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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버블에 의한 마이크로 유동 실험 및 PIV해석
Experiment and PIV analysis of microstreaming by an oscillating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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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약물을 특정 조직이나 부위에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적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기술은 투약한 약물의 

대부분이 표적에 전달되므로 약물전달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고 약물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조직에 

까지 전달되어 나타나는 부작용을 방지 할 수 있다. 
마이크로 버블은 특정 주파수를 가지는 초음파에 

의해 진동하고, 진동 버블에 의해 미세 대류 유동

(microstreaming)이 발생한다. 버블의 진동 모드 조

절을 통한 유발 유동의 제어가 가능하며 미세 대류 

유동을 이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약물 전달 

향상이 가능하다. 최근 초음파 자극에 의한 마이크

로 버블의 진동 특성이 연구되고 있고 [1] 
Bekeredjian et al.[2]은 진단용 초음파와 조영제를 

사용하여 약물 전달 효능 향상을 실험적으로 보였

으나, 대부분 연구는 버블의 진동 특성을 관찰하는 

연구이며, 유발되는 유동장의 스트리밍 현상의 해

석 및 이에 의한 약물 전달 향상의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Particle-Image-Velocimetry(PIV) 

기법을 이용하여 현재 시스템에서 측정 가능한 

속도 범위와 측정한 데이터의 정확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진동 버블에 의한 마이크로 유동을 분석

하여 이론적 유동해와 비교하여, 마이크로 영역에

서의 PIV기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PIV를 이용하여 현재 시스템에서의 측정 가능한 

속도 범위와 측정한 데이터의 정확도를 파악하고

자 Calibration 실험을 하였다. Syringe Pump (New 
Era Pump Systems, Inc., NY, USA)를 이용하여 직경 

3.8 인 원형 아크릴관 내에 평균 15의 

.Fig. 1 Schematic diagram of calibration experiment 
set-up 

정상 층류 유동을 흘려주었다. 아크릴관 내의 유동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 고속카메라(Vision 
Research Inc., NJ, USA)와 현미경(OLYPUS Co., 
Tokyo, Japan)으로 구성된 이미지 시스템으로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유동가시화를 위하여 직경 7
  폴리머 파티클(Duke Scientific Corp., CA, USA)
을 이용하고, 레이저는 1W 532  Green 
Laser(Changchun New industries Optoelectronics 
Tech. Co., ChangChun, China)를 이용하였다. 고속

카메라의 FPS를 초당 1000frame(∆t=1msec)으로 

하여 영상을 획득하였다.
 위의 PIV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동 버블에 의한 

미세 대류 유동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피에조  

엑츄에이터(PI Ceramics, Germany)의 구동 및 제어

를 위해 함수발생기(Agilent Co., CA, USA)와 수백 

볼트를 인가하기 위해 전압증폭기(Trek Co., NY, 
USA)를 사용하였고 마이크로 버블의 이미지 분석

을 위한 고속카메라와 현미경으로 구성된 이미지 

시스템으로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599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0.002 -0.001 0.000 0.001 0.002
0.000

0.005

0.010

0.015

0.020

0.025

0.030

Ve
loc

ity
 (m

/s)

Tube Radius(m)

 Experiment
 Theory

Fig. 2 Schematic diagram of PIV experiment set-up

주사기(Hamilton Company, NV, USA)를 이용하여 4
×4×3  챔버 벽에 500버블을 생성

하였고 버블은 전압 300V, 주파수 12KHz로 피에조 

엑츄에이터에서 발생한 초음파에 의해 격렬하게 진

동하면서 유동을 발생시켰다. 고속 카메라의 FPS를 

초당 1000frame(∆t=1msec)으로 하여 영상을 획득

하였다.  두 실험 모두 Ensight-3G를 이용하여  이미지 

사이즈 7.3×5.5 , Interrogation 사이즈 144
×144 , Window Overlap 50% 조건으로 해석

하였다. Image Post Processing은 Tecplot Focus를 이

용하였으며, 50개의 해석한 속도장을 평균 내어 정

상 유동장으로 나타내었다.

3. 결과

Calibration 실험에서 원형 관내의 유동은 관 중심

에서 최고속도 max 가 발생하고 max 의 

관계가 성립된다. 관 내부의 속도 분포를 

max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실험 결과

와 비교해보면 최대속도는 관 중심에서 약 30
로  측정되어 관 내 위치에 따른 속도가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다(Fig.3). Calibration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된 진동버블에 의한 유동 

측정 실험에서 유동 패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

며(Fig.4(a)), 이론 결과[3] (Fig.4(b)) 와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의 최고속도는 0.0127로 

측정 되었으나, 버블 근처에서의 속도는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버블 근처에서는 유동

이 3D로 발생하여 평면에서 인식 가능한 파티클의 

개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블에

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는 유속이 잘 측정되었기 

때문에 PIV기법을 이용하여 진동하는 버블에 의한 

다양한 진동모드에서의 유동해석에 활용이 가능

하리라 판단된다.

Fig. 3 Velocity profile of the PIV experiment and theory

Fig. 4 The velocity fields of the steady streaming flow 
around a oscillating bubble. (a) PIV experimental result 
(b) theoretic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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