으며, 다시 

원기둥을 넣어 부피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줄어든 부피는 표시선까지 

다시 채워질 때까지 주입된 물의 양을 측정하여 확인하였으며, 

부피플라스크 목에 묻는 물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Fig. 3.6과 

같이 바늘이 긴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을 표시선까지 주입하였다. 

 

Fig. 3.5. 초미세기포수의 기포 제거에 의한 기포 수 부피 변화 개념도 

 

   

Fig. 3.6. 초미세기포의 부피 변화 측정을 위한 실험 모식도와 측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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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초미세기포수의 총 산소 보유량 측정 방법 

 

3.2.3.1. 헨리의 법칙을 이용한 총 산소 보유량 측정 방법 

 

순 산소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는 용존 산소 농도가 DO meter의 

측정 한계치인 89 mg/L을 상회하여 초미세기포수의 용존 산소량을 

측정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또한, 초미세기포수 내 기상으로 존재하는 

산소와 액상으로 존재하는 용존 산소의 분배를 정확히 측정하는 표준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기체를 

이용하여 초미세기포수를 발생시켰을 때, 단위 부피당 보유하고 있는 

기체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먼저, 순 산소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를 125 mL의 Serum 

병(Wheaton, USA)에 일부 채운 뒤, 병의 상부 공간 Head space는 순 

산소 기체로 치환시켜 고무 마개로 완전 밀폐 시켰다. 그 후 병에 담긴 

초미세기포수에 초음파를 20분간 주사하여 Fig. 3.7과 같이 산소 기체의 

존재 형태 (1) 용존 산소, (2) 기포내 기상으로 존재하는 산소를 (3) 병 

상부의 기상으로 존재하는 산소, (4) 용존 산소로 바꾸어 주었다. 일정한 

온도에서 Head space의 기체 압력과 용존 산소 농도가 서로 평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 초미세기포가 제거된 물이 담긴 병을 항온(25℃) 

인큐베이터에 넣어 24 시간 동안 충분히 교반하였다. Head space 압력 

측정 시에는 Fig. 3.8과 같은 측정 방법으로 1 atm 에 비해 증가한 

압력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후 밀폐 용기를 열어 담겨 있던 

초미세기포수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압력 값은 헨리의 법칙에 적용하여 (4) 용존 산소의 농도를 

계산하고, 증가한 압력의 정도를 이상기체 방정식에 적용하여 (3) 병 

상부에 추가적으로 모인 산소의 양을 계산하였다. 이 두 값을 더하여 

초미세기포수에서 빠져나온 산소의 양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초미세기포수의 단위 부피당 보유하고 있는 산소의 양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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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초미세기포의 총 산소 보유량 측정하기 위한 실험 모식도 

 

 
 

Fig. 3.8. 초미세기포의 전체 산소량 측정 모습 

 

3.2.3.2. 희석을 이용한 총 산소 보유량 측정 방법 

 

앞서 3.2.3 에 서술한 초미세기포수의 총 산소량 측정 방법은 

산소의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닌 압력을 이용한 간접 측정 

방법으로, 다른 기체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의 총 기체 

보유량 측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소 농도의 직접 측정을 통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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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검증이 요구된다. 이에, 순산소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를 산소 

농도가 낮은 물에 희석하여 산소 농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희석 과정에서 초미세기포수의 용존 산소가 기상으로 석출되어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밀폐된 상태에서 초미세기포수를 희석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고안하였다. 

희석에 사용될 산소 농도가 낮은 물, 탈산소수는 증류수 500 mL 를 

비커에 담아 질소 기체를 충분히 통과시켜 준비하였으며, 

초미세기포수는 순 산소를 이용하여 발생시켰다. 밀폐된 상태에서 두 

액체를 섞기 위해 두 개의 주사기를 사용하였는데, 탈산소수는 DO 

meter를 이용하여 용존 산소량을 측정한 뒤 50 mL의 주사기에 49.5 

mL를 채웠으며, 초미세기포수는 3 mL의 주사기에 피스톤을 빼고 

주사기의 뒤쪽으로 0.5 mL 채워 기포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두 

주사기는 Fig. 3.9와 같이 직경 5 mm, 길이 1 cm 의 튜브를 이용하여 

연결하였으며, 희석할 때 큰 주사기(50 mL)에 담긴 탈산소수를 

초미세기포수가 담긴 작은 주사기로 천천히 밀어 넣어 기포수의 기포가 

병합하여 기상으로 바뀌는 것을 최소화 하였다. 이 후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10회 반복하여 두 액체를 충분히 섞어준 뒤, 비커에 담아 

변화된 용존산소량을 DO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3.9. 희석을 이용한 초미세기포의 전체 산소량 측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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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DLS 방식을 이용한 초미세기포의 크기 측정 

 

Dynamic Light Scattering (DLS)는 입자의 Brownian motion을 

측정하고 이를 입자의 크기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레이저를 입자에 

조사하여 분산된 빛의 세기 변동을 분석한다. 만약, 레이저와 같은 

광원이 작은 입자에 조사되면, 모든 방향으로 빛이 분산되어 반점 

모양의 패턴(Speckle Pattern)을 만든다. 이 패턴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가지게 되는데, 밝은 부분은 보상 간섭에 의해 생성되고 어두운 

부분은 상쇄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입자는 Fig. 3.10와 

같이 Brownian motion에 의해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작은 입자는 더 

빨리 움직이고, 큰 입자는 느리게 움직인다. 따라서 입자가 움직일 때 

반점 모양의 패턴이 움직이며 밝고 어두운 부분이 세기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특정 부분의 빛의 세기가 변동한다. 이 Brownian motion은 

Stokes-Einstein 방정식에 의해 의한 입자의 크기의 관계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LS 측정 기계 Zetasizer Nano system 

(Malvern Instruments Ltd., UK)은 빛의 세기의 변동 속도를 측정하고, 

이것을 이용해 입자의 크기를 계산한다. 이 기계에는 Digital Correlator 

라는 부품이 있어, 시간에 따른 두 신호 간의 유사도(The degree of 

similarity)를 측정한다. 특정 시간과 아주 짧은 시간 후의 반점 패턴을 

비교하면 두 신호는 굉장히 유사하고 강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조금 더 후의 신호를 비교해보면 상관관계는 줄어들 것이며, 한참 

시간이 흐른 후의 두 신호는 어떠한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DLS 방식은 나노 초나 마이크로 초의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완벽한 상관관계는 1의 값으로 측정되고, 상관관계가 없을 때는 0의 

값으로 측정된다. 시간에 따른 상관관계를 측정하면 상관관계는 0에 

도달하게 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Stokes-Einstein 방정식은 Brownian 

motion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입자의 속도가 입자의 크기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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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큰 입자가 측정되었을 경우 느리게 

운동하고, 반점 패턴의 세기가 느리게 변동할 것이다. 같은 원리로 작은 

입자가 측정되었을 경우 빠르게 운동하며 반점 패턴의 세기도 빠르게 

변동한다. Fig. 3.11과 같이 상관관계가 줄어드는 속도(Decay rate)는 

입자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이 정보는 크기 분포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비는 크기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에 대한 Decay rate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Fig. 3.10. 입자의 크기에 따른  

Brownian motion의 속도차이 (Malvern, 2013) 

 

 

Fig. 3.11. 입자의 크기에 따른 신호의  

시간에 따른 상관관계 변화 (Malver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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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4.1. 실험을 통한 초미세기포수 특성 분석 

 

4.1.1. 초미세기포수 내의 기포의 총 부피 측정 결과 

 

순 산소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에 질소 기체를 주입하면 

Fig. 4.1과 같이 안정한 초미세기포의 기포 간 합체가 유도되어 뿌옇게 

흐리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다.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기포가 

되어 부상하는 것이며, 시간에 따라 점차 투명해서 약 30 분 후에는 더 

이상 뿌옇게 흐려지지 않는다. 기포 수의 부피 감소(V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는 0.31 

± 0.16 mL/L suspension (평균±표준편차; n=3)으로 측정되었다. 

 

 

 
 

Fig 4.1. 질소 기체를 주입 시 관찰된 초미세기포의 기포 간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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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초미세기포수의 총 기체 보유량 측정 

 

4.1.2.1. 헨리의 법칙을 이용한 총 기체 보유량 측정 

 

초미세기포수의 총 산소 보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밀폐된 용기에 

담은 초미세기포수에 초음파를 주사하여 병 상부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초미세기포수에서 병의 Head space로 빠져나온 

산소의 양을 계산하였고, 결과는 199.34 ±  43.50 mL/L suspension 

(평균±표준편차; n=3)로 측정되었다. 이는 앞서 4.3에서 서술한 기포 

제거 시 줄어드는 부피 변화 0.31 mL/L suspension과 비교해볼 때 약 

600배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며, 매우 고무적인 양이 초미세기포수에서 

기상으로 석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병의 Head space의 압력을 이용하여 헨리의 법칙에 

따라 평형을 이루는 용존 산소량을 계산하였고, 이 값을 

초미세기포수에서 병의 Head space로 빠져나온 산소의 양과 합하여 

초미세기포수의 총 산소 보유량을 계산하였다. 초미세기포수의 총 산소 

보유량은 305.65 ± 57.19 mg/L suspension (평균±표준편차; n=3)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상온(25 ℃)의 대기와 평형을 이루는 산소 농도 8.88 

mg/L에 비해 약 35배에 해당하는 양이 초미세기포수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 질소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의 

총 질소 보유량은 117.47 ± 9.89 mg/L suspension (평균±표준편차; 

n=3)으로, 순 헬륨을 이용하여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의 총 헬륨 

보유량은 15.13 ± 0.38 mg/L suspension (평균±표준편차; n=3)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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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희석을 이용한 총 산소 보유량 측정 

 

순 산소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의 희석에 사용된 탈산소수의 산소 

농도는 1.51 ±  0.08 mg/L (평균 ± 표준편차; n=3)로 측정되었으며, 

희석된 후의 산소 농도는 4.73 ± 0.22 mg/L (평균±표준편차; n=3)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산소 농도의 변화 정도를 Mass Balance하여 

계산하면 초미세기포수의 전체 산소량은 322.85 ±  15.69 mg/L 

suspension (평균±표준편차; n=3)으로 계산 될 수 있다.  

헨리의 법칙과 희석 방법을 이용하여 고안된 두 실험 방법을 통하여 

얻은 초미세기포수의 전체 산소량은 두 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집단 간의 분산을 비교하는 일원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P 단측 검정 값이 0.32로 

기각치인 0.05보다 크게 나타나, 두 값은 95 %의 신뢰도로 서로 같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실험 오차가 적은 희석 

방법을 이용한 초미세기포수의 전체 산소량 측정을 통해 헨리의 법칙을 

이용한 초미세기포수의 전체 산소량 측정 방법을 검증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른 기체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에도 적용 가능한 실험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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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론 식 변형 및 실험값 대입을 통한 초미세기포수 특성 

분석 결과 

 

4.2.1. 초미세기포수의 기체 분자의 분배 결정 

 

순수한 기체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 내의 기체분자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하여 헨리의 법칙을 이용하여 이론 식을 세우고, 

앞서 실험을 통하여 얻은 초미세기포수의 실험값(𝐶𝐶𝑇𝑇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들을 

반영하였다. 먼저, 순수한 기체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 1 L 

내에 포함되어있는 기체 분자는 기포 내의 기상으로 기체 분자와 물에 

용존 된 액상의 기체 분자 두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기체 분자의 

존재 형태를 구분하기 위하여 초미세기포수 1 L에 기상으로 존재하는 

기체 분자의 양을 𝐶𝐶𝑔𝑔 (𝑚𝑚𝑚𝑚/𝐿𝐿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 로, 액상으로 존재하는 기체 

분자의 양을 𝐶𝐶𝑎𝑎𝑎𝑎 (𝑚𝑚𝑚𝑚/𝐿𝐿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 으로 표현하고, 두 기체 분자의 

양을 합한 전체 기체양을 𝐶𝐶𝑇𝑇 (𝑚𝑚𝑚𝑚/𝐿𝐿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세 농도 단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𝐶𝐶𝑇𝑇  =  𝐶𝐶𝑔𝑔  +  𝐶𝐶𝑎𝑎𝑎𝑎 

 

헨리의 법칙은 기포 내 기체의 압력과 기포 주변 물의 용존 기체 

분자 농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Eq. (4.1)에 표현된 기상으로 

존재하는 기체 분자의 양 𝐶𝐶𝑔𝑔 을 기포의 내부 압력으로 계산하기위해, 

우선적으로 기상으로 존재하는 기체 분자의 양 𝐶𝐶𝑔𝑔 을 대기압의 상온 

조건(1 atm, 298.15 K)에서 나타나는 부피 𝑉𝑉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𝑚𝑚𝐿𝐿/𝐿𝐿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Eq. (4.2)). 

 

𝑉𝑉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  𝐶𝐶𝑔𝑔 
𝑀𝑀𝑀𝑀𝑔𝑔 

 ×  𝑅𝑅 ×  𝑇𝑇298.15 𝐾𝐾
𝑃𝑃𝑔𝑔,1𝑎𝑎𝑎𝑎𝑎𝑎

     

Eq. (4.1) 

Eq.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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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𝑀𝑀𝑀𝑀𝑔𝑔 (𝑚𝑚𝑚𝑚 𝑚𝑚𝑚𝑚𝑠𝑠𝑙𝑙⁄ )은 기체 분자의 몰 질량, 𝑅𝑅 (𝑚𝑚𝐿𝐿 ∙ 𝑎𝑎𝑡𝑡𝑚𝑚 ∙

𝐾𝐾−1 ∙ 𝑚𝑚𝑚𝑚𝑠𝑠𝑙𝑙−1) 은 이상기체상수, 𝑃𝑃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과 𝑇𝑇298.15 𝐾𝐾 는 대기압의 상온 

조건(1 atm, 298.15 K)을 의미한다. 계산된 대기압의 상온 조건의 

𝑉𝑉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는 실제 초미세기포수 내에서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𝑉𝑉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를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기포의 내부 압력 

𝑃𝑃𝑖𝑖𝑖𝑖 (atm)에 관한 식으로 정리 될 수 있다(Eq. (4.3)). 

 

𝑃𝑃𝑖𝑖𝑖𝑖  =  

𝑉𝑉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𝑃𝑃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  

𝐶𝐶𝑔𝑔 
𝑀𝑀𝑀𝑀𝑔𝑔  ×  𝑅𝑅 × 𝑇𝑇298.15 𝐾𝐾

𝑃𝑃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이를 henry’s law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Eq. 

(4.4)). 

 

𝐾𝐾𝐻𝐻  =  
𝑃𝑃𝑖𝑖𝑖𝑖
𝐶𝐶𝑎𝑎𝑎𝑎

 =  

𝐶𝐶𝑔𝑔 
𝑀𝑀𝑀𝑀𝑔𝑔  ×  𝑅𝑅 × 𝑇𝑇298.15 𝐾𝐾

𝑃𝑃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𝐶𝐶𝑇𝑇  −  𝐶𝐶𝑚𝑚 
      

 

위의 식에 𝐾𝐾𝐻𝐻 (𝐿𝐿 ∙ 𝑎𝑎𝑡𝑡𝑚𝑚/𝑚𝑚𝑚𝑚) 은 헨리의 상수를 나타내며, 식 Eq. 

(4.4)을 𝐶𝐶𝑔𝑔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𝐶𝐶𝑔𝑔 =  
𝐾𝐾𝐻𝐻 ∙ 𝑀𝑀𝑀𝑀𝑔𝑔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 𝐶𝐶𝑇𝑇 ∙ 𝑃𝑃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𝐾𝐾𝐻𝐻 ∙ 𝑀𝑀𝑀𝑀𝑔𝑔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 𝑃𝑃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 𝑅𝑅 ∙ 𝑇𝑇298.15 𝐾𝐾
      

 

정리된 식 Eq. (4.5)에 실험값(𝐶𝐶𝑇𝑇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들을 대입하여 𝐶𝐶𝑔𝑔을 

계산하면 초미세기포수가 보유한 전체 기체 양 𝐶𝐶𝑇𝑇가 𝐶𝐶𝑔𝑔 , 𝐶𝐶𝑎𝑎𝑎𝑎의 형태로 

존재하는 양을 계산 할 수 있다(Table 4.1).  

 

 

 

Eq. (4.3) 

Eq. (4.4) 

Eq.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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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헨리의 법칙과 실험값을 대입하여 얻은 기체 분자의 분배 

기체 종류 
𝐶𝐶𝑇𝑇 𝐶𝐶𝑎𝑎𝑎𝑎 𝐶𝐶𝑔𝑔 

mg/L suspension mg/L suspension mg/L suspension 

O2 
305.65 
(57.19) 

302.74 
(56.65) 

2.90 
(0.54) 

N2 
117.47 
(9.89) 

115.14 
(9.69) 

2.33 
(0.20) 

He 15.13 
(0.38) 

14.60 
(0.36) 

0.53 
(0.01) 

* 제시된 값은 3회 실험의 평균치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이를 통해 초미세기포수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체의 양의 

대부분이 용존 기체 분자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2. 초미세기포의 크기 결정 

 

앞서 서술한 4.2.1에서 얻은 헨리의 법칙과 실험값을 통해 계산한 

초미세기포수 내에 기상으로 존재하는 기체 분자의 양 𝐶𝐶𝑔𝑔을 Eq. (4.3)에 

대입하여 기포의 내부압력을 구할 수 있으며, Eq. (4.6)과 같은 Young-

Laplace 방정식 (Young-Laplace equation)에 적용하여 Eq. (4.7)과 

같이 기포의 크기를 계산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포의 크기를 구의 

부피로 계산하여 Eq. (3.1)에 적용하면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실험 값을 이용하여 

기포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𝑃𝑃𝑖𝑖𝑖𝑖 − 𝑃𝑃𝑜𝑜𝑜𝑜𝑜𝑜 =  

𝐶𝐶𝑔𝑔 
𝑀𝑀𝑀𝑀𝑔𝑔  ×  𝑅𝑅 ×  𝑇𝑇298.15 𝐾𝐾

𝑃𝑃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  𝑃𝑃𝑜𝑜𝑜𝑜𝑜𝑜  =  

2𝜎𝜎
𝑟𝑟

      

 Eq.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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𝑟𝑟 =  
2𝜎𝜎 ∙ 𝑀𝑀𝑀𝑀𝑔𝑔 ∙ 𝑃𝑃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𝐶𝐶𝑔𝑔 ∙ 𝑅𝑅 ∙ 𝑇𝑇298.15 𝐾𝐾  −  𝑃𝑃𝑜𝑜𝑜𝑜𝑜𝑜 ∙ 𝑀𝑀𝑀𝑀𝑔𝑔 ∙ 𝑃𝑃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𝑃𝑃𝑜𝑜𝑜𝑜𝑜𝑜  (𝑎𝑎𝑡𝑡𝑚𝑚)은 기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부 압력을 의미하며, 

𝜎𝜎(N/m)는 대기압 상의 25 ℃ 물의 표면장력, r(m)은 기포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𝑃𝑃𝑜𝑜𝑜𝑜𝑜𝑜은 1 atm으로 가정하였다. 위의 Eq. (4.7)에 

앞서 계산된 𝐶𝐶𝑔𝑔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기포의 내부 압력과 

기포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Table 4.2) 

 

Table 4.2. Young-Laplace방정식에 실험값을 대입하여 얻은 기포 특성 

기체 종류 
기포 내부 압력 기포 크기 기포 개수 

atm nm 개/mL suspension 

O2 
7.16 

(1.34) 
466.3 

(119.0) 
5.8 × 109 

(3.6 × 109) 

N2 
6.58 

(0.55) 
514.8 
(48.8) 

4.3 × 109 
(1.4 × 109) 

He 10.46 
(0.26) 

304 
(8.39) 

2.1 × 1010 
(1.7 × 109) 

* 제시된 값은 3회 실험의 평균치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종합하면, 초미세기포수 1 mL 내 기포의 개수는 대략 1010 개에 

해당하며 기포 자체가 보유하는 기체 분자의 양은 많지 않지만, 

대기압의 평균 8배에 해당하는 높은 압력을 유지하며 주변의 물에 기체 

분자가 다량 녹을 수 있도록 한다. 

 

 

 

 

Eq.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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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두 실험값의 Sensitivity analysis 

 

앞서 서술한 Eq. (4.5)과 Eq. (4.7)을 조합하여 정리하면 Eq. 

(4.8)과 같이 두 실험 값( 𝐶𝐶𝑇𝑇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에 대한 기포의 크기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𝒓𝒓𝟏𝟏 =
2𝜎𝜎(𝐾𝐾𝐻𝐻 ∙ 𝑀𝑀𝑀𝑀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 𝑃𝑃𝑔𝑔,1𝑎𝑎𝑜𝑜𝑎𝑎 + 𝑅𝑅 ∙ 𝑇𝑇298.15 𝐾𝐾 )

𝑅𝑅 ∙ 𝑇𝑇298.15 𝐾𝐾 ∙ 𝐾𝐾𝐻𝐻 ∙ 𝐶𝐶𝑇𝑇 − 𝐾𝐾𝐻𝐻 ∙ 𝑀𝑀𝑀𝑀𝑔𝑔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 𝑃𝑃𝑜𝑜𝑜𝑜𝑜𝑜 − 𝑅𝑅 ∙ 𝑇𝑇298.15 𝐾𝐾 ∙ 𝑃𝑃𝑜𝑜𝑜𝑜𝑜𝑜
 

 

위 식에서는 두 실험 값(𝐶𝐶𝑇𝑇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중에 기포의 크기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sensitivity analysis (MATLAB, 

MathWorks, Inc., USA)를 진행하였다. 실험값 𝐶𝐶𝑇𝑇은 1 기압과 평형을 

이루는 용존 기체의 양의 1.5배부터 10배까지의 범위를,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는 

0.1–10.0 mL/L의 범위로 하여 같은 기포 크기를 계산하였으며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값은 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내었다. 

 

 

Fig. 4.2. 순 산소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의 기포 크기 결정 

Eq.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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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순 질소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의 기포 크기 결정 

 

 

 

Fig. 4.4. 순 헬륨으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의 기포 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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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4는 각각 산소, 질소, 헬륨 기체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에 대한 두 실험값(𝐶𝐶𝑇𝑇,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의 Sensitivity Analysis 

결과이며,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 얻은 값을 그래프 상에 도시하였다. 

이를 통해 순 산소로 발생시킨 경우 초미세기포수의 총 기체 보유량이 

160 mg/L 이상, 순 질소로 발생시킨 경우 70 mg/L 이상, 순 헬륨으로 

발생시킨 경우 5.5 mg/L 이상일 경우, 지름 1 μm 이하의 초미세기포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 또한, 𝐶𝐶𝑇𝑇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의 작아지는 정도가 점차 줄어들어 𝐶𝐶𝑇𝑇 의 농도가 높을수록 기포 

크기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𝐶𝐶𝑇𝑇  일 때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가 증가하면 기포의 크기가 증가하며, 

동일한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일 때는 𝐶𝐶𝑇𝑇 가 증가하면 기포의 크기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ensitivity Analysis에서 같은 기포 크기를 

연결한 선이 수직 방향보다 수평 방향으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는 두 

실험값 중 기포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𝐶𝐶𝑇𝑇의 값이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포의 크기는 주로 𝐶𝐶𝑇𝑇 에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포 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에 0의 값을 대입하여 Eq. (4.8)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Eq. (4.9)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𝒓𝒓𝟐𝟐  =  
2𝜎𝜎

𝐾𝐾𝐻𝐻 ∙ 𝐶𝐶𝑇𝑇 − 1 
 ≈  

2𝜎𝜎
𝐾𝐾𝐻𝐻 ∙ 𝐶𝐶𝑇𝑇  

          

 

위의 식을 통해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을 생략하여 정리하였을 때, 𝐶𝐶𝑇𝑇은 기포의 

반지름과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실험 값(𝐶𝐶𝑇𝑇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중 한 개의 실험값 𝐶𝐶𝑇𝑇으로 기포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으며,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측정 생략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포 크기 오차는 다음 Eq. 

(4.10)과 같이 Error Ratio (%)로 Sensitivity Analysis를 진행하였다. 

Eq.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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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Ratio (%)= 
𝑟𝑟1− 𝑟𝑟2
𝑟𝑟1

 × 100 (%)          

 

 

Fig. 4.5. 순 산소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의 크기 Error Ratio(%) 

 

  

Fig. 4.6. 순 질소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의 크기 Error Ratio(%) 

Eq.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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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순 헬륨으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의 크기 Error Ratio(%) 

 

Fig. 4.5-4.7은 각각 산소, 질소, 헬륨 기체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의 기포 크기를 결정 할 때, 간략화한 Eq. (4.9)를 

이용하여 기포의 크기 결정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계산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세 그래프에서 나타난 5와 10은 각각 5 %의 오차, 10 %의 

오차를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크기 1 μm이하의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킨 

경우 실험 값 𝐶𝐶𝑇𝑇만 이용하여 Eq. (4.8)가 아닌 간략화한 Eq. (4.9)을 

이용하여도 기포 크기 측정에 10 % 이내의 오차를 발생시켜 Eq. 

(4.9)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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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LS 방식을 이용한 초미세기포의 크기 측정 

 

본 연구에서는 DLS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체로 각각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순 산소의 경우 372.3 ±  102.5 nm 

(평균 ± 표준편차; n=11), 순 질소의 경우 522.1 ±  135.4 nm 

(평균 ± 표준편차; n=7), 순 헬륨의 경우 325.4 ±  152.5 nm으로 

나타났다.  

이론 식과 실험 값을 통하여 계산된 초미세기포의 크기와 DLS 

방식을 이용하여 측정된 초미세기포 크기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집단 간의 분산을 비교하는 일원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세 기체에서 모두 P 단측 검정 값이 

기각치인 0.05보다 크게 나타나, 두 측정 값은 95 %의 신뢰도로 서로 

같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DLS 방식을 이용하여 초미세기포수를 1회 측정 시 나타나는 크기 

분포도는 Fig. 4.8-4.10과 같이 각각 나타났다. 

 

Fig. 4.8. DLS 방식을 이용한 순 산소 초미세기포의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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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DLS 방식을 이용한 순 질소 초미세기포의 크기 분포 

 

 

 

Fig. 4.10. DLS 방식을 이용한 순 헬륨 초미세기포의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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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실제 기포 분포도에서 계산된 기포 크기의 특성 

 

실제 초미세기포수에 존재하는 기포는 Fig. 4.8-4.10과 같이 

다양한 크기의 기포의 분포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론 식 

변형 및 실험값 대입을 통한 얻은 초미세기포의 크기는 기포의 평균적인 

크기를 나타내므로, 이 기포가 실제 분포에서 어느 값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기포의 크기를 측정할 때 제시하는 Eq. (4.9)는 기포 

수 내에 산소가 고르게 퍼져있다는 전제가 있다. 즉, 기포 수에서 

기포를 제외한 물 내에 산소의 농도는 모두 같다는 가정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평균 용존 산소 농도와 평형을 이루는 

기포의 크기를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는 과포화 

되어있는 산소 농도가 균일하게 퍼져 있지 않아 평형을 이루는 기포의 

크기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수식로 파악하기 위해 기포가 

평형을 이루며 산소의 농도를 결정하는 영향 반경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Eq. (4.9)에 따라 크기 𝑟𝑟1 , 𝑟𝑟2 ,⋯  𝑟𝑟𝑖𝑖 의 기포 주변의 산소 

농도는 각각 𝐶𝐶1 , 𝐶𝐶2 , ⋯  𝐶𝐶𝑖𝑖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실험에 의해 

측정된 평균 산소 농도가 𝐶𝐶𝑎𝑎𝑎𝑎𝑔𝑔. 라 하면, 실제 산소 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𝐶𝐶𝑎𝑎𝑎𝑎𝑔𝑔. =  
𝐶𝐶1 + 𝐶𝐶2 + ⋯+ 𝐶𝐶𝑖𝑖

𝑠𝑠
 

 

위 식에 Eq. (4.9)을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q. (5.1) 

Eq.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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𝑠𝑠
𝑟𝑟𝑎𝑎𝑎𝑎𝑔𝑔

 =  
1
𝑟𝑟1

+
1
𝑟𝑟2

+ ⋯+
1
𝑟𝑟𝑖𝑖

 

 

즉, 초미세기포수의 전체 산소량을 측정하여 제시하는 기포의 

크기는 Eq. (5.2)와 같이 조화 평균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기포의 

조화 평균값을 기준으로 더 작은 기포가 존재하면 그와 균형을 맞추는 

더 큰 기포가 존재해야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용존 기체 

분자의 양에 따라 결정된 기포의 크기는 실제 기포 분포의 중앙값을 

제시하며, Fig. 4.8-4.10에서 기포의 분포도가 작은 쪽으로 치우침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다. 

 

5.2. 복합 조성의 기체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기체를 이용하여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키고, 

초미세기포의 특성 분석에 이용할 두 실험값( 𝐶𝐶𝑇𝑇 ,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에 대한 

Sensitivity Analysis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초미세기포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초미세기포의 용존 상태의 기체 분자의 

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순환식으로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킬 때 초기의 초미세기포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다. 순환식으로 초미세기포를 발생 시킬 때, 초기에는 높은 

내부 압력을 가지는 초미세기포와 평형을 이루기에 충분한 양의 용존 

기체 양이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발생된 초미세기포는 

주변의 용존 기체 농도를 높이면서 서서히 작아져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크기의 초미세기포로 주변의 용존 기체와 평형을 이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초미세기포의 적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합 조성의 

기체를 이용하여 초미세기포를 발생시켰을 때 나타나는 초미세기포의 

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복합 조성의 기체는 순수한 기체와 같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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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주변의 용존 기체분자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 크기를 유지하지 

못하며, 기체의 용해도에 따라 기포의 기체 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 동안 기체를 주입하면 결국은 주입된 기체의 

조성과 기포 내의 조성은 같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기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공기를 이용하여 1 μm이하의 초미세기포를 발생시켰을 

때 기포 내부의 산소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Eq. 

(4.9)의 𝐶𝐶𝑇𝑇 와 𝐶𝐶𝑎𝑎𝑎𝑎 와 같다고 가정하고, 산소 기체의 비율(unitless)을 

적용하여 Eq. (5.1)와 같이 나타내었다. 에서 ∆𝑂𝑂2 는 기체 조성 중 

산소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포 내 일정한 산소 비율(1 %, 10%, 25%, 

50%)을 가지는 초미세기포를 가정하여 용존 산소 농도와 기포 크기의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Fig. 5.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𝑟𝑟 ≈  
2𝜎𝜎

𝐾𝐾𝐻𝐻 ∙ 𝐶𝐶𝑇𝑇 ∙ 1/∆𝑂𝑂2  
 ≈  

2𝜎𝜎
𝐾𝐾𝐻𝐻 ∙ 𝐶𝐶𝑎𝑎𝑎𝑎 ∙ 1/∆𝑂𝑂2

        

 

다양한 산소 기체의 비율을 가지는 기체에 Eq. (5.1)을 적용하였을 

때, 주입한 산소 기체의 비율이 커질수록 같은 용존 산소량이 

측정되더라도 더 큰 크기의 기포가 존재하게 된다. 반대로, 주입한 산소 

기체의 비율이 커질 수록 같은 크기의 기포가 측정 되더라도 더 높은 

용존 산소 농도와 평형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다른 논문에서 용존 기체 분자의 농도와 기포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Kim (2014)의 연구에서는 공기를 이용하여 기포를 발생시켰으며, 용존 

산소 농도와 기포 크기의 상관 관계를 경험식으로 추정하여 Fig. 5.3와 

같은 함수로 나타내었다.  

 

Eq.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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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복합 기체 조성에서 산소의 비율에 따른 기포 반지름 변화 

 

 

Fig. 5.2. 기포 크기와 용존 산소 농도의 상관관계 경험식 (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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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 Kim (2016)에서 위의 경험식을 이용하여, 측정된 용존 

산소량을 기포의 크기로 계산하였고,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1. DO를 경험식에 대입하여 기포의 크기 추정 (Kim, 2016) 

DO (mg/L) 측정값 
(Kim, 2016) 

11.05 13.81 14.17 15.23 15.77 15.92 16.04 16.71 17.53 

기포 크기 (μm) 
(Kim, 2016) 

4.04 2.74 2.65 2.43 2.34 2.31 2.29 2.19 2.08 

 

Table 5.1의 연구 결과를 본 연구의 Eq. (5.1)에 적용해보고자 Fig. 

5.3과 같은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그래프의 선은 공기의 비율과 같은 

산소 21%을 대입하여 얻었으며, 표시된 별 모양의 값은 다른 연구(Kim, 

2016)에서 경험식을 이용하여 용존 산소 측정 값을 기포 크기에 적용한 

값을 의미한다.  

 

 

Fig. 5.3. 산소 비율이 21 %인 공기 기포의 측정값 대입 (Ki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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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그래프와 다른 연구의 경험식의 오차가 

나타나는데, 이는 Kim, 2016에서 발생한 기포의 산소 비율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위하여 DO 측정값에 

헨리의 법칙을 적용하여 평형을 이루는 산소 기체 분압을 구하였다. 

그리고, 기포 크기를 Young-Laplace 방정식에 적용하여 기포 내부 

압력을 계산하여 산소와의 비율을 계산하였다(Table 5.2).  

 

 Table 5.2. DO를 이용하여 기포 내부의 산소 분율 계산 결과 

DO (mg/L) 측정값 
(Kim, 2016) 

11.05 13.81 14.17 15.23 15.77 15.92 16.04 16.71 17.53 

기포 내부  
산소 비율 

15.8 16.5 16.6 17.0 17.3 17.3 17.4 17.6 18.0 

 

일반적으로 공기에서 산소의 비율은 약 21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의 결과를 통해서 용존 산소 농도와 평형을 이루는 기포 

내부의 산소 분율은 21 %보다 낮은 값으로 계산이 되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번째는 기포의 존재로 인한 DO meter 

(ProODO, YSI)의 용존 산소 측정의 영향이다. 용존 산소량을 측정할 

때 사용된 DO meter의 probe에는 특정 크기를 가지는 mesh가 

존재한다. 이 probe를 초미세기포수에 넣으면 Fig. 5.4과 같이 mesh를 

통과하여 들어올 수 있는 기포는 probe 내부로 침투하여 DO meter의 

측정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16). 따라서, 용존 산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경험식의 오차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 두번째는 1 μm 

이상의 상대적으로 큰 기포의 불안정성 때문일 수 있다. 계산된 기포 

내부 산소 분률은 용존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기포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21 %에 더 가까운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포가 작아질수록 더 완전한 구형을 띄며 안정해져 주입된 기체의 

조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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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DO meter의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기포 크기(Kim, 2014) 

 

이 결과는 초미세기포의 적용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고찰로 확대될 

수 있다. 다양한 기체를 이용하여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킬 때, 산소를 

제외한 다른 기체는 용존 기체 분자의 량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기체 조성을 가진 기체를 이용하여 초미세기포수를 발생시킬 때, 

일정한 비율만큼 산소를 주입하여 Eq. (5.1)에 산소의 비율을 대입하고, 

DO meter를 이용하여 용존 산소량을 측정하면 기포의 크기 및 다른 

기체의 과포화 된 용존 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산소 

기체를 초미세기포수의 특성 분석의 Indicator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47 

제 6 절 결론 
 

본 연구는 초미세기포수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법 개발을 통해 

초미세기포수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① 두 실험 

방법 개발을 통한 초미세기포수 특성 분석, ② 이론식 변형 및 실험값 

대입을 통한 초미세기포수의 기체 분자의 분배 및 크기 결정, ③ DLS 

방식을 이용하여 초미세기포의 크기 측정을 통한 방법 검증의 세 단계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를 다음에 나타내었다. 

 

(1)  순 산소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의 총 산소 보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초미세기포수를 밀폐 용기에 담고 초음파를 주사하여 

용기 상부의 압력 변화를 측정을 통해 평균 305.65 mg 𝑂𝑂2 /L 

suspension으로 측정되었다. 이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순 

산소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를 희석하여 산소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초미세기포수는 평균 322.85 mg 𝑂𝑂2 /L 

suspension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OVA 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평균 값은 통계적으로 같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다른 기체로 발생시킨 초미세기포수의 총 기체 

보유량 측정을 위의 방법 압력 변화 측정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새로운 실험 방법 개발을 통하여 얻은 Bubble Volume 

Concentration(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 총 기체 보유량의 실험값을 변형한 

두 이론식, Young-Laplace 방정식과 헨리의 법칙에 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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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초미세기포수의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초미세기포수 

내 기체 분자의 분배와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초미세기포의 

크기 및 개수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었다. 계산 결과, 

초미세기포수가 보유하는 총 기체의 대부분(약 98%)은 용존 

상태로 존재하며, 기포 자체가 보유한 기체의 양은 매우 적지만 

높은 내부압력을 유지하여 주변 물이 용존 기체의 과포화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DLS 방식을 이용하여 초미세기포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와 (2)의 방법을 통해 계산된 초미세기포의 크기를 ANOVA 

분석을 진행하니 두 값은 신뢰도 95% 이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방법을 도입할 때 가정하였던 Young-

Laplace 방정식, 헨리의 법칙이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기포에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이론식의 변형을 이용하여 기포의 크기를 결정할 때 대입하는 

두 실험 값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와 총 기체 보유량 중 어떤 실험값이 기포 

크기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Sensitivity 

Analysis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초미세기포수의 𝑉𝑉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𝑖𝑖𝑜𝑜𝑖𝑖 

보다는 총 기체 보유량이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기포 크기를 계산하는 식을 

간소화 할 수 있었다. 간소화된 식은 기존의 식에 비해 대부분 

10 % 이내의 오차율을 나타내며, 이는 초미세기포수의 총 기체 

보유량 만을 측정하여 기포의 크기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이론 식과 실험 값을 적용하여 제시한 기포의 크기가 실제 초

미세기포의 분포에서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자 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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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분석하였다. 초미세기포수의 총 보유 기체량을 통해 제시

하는 기포의 크기는 실제 기포들의 산술 평균이 아닌 조화 평균

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포 크기 분포도가 작을 쪽

으로 치우쳐 측정된 이유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한다. 

 
(6)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미세기포의 특성 분석법을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와 연결하여 다양한 조성의 기체로 초미세기포를 

발생시켰을 때 기포의 기체 조성에 대한 고찰을 해보았다. 

산소가 21 % 포함되어있는 공기를 이용하여 초미세기포를 

발생시킨 경우 기포 내부의 산소 비율을 21 %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기포가 작아질수록 그 비율이 21 %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포 크기가 작아질수록 

기포 발생시 주입된 기체의 조성과 유사한 기체 분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용존 산소 

농도 측정이 추후 초미세기포수 특성 분석시 Indicator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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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bstantial enhancement of dissolved gas 
concentration in the presence of ultrafine bubble 

 

Euna Kim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technology of generating ultrafine bubble with a 

size of less than 1 μm has been developed in the field of water 

treatment, and ultrafine bubble is potentially applicable in various 

fields of study. Ultrafine bubble is capable of holding a large amount 

of gas at high internal pressures, which can serve as an effective gas 

carrier. Therefore, the ultrafine bubble can be a viable alternative to 

existing methods with limitations. Characterization of ultrafine bubble 

is required to ensure more precise and reproducible applicability of 

ultrafine bubble. 

In this study, I have developed analytical methods for 

characterizing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ultrafine 

bubble such as liquid-gas partitioning and total gas content. Two new 

experimental methods have been developed, and the experimental 

values are applied to combined two theoretical concepts. Through 

this process, the liquid-gas partitioning and the bubble size were 

determined, and these results were verified by Dynamic Light 

Scattering (DLS) measurement. 

Consequently, it was demonstrated that ultrafine bubble 

suspension generated using pure gas is highly supersatur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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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lved gas, carrying approximately 305.65 ± 57.19 mg/L 

suspension of oxygen, 117.47 ± 9.89 mg/L suspension of nitrogen, 

15.13 ± 0.38 mg/L suspension of helium, and the volume of water 

reduced by removing bubbles (i.e., Bubble Volume Concentration), 

was 0.31 ± 0.16 mL/L suspension. It was found that the total gas 

content was mostly partitioned into the dissolved phase (98%), giving 

the bubble diameter of approximately 400 nm. The result was 

compared with the size of the bubble measured by the Dynamic Light 

Scattering metho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two results were 

the same with 95% confidence in the ANOVA analysis. The liquid-

gas partitioning suggests that the bubble itself does not hold a large 

amount of oxygen, but make the surrounding water equilibrate with 

the high partial pressure to keep the dissolved oxygen 

supersaturated. Also, Sensitivity Analysis showed that among the 

two experimental values, the total gas content of ultrafine bubble 

suspension had a greater influence on determining the bubble size. 

In this study, I developed an experimental method to determine 

the bubble diameter and to estimate the oxygen partitioning in gas 

and dissolved phase in an ultrafine bubble suspension and clarified 

the role of bubbles in ultrafine bubble suspension. I expect that this 

study will support quantitative and reproducible research using 

ultrafine bubble in various fields. 

 

Keywords : Ultrafine bubble, Henry’s Law, Young-Laplace equation, 

Bubble Size Measurement, Dynamic Light 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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