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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history: Research for renewable energy is being performed since it has the merits of little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energy resources. Microalgae is 

attractive as a renewable energy resource. Biomass of the microalgae can be 

produced by mass culturing, and bulk harvest technology of is needed to produce 

biomass continuously. Recently, ultrasonic waves were used to harvest the 

cultivated microalgae continuously. In this study, the separation process using 

ultrasonic waves was performed to effectively harvest the microalgae. An 

ultrasonic wave separation resonator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based on 

the acoustic field analysis. Separation experiments using design of experiment 

were carried out, and the influence of experimental variables from the ultrasonic 

wave separation process was investigated. Mixing conditions of variables were 

estimated to obtain high separation efficiency and a large microalgae harvest. 

Experimental results for suitable mixing conditions were compared with 

simulation results calculated from the stat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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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이 적고, 기존 에너지자원에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사용된다. 요즈음 

신재생에너지자원 중의 하나로 미세조류가 주목받고 있다. 미세조

류는 대량배양으로 생산이 가능하며, 환경정화능력이 우수하고 미

세조류 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1]

. 대

량배양을 통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양된 미세조류

를 연속적으로 대량수확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미세조류를 배양한 후 수확할 때는 원심분리기를 사

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배양한 미세조류를 연속적으로 분리수확

하기 위해 초음파를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음

파의 고주파영역에서 분리기 내에 정상파를 생성시키면 미세조류 

입자들의 분리가 가능하다
[2]

. 이와 같은 초음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체에 분포하고 있는 미세조류 입자를 응집시킬 수 있다. 초음파 

분리기술은 기존의 분리방법과 비교하여 분리에 의한 오염이 적고, 

미세조류를 파괴시키지 않는다
[3,4]

. 또한 기계적인 고장이 적으며, 

연속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5]

.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분리방법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배양한 미

세조류를 분리수확 하는 실험을 통하여 대량수확에 적용이 가능한

지 분석하였다. 초음파 분리공진기를 음향장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제작하였으며, 초음파 분리공정에 실험변수들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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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PZT Adhesive Quartz Water Quartz

Thickness (mm) 1 0.267 6 25 6

Density (kg/m
3
) 7,500 2,000 2,200 1,000 2,200

Speed of sound 

(m/s)
- 2,440 5,000 1,480 5,000

Table 1 Input material properties

Fig. 1 Pressure distribution of ultrasonic separation resonator at 

2.1 MHz

Fig. 2 Pressure distribution of water layer in resonator

Fig. 3 Particle trajection in ultrasonic region

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분리수확 

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분리효율과 

고농도로 응집된 미세조류 수확량을 얻기 위한 실험변수들의 배합

조건을 구하였다. 또한, 분리공정의 상태방정식을 이론적으로 예측

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최적배합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초음파 분리공진기 설계

2.1 미세조류 분리 방법 

초음파 분리공정에서 분리공진기를 구동시키는 주파수 영역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주파수 영역에 따라 미세조류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수 kHz주파수 범위에서는 높은 음압 크기로 

인해 미세조류가 전단응력에 의해 파괴되므로 구동 주파수를 수 

MHz범위에서 선택하였다
[6]

.

구동 주파수영역을 고려하여 초음파 분리공진기는 다층공진구조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초음파의 전달로 정상파를 얻기 위해 평행하

게 설치하였다. 정상파를 생성시키기 위해 PZT 평면에 전기 자극

을 가해 진동을 발생시키고, 공진기 내부에 음향장을 형성시켰다. 

2.2 초음파 분리공진기의 음향장 해석

초음파 분리공진기를 설계하기 위해 다층공진구조에서 형성되는 

음압분포 및 입자의 거동상태를 음향장 해석(FDTD)을 통하여 시

뮬레이션 하였다. 다층분리공진기는 PZT구동부, 접착부, 챔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향장 해석을 위한 초음파 분리공진기의 재질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초음파 분리공진기 벽면에 부착된 PZT의 진동에 의하여 생성된 

초음파는 공진기 내부의 유체층에 전달되며, 공진기의 두께와 재질

에 따라 정상파가 형성된다. Fig. 1은 음향장 해석(COMSOL)을 

통해 초음파 분리공진기에서 형성되는 정상파 형태를 나타낸 것이

다. PZT에서 발생하는 파동과 반사판에서 반사된 파동으로부터 정

상파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세조류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공진기 내부가 일정한 음압분포

로 형성되어야 하므로, 음향장 해석을 통해 초음파 분리공진기에 

형성되는 음압분포를 분석하였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음

파 분리공진기 내부의 음압분포는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음압에 따른 입자들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

다. 입자들의 움직임은 음압이 낮은 곳으로 움직여 일렬로 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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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ross section diagram of ultrasonic separation chamber

Fig. 5 Schematic diagram of ultrasonic separation system

 

Fig. 6 Separation model using three compartment (adapted from

6)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미세조류는 초음파에 의해 계속 응집되

고, 뭉쳐진 미세조류 입자들이 무거워지면 중력에 의해 침전된다.

2.3 초음파 분리공진기의 구조

초음파 분리공진기의 다층공진구조에서 정상파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 초음파가 층의 경계에 있어 위상 시프트가 π의 배수를 갖고, 

미세조류가 초음파의 전단응력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주파수 범위

를 고려하여 2.1 MHz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7]

. 분리공정에 쓰인 

앰프의 상태출력은 24 VDC, 최대 100 mA에서 주파수 범위는 

2.1~2.15 MHz이다. PZT는 2.06~2.29 MHz에서 작동되도록 설

계하였다.

미세조류 분리공진기의 다층공진구조의 단면을 Fig. 4에 나타내

었다. 초음파 분리공진기 안에서 발생하는 음압의 형태는 각 층의 

두께에 따라 결정된다. 분리공진기에서 음압이 정상파로 형성되게 

하기 위해 PZT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에 맞춰 반사판이 파장의 파

복위치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

2.4 초음파 분리공정의 방법

설계 제작된 분리공진기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유동에서 미세조

류를 분리하기 위해 두 개의 펌프를 설치하여 입출구의 유량을 조

절하였으며, 초음파 분리공진기 내부의 유체흐름은 층류상태로 유

지시켰다. 초음파 분리공진기의 미세조류 분리공정 과정은 Fig. 5

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유입유량과 유출유량을 조절하여 미세

조류를 수확하며, 이를 통해 분리효율과 응집된 미세조류 수확량을 

측정하였다.

초음파 분리공정의 분리효율 η는 유입유량에서 미세조류가 분리

된 유량으로 계산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1)

여기서 
 
은 광학유입농도, 


은 광학유출농도, 

 
은 유입유량, 



은 유출유량이다.

2.5 초음파 분리공정의 상태방정식 모델링

초음파 분리공정의 동역학적 모델을 구하기 위해 분리공진기 챔

버의 내부를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V1

은 미세조류를 걸러낸 용액을 챔버의 윗부분에서 배출시킬 부피이

고, V2는 응집된 미세조류 덩어리가 침전되어 아랫부분에서 밖으

로 배출될 부피이며, V3는 음향장에 의해 미세조류가 챔버내에 계

류되어 있는 부피이다.

초음파 분리공진기는 한 개의 입구와 두 개의 출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Q1과 Qin 유량을 조절하여 응집된 미세조류를 분리한다. 

미세조류 응집유량 Qout은 두 개의 펌프유량으로부터 구하고, Qout 

= Qin – Q1으로 된다.

k는 초음파 분리공진기의 세 부분으로 나눈 영역에서 나타나는 

반응상수를 의미한다. k1은 V1과 V3에서의 미세조류가 응집되는 전

달계수이고, k2는 V1과 V2 사이의 미세조류 침전계수이고 on/off 

제어에 영향을 받는다. k3는 V3에서 V1으로 미세조류가 움직이는 

역전달계수이다. k4는 V1과 V3에서 발생하는 손실계수이다. 

초음파 분리공진기의 상태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상태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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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Power
Run

time

Microalgae

concentration

Pump

in out

Unit W min OD680 ml ml

Factor X1 X2 X3 X4 X5

Low level (1) 2 1 1.352 2.96 1.82

Medium level (2) 5 5 4.572 6.03 3.65

High level (3) 7 10 7.805 9.09 5.49

Table 2 Level of parameters in the separation process

No. Power
Run 

time

Concen-

tration

Pump 

in

Pump 

out

Effi-

ciency

(%)

Con-

dense

(g/l)

1 1 1 1 1 1 49.32 0.489

2 1 1 1 1 2 0 0

3 1 1 1 1 3 0 0

4 1 2 2 2 1 74.96 1.365

5 1 2 2 2 2 35.15 1.375

6 1 2 2 2 3 6.3 1.548

7 1 3 3 3 1 93.83 2.11

8 1 3 3 3 2 79.74 2.133

9 1 3 3 3 3 58.47 2.26

10 2 1 2 3 1 88.29 1.55

11 2 1 2 3 2 61.79 1.578

12 2 1 2 3 3 37.05 1.568

13 2 2 3 1 1 83.80 3.119

14 2 2 3 1 2 0 0

15 2 2 3 1 3 0 0

16 2 3 1 2 1 84.89 0.526

17 2 3 1 2 2 69.87 0.612

18 2 3 1 2 3 57.5 1.223

19 3 1 3 2 1 85.56 2.45

20 3 1 3 2 2 79.6 3.293

21 3 1 3 2 3 70.19 4.788

22 3 2 1 3 1 90.59 0.487

23 3 2 1 3 2 84.22 0.508

24 3 2 1 3 3 71.11 0.559

25 3 3 2 1 1 93.55 2.647

26 3 3 2 1 2 0 0

27 3 3 2 1 3 0 0

Table 3 Experiment result using orthogonal array

Factor Sum of squares D.O.F Mean squares F-ratio

X1 1742.198 2 871.099 2.349

X2 497.56 2 248.78 0.671

X3 729.037 2 364.519 0.983

X4 11712.306 2 5856.153 15.793

X5 11895.14 2 5947.57 16.039

Error 5933.041 16 370.815

Total 32509.282 26

Table 4 ANOVA for separa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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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i는 공진기 세 부분의 부피, Si는 공진기 세 부분의 농도, 

Q는 유량, 는 on/off 컨트롤러 변수이다. 식 (2)로부터 

으로 

유출된 유량으로부터 분리되는 미세조류 농도를 구한다. 식 (3)으

로부터 Qin 유량과 Q1 유량차로부터 응집되는 미세조류 농도를 구

한다. 식 (4)로부터 음향장에 의해 계류되어 있는 영역의 미세조류 

농도를 구한다.

3. 초음파 분리공진기의 분리공정 분석

3.1 실험계획법

초음파 분리공진기에서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초음파 분리공정

의 성능을 파악하였다. 미세조류의 종은 Chlorella sp.를 사용하였

으며, 초음파 분리공정의 분리효율과 미세조류의 수확량을 파악하

였다. 초음파 분리공정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변수를 정하였

고, 실험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계

획법을 사용하였다. 초음파 분리공정의 변수는 5가지로 정하였으

며, 변수들의 범위를 3수준으로 하였다. 초음파 분리공정의 실험변

수들의 범위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초음파 분리공정의 실험 결과 분석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교호작용은 두 변수들 사이의 교호작용만 고려하였으

며, 세 변수이상의 교호작용은 변수들 간의 교호작용의 효과가 실

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여 제외시켰다. 실험횟수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L27(3
13

)의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9,10]

.

3.2 실험 결과 분석

식 (1)에서의 분리효율과 실험으로 구한 미세조류의 수확량으로

부터 유의수준 1%로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에 분리효율

에 대한 분산분석표를 나타내었다. F-ratio를 고려해 볼 때 분리효

율은 유입유량(X4)과 유출유량(X5)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Table 5에 미세조류의 수확량에 따른 분산분석표로 정리

하였다. 미세조류의 수확량은 미세조류 농도(X3)와 유입유량(X4)

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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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um of squares D.O.F Mean squares F-ratio

X1 1.255 2 0.628 0.778

X2 2.586 2 1.293 1.602

X3 13.811 2 6.906 8.558

X4 6.71 2 3.355 4.157

X5 1.53 2 0.765 0.948

Error 12.916 16 0.807

Total 38.808 26

Table 5 ANOVA for condense of microalgae

(a)

(b)

(c)

(d)

(e)

Fig. 7 Experiment result for independent variables 

3.3 초음파 분리공정 변수 반응치 분석

통계적 분석방법 중의 하나인 직교배열을 적용하여 총 27가지의 

배합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초음파 분리공정의 분리효율

과 미세조류의 수확량을 구하였다. Fig. 7에 각 변수들이 실험 결과

에 미치는 반응치의 영향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에 미치는 변수들의 반응치 변화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입력파워가 높을수록 미세조류 분리에 유리하다(Fig. 7(a)). 

분리공정의 작동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 (b). 

미세조류 농도가 높을수록 분리공정의 효율이 증가한다 (c). 공진

기 내부의 유입유량이 클수록 분리효율은 증가하였으며, 높은 수확

량을 얻기 위해서는 유입유량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d). 공진기 

내부의 유출유량이 느릴수록 분리공정에 유리하다 (e).

분리공정변수 반응치 분석을 바탕으로 초음파 분리공정에서 분

리효율을 높이고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실험변수들의 배합범

위는 파워 7 W, 작동시간 3~5 min, 미세조류 광학밀도(OD680) 

7.895, 펌프의 유입유량 2.96~6.03 ml/min, 펌프의 유출유량 

1.82~3.65 ml/min으로 나타났다.

4.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초음파 분리공정실험에서 분리효율과 미세조류의 수확량에 영향

을 미치는 실험변수들의 적절한 배합조건으로 3가지 조합을 구하

였으며, Table 6에 나타내었다. Fig. 8에는 초음파 분리장치에서 

미세조류가 초음파에 의해 일렬로 모여 응집되는 분리 공진기 내부

의 실제모습을 나타내었다.

초음파 분리공정의 적절한 배합조건에서 실험한 결과와 상태방

정식 모델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분리효율과 미세조류의 수

확량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적절한 배합조건에서의 실험을 통해 분

리공진기에 응집된 양을 필터링 한 뒤, 60°C에서 하루 동안 건조시

켜 미세조류의 수확량을 측정하였다. 상태방정식으로부터 분리효

율과 미세조류의 수확량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적용한 변수

의 값은 적절한 배합조건으로 하였고, 공진기 세 부분의 부피 Vi는 

설계 제작한 분리공진기의 치수를 사용하였다. V1의 크기는 36.25 

ml, V2의 크기는 81 ml, V3의 크기는 3.75 ml이다.

초음파 분리공정의 최적배합조건에 따라 실험한 결과와 상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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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ower

(W)

Run 

time

(min)

Concen-

tration

(OD680)

Pump

in

(ml/min)

Pump 

out

(ml/min)

Effi-

ciency

(%)

Con-

dense

(g/l)

1 7 3 7.805 5.41 2.37 92.16 2.995

2 7 5 7.805 6.33 3.1 91.04 3.242

3 7 3 7.805 6.95 3.1 91 2.979

Table 6 Good mixing conditions of separation resonator by 

experiment results

Fig. 8 Photograph of ultrasonic wave separation for resonator 

chamber

Fig. 9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 data and state equation 

data

정식으로부터 시뮬레이션한 결과의 차이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한 결과의 분리효율 차이의 분포는 2.35%

이며, 미세조류의 수확량은 평균적으로 2.32 g/l의 차이를 보였다.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구한 분리효율은 실험한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미세조류의 수확량에서의 차이는 높은 광학농도에서 

희석을 통하여 측정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차의 영

향에 의한 것으로 예측된다.

5. 결 론

미세조류를 초음파로 분리하기 위해 공진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

으며, 미세조류 연속분리공정의 배합조건을 실험 및 통계적 분석방

법을 통해 구하였다. 

(1) 초음파 분리공정은 미세조류 크기가 PZT 작동 주파수 파장

의 크기보다 작아야 하며, 공진기에 분포하고 있는 미세조류는 초

음파에 의해 형성된 음압 차이에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음향장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초음파 분리공정의 변수영향은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분리효율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입유량과 

유출유량이며, 미세조류의 수확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미

세조류 농도와 유입유량이었다. 

(3) 실험 결과에 대한 변수들의 반응치 분석을 통해 초음파 분리

공정에서 분리효율을 높이고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실험변수

들의 배합범위는 파워 7 W, 작동시간 3~5 min, 미세조류 광학밀

도(OD680) 7.895, 펌프의 유입유량 2.96~6.03 ml/min, 펌프의 유

출유량 1.82~3.65 ml/min으로 나타났다. 

(4) 초음파 분리공정에 대해 실험한 결과와 시뮬레이션한 결과의 

분리효율 차이의 분포는 2.35%이며, 미세조류의 수확량은 평균적

으로 2.32 g/l의 차이를 보였다.

(5) 초음파 분리공정에 대한 분리효율과 미세조류의 수확량 정도

를 상태방정식 계산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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