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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free rising oblate spherical bubble is 
investigated. As noted by Saffma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iral motion are defined with parameters 
of the spiral frequency, spiral radius, and rising velocity. High speed camera recorded every detail 
information of free rising bubble. The spiral number,  the bubble rise velocity, and the angular 
velocities were measured for the bubble size between 1.0mm to 20.0mm in diameter. In order to make 
clear trajectory, we employed the Fast Fourier Transformation for the normal digital camera data to 
synchronize with the high speed camera data.

It was found that the spiral number suggested here was monotonically decreased as the bubble size 
increases. The present observation, however tells us that previous Saffman’s formulation shows a good 
agreement with the trend, but over estimated spiral number.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Saffman’s theoretical study is needed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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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bU : 종단상승속도(rising velocity)

ed : 기포직경(air bubble's diameter)
r : 기포반경(air bubble's radius)

wR : 회전반경(radius of spiral motion)

Ω : 각속도(angular velocity)

pS : 스파이럴수(Spiral number)

1. 서 론

최근 3차원 전산유체 해석에 있어, 이상 유체

의 분포 해석이 중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고 있

다. 특히 기포의 횡방향 이동을 결정함에 있어 

Lift force와 Turbulent dissipation force 등이 중요

하며 이론 및 실험 연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의 연구가 완전 구형 기포에 집중되고 있으나 편

구형 기포에 대하여는 부족하다. 특히 편구형 기

포가 스파이럴 운동을 하는 것의 영향은 거의 연

구가 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기포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대한 실

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히 기포 직경이 

2mm보다 크고 20mm보다 작은 편구형 기포의 나

선 운동에 대한 실험 결과를 기술하였다. 기포의 

나선 운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기포를 만들어 물

이 담긴 수조 아래 부분에서 주입시켜 주고, 상
승하는 모습을 고속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를 이

용해 정면과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사진

들을 통해 기포의 종단상승속도( bU ), 각속도(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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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구하였고,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3차원으로 

복원하여 , 회전반경( wR )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이용해 기포의 상승모습을 

표현할 무차원 변수 Spiral number를 계산, 그래

프로 표현하여 그 결과를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Spiral number는 saffman(1956)의 연구

에 상승속도의 실험적 결과를 대입해 만든 각속

도와 상승속도의 비율인 무차원 변수로 자유 상

승 기포의 나선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이재영, 안
형균(2004)의 연구에서 주어진 무차원 변수이

다.[1,2]

2. 기존 연구

 2.1 자유상승하는 기포의 특징

직경이 1mm이하인 기포에서는 다른 힘들에 비

해 표면 장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포의 모양

이 구형이 된다. 하지만 지름이 1mm 이상이고 

18mm 이하인 중간 크기의 기포에서는 표면장력

과 관성력의 영향이 모두 중요해진다. 따라서 기

포의 모양이 점점 일그러지고 편구형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 기포직경이 더욱 클 경우에는 캡

(cap)모양으로 변해간다.[3]
기포의 크기에 따른 종단상승속도는 Fig.1과 같

다. 기포의 크기가 작을 때는 기포가 구형이고 

웨이크의 영향이 없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상승속도가 

증가하지만, 기포 직경이 2mm보다 커지면서 속

도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기포가 

편구형으로 변하면서 웨이크가 발생하고, 항력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4]

Fig. 1 Terminal velocity of air bubbles in water 

마지막으로 기포의 상습 모습에 대해서는 정립

된 이론이 별로 없이 실험적 결과들만이 약간 있

을 뿐이다. 기존의 실험적 결과에 따르면 기포의 

상승경로는 기포의 모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기포는 지름이 

1.4mm 이하 일 때 모양이 구형이고, 수직 상승을 

한다. 하지만 기포의 크기가 1.4mm이상이고 2mm
보다 작을 때는 기포의 모양이 편구형으로 변하

고 지그재그 운동을 한다. 기포 직경 2mm이상에

서는 주변 환경에 따라 지그재그나 스파이럴 운

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는 지그재그나 스파이럴 운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에 대해 많은 의견 불일치가 있다.[5,6] 
스파이럴 운동의 각속도는 실험적 결과에 의해 

기포의 크기에 무관하게 약 30 rad/s, 즉 초당 다

섯 바퀴정도 회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기포의 나선 운동

편구형 기포의 나선 운동에 대한 선구적 연구

는 Lamb(1932)의 편구형 운동체의 퍼텐셜 유동장

의 공식에서 출발하여 수행된 Saffman(1956)의 연

구이다.[1] 
편구형 좌표계는 ( ,μ,ζ ω)로, 직교 좌표계 

( , , )x y z 와의 좌표 변환 규칙을 필요로 한다. Lamb 
(19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편구형 좌표계는 다음

과 같다. 

x k= μζ    (1)
(1 cosy k 2 1/2 2 1/2= −μ ) (1+ ζ ) ω    (2)
(1 sinz k 2 1/2 2 1/2= −μ ) (1+ ζ ) ω       (3)

편구형 기포 주변의 유체가 비압축성, 비점성

이라고 가정하면 퍼텐셜이 식 (4)와 같이 된다. 
기포의 표면이 스트림라인이므로, 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의 유동이 없음을 경계조건으로 하여 퍼

텐셜을 구하고 퍼텐셜로부터 기포 주위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얻은 속도를 베르누이 방

정식인 식 (5)에 대입함으로서 압력을 구할 수 있

다.
 2∇ Φ = 0    (4)

21 1 .
2 2

p V gH const2 2+ + − Ω ϖ =
ρ    (5)

이 식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식 (6), (7)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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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iral number and the bubble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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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χ  는 기포가 상승 축과 기울어진 각도

로 약 60° 이고, X 와 Z 는 ζ 의 함수이다. 

( 3 2/ 74 / seccmσ ρ = , 2981 / secg cm= ) 기포의 반경 

r 과 k 가 식 (8)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식 (7), 

(8)로부터 r 과 ζ 의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Saffman은 이것을 식(6)에 대입함으로서 기포의 

속도를 구하고자 하였다. 

( )3 3 21r k ζ ζ= × +    (8)  

이재영, 안형균의 연구에서는 Saffman과 달리 

상승속도를 구하기보다는 실험적으로 정립이 되

어있는 상승 속도를 식 (6)에 대입함으로서 각속

도와 상승속도의 비율( /w bR UΩ )인 무차원 변수, 

스파이럴수를 정의하고 Fig. 2와 같이 기포 반경

과의 관계를 이끌어 냈다. 기포반경이 커질수록 

스파이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이

용해 스파이럴수를 통해 나선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2]

3. 실 험

3.1 장치 설계

물속에서 자유 상승하는 기포의 모습을 관찰하

기 위해 Fig.3(a)와 같이 기구를 제작하였다. 장치

는 크게 기포의 자유 상승 운동을 관측할 25cm 

x 25cm x 120cm 크기의 수조 부분과 기포를 생

성 방출하는 기포주입부분으로 구성된다.[7] 

기포는 Fig. 3(b)의 개념도에서 보이듯이 주사

기를 이용하여 생성, 수조 속으로 방출 된다. 기
포의 사이즈는 기포가 수조안으로 방출되기 전에 

내경 1mm의 유리관을 통과하는데, 이때 그 길이

를 측정하여 결정한다.(Fig.3(c)) 크기가 큰 기포는 

Scoop에 기포를 모아 생성하였다.(Fig.3(d))
기포의 상승 운동은 고속카메라와 디지털 카메

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조 정면에서는 

Photron사의 Fastcam-ultima 512초고속카메라로 초

당 1000frame(1000fps)의 속도로 측정하였다. 측면

에서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초당 30의 

frame의 속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통해 상승 속도와 각속도, 스파이럴 반경 

등의 파라미터들을 얻었다. 

  

           (a)                      (b)

  

      (c)      (d)
Fig. 3 Experimental facilities (a)Full appearance 
(b)Concept (c)A ruler measured the length of air 
(d)S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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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ρ(kg/m3) μ(mPa·s) σ(mN/m)
Tap water 998 0.98 72.6
Distilled water 998 1.00 72.7
Cold filtered water 999 1.47 74.8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Liquids [Experimental 
Data from Haberman and Morton(1953)]

3.2 실험 과정

실험 대상은 직경이 2mm이상이고 20mm이하인 

편구형 기포이고, 유동장에 사용된 액체는 Cold 
Filtered Water이다.(Table1) 각 사이즈의 기포를 

주사기를 통해 생성, 수조안에 주입한 후 미리 

같은 부분을 측정하도록 수조 정면과 측면에 설

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측정된 사진

의 프레임 수를 이용하여 시간을 구함으로서 상

승속도, 각속도 등의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좌우

에서 측정된 사진은 x, y, z 의 3차원 좌표 값을 

제공해준다. 사진의 pixel 값을 cm 단위로 변환하

여 얻은 x, y, z 좌표를 이용해 기포의 운동 경로

를 재현하여 회전 반경을 구하였다. 이렇게 얻어

진 각 파라미터들을 이용해 스파이럴수를 구하고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3.2.1 스파이럴 반경 계산

기포상승 경로를 3차원으로 재현하기 위해 좌

표를 구할 때 정면에서 측정한 사진과 측면에서 

측정한 사진의 샘플링 주기가 틀리다. 즉 정면에

서는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1/1000초 간격으로, 
측면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1/30초 간격

으로 샘플링 하였다. 따라서 더 긴 디지털 카메

라의 샘플링 간격에 맞춰 1/30초의 간격으로 좌

표를 얻어내었다. 기포가 초당 5회전 정도를 하

기 때문에 한 바퀴 회전할 경우 6개의 좌표를 얻

어낼 수 있다. 이러한 좌표 값은 회전 반경을 구

하는데 있어 큰 오차가 있으므로 실제에 가까운 

경로를 복원하기 위해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였

다. 먼저 샘플링 된 x, y, z 각각의 값들을 이용

해 식 (9)과 같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여 각 주

파수에 해당하는 신호의 크기 값을 찾고, 식 (11)
을 이용해 다시 역 트랜스폼 하여 원래의 신호를 

복원하였다. 트랜스폼 과정에서 적분값, 식 (9)는 

식(10)과 같이 급수 합으로 변환하여 근사적으로 

구하였다.

Fig. 4 Concept of Fourier Transform

( 2 / )

0

1 ( ) k
P i t P

k kd f t e dt
P

ω π
ω

−= ∫               (9)

( 2 / )

1

1 ( ) k

N
i t N

K

Pkd f e
N N

ω π
ω

−

=

= ∑             (10)

(2 / )( )
M

ikt P

K M
f t d e π

ω
=−

= ∑               (11)

4. 실험 결과

4.1 기포 크기에 따른 상승 속도와 각속도 

Fig.5는 기포의 종단상승속도와 직경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동그라미로 표현한 실험적 결과가 

Mendelson (1967)의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실험적 결과로 얻은 상승속도가 예상대로 스파이

럴 운동을 시작하면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파이럴 운동의 각속도와 기포 직경의 관계는 

Fig.6과 같다. 각속도는 기포의 크기와 상관없이 

약 30cm/sec으로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Terminal velocity of air bubbles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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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gular velocity of air bubbles in water

4.2 스파이럴 수

마지막으로 스파이럴수와 상승속도, 기포의 반

경과의 관계를 각각 Fig.7~9에 나타내었다. 스파

이럴수는 자유 상승 기포의 나선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무차원수로 각속도와 기포 상승 속도의 비

율로 정의된다. 각 그림에서 실선은 웨이크의 영

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점선은 웨이크의 영향

을 고려하였을 때로 이재영, 안형균의 연구 결과

이다.[2]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은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들이다.
Fig.7은 순수 용수에서의 Fig.8은 일반용수에서

의 각속도와 기포 상승 속도와의 관계를 보여준

다. 이 그래프에서 각속도가 최댓값일 때가 기포

가 나선운동을 시작하는 기포 반경 약 1mm일 때

이다.
Fig.9는 스파이럴수와 기포 반경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기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스파이

럴수는 감소한다. 이것은 기포의 반경이 커질수

록 기포가 나선운동의 크기와 규모를 줄이고 상

승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웨이크를 고려한 Saffman의 이론이 실

험값에 많이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10은 직경이 3mm~10mm인 기포의 운동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정면

에서 고속카메라를 이용해 찍은 기포 사진을 

0.05초 간격으로 모아 놓은 것이다. 오른쪽에 있

는 그림들은 1/30초 간격으로 샘플링한 기포의 좌

표를 동그라미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거쳐 복원한 

경로를 실선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포의 상승방향 

위쪽에서 본 모습이다. 나선운동 반경이 직경 

4mm 일 때 가장 크다가 기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 Angular velocity and Rise velocity in Pure 
water

Fig. 8 Angular velocity and Rise velocity in impure 
water

 

Fig. 9 Spiral number of air bubbles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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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piral Motion of the Rising bubble (a)3mm 
(b)4mm (c)6mm (d)8mm (e)10mm

5. 결 론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자유 상승 기포의 나

선형 운동을 나타낼 수 있는 Spiral수와 기포 크

기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Saffman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이재영, 안형균의 

연구에서 이끌어낸 결과와 같이 스파이럴수가 기

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단조 감소 함수 형태를 

보이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험적 결

과가 이론적 결과와 같은 형태를 보이기는 했지

만 큰 오차가 존재한다. 이것은 Saffman의 연구에

서 이론식들을 이끌어내면서 기포의 나선운동을 

너무 정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웨

이크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많이 보정되기는 했지

만 아직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웨이크의 영

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자유 상승하는 기포의 나선 운동을 스파이럴수

라는 무차원수의 형태로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는 있었다. 하지만 기포의 상승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외부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욱 많은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MOST의 BAERI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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