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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도로시설물의 염화칼슘 제거를 위한 미세기포 세척장비의 최적 운용조건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미세기포의 직경은 196.6±100.6nm 에 1.36×108개/ml의 농도를 
나타낸다. 세척장비의 분사장치에 대한 실험 성능결과, 100bar의 분사압력에서 100cm, 150cm 분사거리에 
약 93%, 91%의 세척효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기포 생성(순환)횟수를 2-6회로 증가시킴에 
따라 최소 1%에서 7%까지 염화물 제거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미세기포 생성 공기유량을 4 ml/min에
서 0.5 ml/min으로 낮춤에 따라 세척효율이 최대 30%까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반 상수도와 미
세기포의 세척효율은 미세기포가 일반상수도 보다 세척효율이 25%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 도로시설물, 콘크리트, 염화칼슘, 미세기포, 세척장비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optimal operating condition of ultra-fine 
bubble washing machine for removing calcium chloride from road concrete structure. The diameter of 
the ultra-fine bubble was measured to 196.6 ± 100.6 nm and the ultra-fine bubble concentration 
was measured to 1.36 × 108 cell/ml.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on the spray device of the 
washing machine, it was confirmed that the washing efficiency of 93% and 91% appeared at 100cm 
and 150cm of injection distance at 100bar injection pressure. By increasing the ultra-fine bubble 
generation cycles from 2 to 6, the chloride removal rate increased from 1% to 7%. As the ultra-fine 
bubble generation air flow was lowered from 4 ml/min to 0.5 ml/min, it was confirm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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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 efficiency increased up to 30%. The washing efficiency of ultra-fine bubble water was 25% 
higher than normal water.

Keywords :Road structure, concrete, calcium chloride, ultra-fine bubble, washing machine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국내 겨
울철의 강설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안전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 제설제(NaCl, CaCl2)의 투입량이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도심지 도로에 사용되
는 제설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쌓이게 될 시 순간
적으로 온도를 상승시켜 표면에 쌓인 눈을 녹게 
만든다. 제설제에 의해 녹은 눈은 높은 농도의 
염화물 함량을 갖게 되는데 콘크리트에 염화물에 
흡수되어 도로구조물의 성능저하가 발생한다[2].
 콘크리트 표면에 염화물이 침투할 시 물리-화학
적 작용에 의해 손상이 진행되게 된다. 일반적으
로 콘크리트는 수화반응에 의해 양생이 진행되며 
강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발전하지만, 콘크리트의 
내부 기공에 염화물이 침투될 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며, 콘크리트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
고, 콘크리트 기공 사이로 염화물이온이 이동하면
서 철근에 맞닿을 시에는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부식이 발생한다[3, 4, 5].
  해안가와 같이 염화물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
생하는 해수 중의 콘크리트는 내구성 대책이 마
련되어 있지만, 도심지 등의 도로 콘크리트에는 
염화물을 함유한 제설제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어 유지보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6, 7].
  염해에 의한 피해를 받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방법은 표면 피복과 균열보수를 통해 부식 
인자인 Cl-와 O2, H2O를 방지하는 방안과 염화
이온을 과량 함유한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단면보
수, 전기화학적 탈염 작업으로 염화이온을 감소시
키는 방안 등이 있다. 반면 보수가 어려울 정도
로 열화가 장기간 진행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
우 철판으로 보강하거나 콘크리트를 교체해야 한
다[8]. 콘크리트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
로 물 세척을 이용하여 표면 염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방법은 작업시간이 
길고, 용수 사용량이 많아 세척효율이 높은 기술

을 필요로 한다.
  마이크로-나노버블 기술은 기포직경 100㎛이
하의 버블을 수중에 용존시켜 사용하는 기술로 
1995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 산업에 걸쳐 
확대화되고 있다. 통상적인 수중에서의 기포직경
은 1mm 이상이며, 미세기포(직경 100㎛-1,000
㎛), 마이크로 기포(직경 10-100㎛), 마이크로-
나노기포(직경 0.1-10㎛), 나노기포(직경 1㎛이
하)로 구분된다.
  마이크로-나노버블은 다음과 같은 물리, 화학
적 특징을 가진다. 마이크로-나노버블은 기본적
으로 수면위로 상승하는 속도가 느려 내부의 기
체를 천천히 밖으로 배출하며, 압축되어 내부압력
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버블 표면에 전하가 농
축되어 음전하를 가지게 되며, 농축된 음전하가 
프리라디칼을 생성한다[9, 10, 11, 12]. 특히 직
경 1㎛ 이하 나노버블의 경우 버블 표면에 많은 
음이온이 싸여 있어서 더욱 안정화 되고 나노버
블끼리 충돌하지 않아 수중에 장기간 부유할 수 
있다.
  마이크로-나노버블 기술은 식물과 어류의 생장
을 촉진시키는 생물기술에 이용되며, 마이크로 버
블이 파열될 경우 순간적인 고열을 발생시켜 살
균과 분해작용으로 또한 작용하여 토양오염 정화
와 폐수처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13]. 최근 기술에서는 마이크로-나노버블을 사
용하여 고체표면의 미생물을 세척하는 방안으로
도 활용되고 있다[14, 15].
  위의 특징에 따라 장기간 유지가 가능한 마이
크로-나노버블 기술을 이용할 경우 콘크리트 염
화물 제거작용은 버블의 순간붕괴에 의한 염화물
의 탈리작용으로 일반 상수도를 이용한 방법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
로시설물에 세척장비를 사용할 경우 분사조건과 
미세기포의 성상에 따라 세척효율성이 상이할 것
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기포를 이용
한 세척장비를 제작하여 분사거리, 분사압력과, 
나노버블수 생성장치의 공기유량 및 농축도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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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ltra-fine bubble washing machine and test bed.

화시켜 도로시설물의 염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최
적조건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 험

2.1 미세기포 직경크기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미세기포 생성장치를 사용하
여 발생된 나노버블의 직경크기를 분석하였다. 나
노 입자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노 입
자 추적 분석(NTA) 기술을 이용하는데 이 기술
은 확산운동을 하고 있는 개별 입자를 동시에 직
접 관찰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개별 입자 관찰 방
식은 데이터의 시각적 검증을 통해 입도 분포 및 
농도에 대한 고분해능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한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Malvern사의 
Nanosight NS 300모델로 10-2,000nm의 직경까
지 측정이 가능하다. 나노버블은 공기유량 0.5 
ml/min, 토출압력 4bar의 조건에서 생성하여 측
정분석하였다.

2.2. 미세기포 세척장치 구성

  Fig. 1의 왼쪽 사진은 실험에 사용된 미세기포 
세척장치로 이동식 차량탑재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일반 상수도를 사용하여 나노버블수를 생산하였
다. 장치는 발전기, 1 ton용량의 저장 물탱크와 
400L용량의 미세기포 저장탱크, 미세기포 생성장
치, 스프레이형 세척 분사장치로 구성된다.
  나노버블수는 1차 믹서 교반장치(임펠러), 2차 
Vortex 다단충돌판, 3차 회전충돌 붕괴노즐로 3

단으로 구성된 장치에 의해 생성되며, 토출압력 
3.5bar, 유입 공기유량 0.5-4 L/min로 조절이 가
능하며, 80 L/min의 유량으로 미세기포를 생산한
다. 미세기포의 고농도 농축을 위하여 버블수 생
성장치와 저장탱크간에 순환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스프레이형 세척 분사장치는 일자 방사형
으로 분사되며, 분사 노즐의 압력은 50-200 bar
까지 압력 조절이 가능하다.
  Fig. 1의 오른쪽 사진은 실험에 사용된 테스트
용 장비로 콘크리트 시편을 벽면에 고정화시켜 
세척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세척에 사용된 버블수
는 하단의 배수구를 통해 배출되도록 구성하였다.

2.3. 콘크리트 염화칼슘 시편 제작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약 3cm의 두께로 
자체 제작한 시편을 사용하였다. Fig. 2와 같이 
제작된 시편은 염화칼슘(CaCl2)을 3.5%의 농도로 
설정한 용액에 40℃의 온도로 중탕하며, 24시간 
침지시켜 시편에 염화칼슘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24시간 자연 건조하여 실험
에 사용될 시편제작을 완료하였다.

2.4. 염화칼슘 제거율 평가

  콘크리트 시편의 표면 염화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면염도측정기(SSM-21P, DKK-TOA co., 
japan)를 사용하였다. 염화물이 흡수된 콘크리트 
시편의 초기 표면 염화물 농도는 1,600-1,900 
mg/m2로 측정되었다.
  Table 1은 실험 운전조건을 나타낸다.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미세기포는 압력, 거리에 따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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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cium chloride absorption process of concrete.

Injector operating condition Nano bubble condition

Distance(cm) Pressure(bar) Operation time(sec) Air flow(L/min) Cycle count

50, 100, 150  50, 100, 150
10, 30, 60, 120 

4 2

100 100 0.5, 2, 4 2, 4, 6

Table 1. Operating condition for evaluating calcium chloride removal rate

척대상과의 충돌압력, 반응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분사장치의 최적 운용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콘크리트 시편에서의 분사거리, 분사압력, 
세척시간 3개의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버
블수의 공기유량 4 L/min, 2회 순환으로 진행되
었다.
  또한, 미세기포는 공기유량에 따라 기포의 직
경이 달라지고, 순환횟수에 따라 농축도가 달라지
게 된다. 따라서 미세기포의 특성에 따라 세척효
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적의 미세기포 
생성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공기유량과 순환횟수
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사장치의 분사거리
는 100cm, 분사압력은 100bar로 설정하였고, 세
척시간별로 표면 염화물 측정을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일반 상수도와 버블수와의 차이점
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세척분사장치를 사용하
여 일반 상수도와의 비교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세기포의 직경 크기 분석

  나노입자추적법인 나노사이트(Nano Sight) 장

비를 이용하여 미세기포에 대한 크기를 측정한 
결과를 Fig.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미세기포 생성장치는 측정결과에 따르면 196.6± 
100.6nm 나노직경에 1.36×108 개/ml의 농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초기 마이크로버블
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추후 잔류성 나노
버블이 발생되는 것을 나노사이트 분석장비를 통
해 확인하였다. 

3.2. 분사노즐 압력 및 분사 거리에 따른 세척

효율

  세척장비 분사장치의 노즐 압력(왼쪽) 및 콘크
리트 시편에서의 분사거리(오른쪽)에 따른 염화칼
슘 제거율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세척시간 10초 경과시 약 45-75% 
제거효율이 나타나며, 30초 경과시 약 70-80%의 
세척효율이 나타났다. 하지만 압력, 거리에 상관
없이 세척시간 1분 경과시에는 약 77-93%의 세
척효율로 표면 염화물 농도의 변화는 초기농도 
대비 1-3% 수치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1
분을 초과하는 세척효율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상수도에 염화물이 존
재하고, 콘크리트 시편 내에 흡수되어있는 염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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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sult of nano bubble size distribution on this study

이 세척과정에서 콘크리트 표면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으로 추측된다.
  국내 먹는물 수질 기준에 따르면 염소이온의 
농도는 250 mg/L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에 사
용된 상수도의 자체 측정결과 약 100 mg/L로 측
정되었다[16]. 또한 기존의 문헌에 따르면 콘크리
트 공극에 침투한 높은 농도의 염화물이 삼투압
에 의해 염화물 농도가 낮은 공극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17]. 이에 따라 세
척 후 표면 염화물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콘크리
트 내부 공극에 침투해 있던 염화물이 표면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사거리 및 분사압력에 따른 실험결과, 분사
압력 50bar에서의 분사거리에 따른 세척효율은 
50cm, 100cm, 150cm일 때 85%, 88%, 77%로 
나타났고, 100bar의 분사압력에 50cm, 100cm, 

150cm 분사거리에서 약 87%, 93%, 91%의 세
척효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사압력 
150bar에서의 분사거리에 따른 세척효율은 
50cm, 100cm, 150cm일 때 83%, 81%, 89%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은 결과는 미세기포가 세척대
상에 닿을 수 있는 충돌압력과 미세기포의 순간 
파열에 의한 오염물질의 흡착 및 탈착시간이 다
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스프레이형 
세척장비의 분사압력 및 분사거리에 따른 세척효
율성을 평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분사거리가 
멀어질수록 시편에 닿는 충돌압력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난다[18]. 충돌압력이 낮다는 것은 노즐
을 통해 토줄된 미세기포들이 시편까지 모두 접
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50bar의 압력에서 
50cm, 100cm에서의 분사거리 보다 150cm의 분
사거리에서 세척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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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lcium chloride removal rate according to the distance and pressure of the 
washing machine(C: Concentration of chloride after washing, C0: Initial 
concentration of chloride)

있다. 반면에 150bar의 분사압력에서는 분사거리
가 50cm, 100cm일 때 150cm 분사거리보다 세
척효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충돌압력이 너
무 높을 경우에 미세기포의 붕괴에 따른 흡·탈착 
반응시간이 짧아 충분히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분사압력별 높은 
세척효율을 보이는 분사거리는 50bar, 100bar일 
때 100cm, 150bar일 때 150cm로 나타났으며, 
이 중 100bar-100cm의 분사조건에서 90%이상
의 높은 세척효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3.3. 미세기포 생성조건에 따른 세척효율

  미세기포 생성(순환)횟수와 공기유량에 따른 염
화칼슘 제거율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공기유량 
4 L/min에서 미세기포 생성횟수가 2, 4, 6회 증
가함에 따라 세척효율이 약 74%, 82%, 80%로 
나타났다. 공기유량 2 L/min에서 미세기포 생성
횟수가 2, 4, 6회 증가함에 따라 세척효율이 약 
82%, 85%, 86%로 나타났다. 공기유량 0.5 
L/min에서 미세기포 생성횟수가 2, 4, 6회 증가
함에 따라 세척효율이 약 88%, 87%, 90%로 나
타났다. 미세기포의 생성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
축도가 증가하여 최소 1%에서 7%까지 염화물 

제거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회 순환까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미세기포의 순환횟수를 높여 농축도를 과다하게 
할 경우 버블간의 충돌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공기 유량에 따라 실험한 결과, 공기유량이 낮
아질수록 세척효율이 최대 14%까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기 유량이 낮을수록 
미세기포를 생성할 때의 공기 밀도가 낮아 미세
기포의 직경이 작은 사이즈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미세기포의 직경 사이즈가 작을수록 물속에 잔류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다른 기포와의 간섭을 받
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상쇄되지 않는다. 또한 직
경이 작을수록 콘크리트 공극에 파고들 수 있는 
미세기포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극 안에 분
포되어있는 염화물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3.4. 일반 상수도와 미세기포의 세척효율

  일반 상수도와 미세기포를 사용했을 때의 세척
효율 평가 결과, 1분 세척시 미세기포의 세척효
율이 약 83% 일반상수도의 세척효율이 약 56%
로 염화칼슘 세척 효율성은 미세기포가 약 27% 
높게 나타났다. 일반 상수도의 경우 분사 압력에 
의한 물리적 탈리와 농도 이동에 의한 삼투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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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lcium chloride removal rate according to the air flow and cycle count of the 
washing machine(C: Concentration of chloride after washing, C0: Initial 
concentration of chloride)

Fig. 6. Calcium chloride removal rate using water and nano bubble(C: 
Concentration of chloride after washing, C0: Initial concentration 
of chloride).

  

응을 이용하여 세척하게 되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미세기포를 이용할 경우 충돌 붕괴작용에 따른 
염화칼슘의 흡·탈착 과정에 따라 세척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세기포를 사용한 도
로시설물 염화칼슘 제거 시 세척시간 및 용수사
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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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의 미세기포 세척장비 
사용시 세척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사장치와 미
세기포 생성장치의 최적 운용조건을 파악하였다. 
분사장치의 분사압력 및 분사거리에 따라 미세기
포의 충돌압력과, 붕괴 작용시 염화칼슘과의 흡·
탈착 반응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른 실험 
결과, 분사장치의 최적 운용조건은 100bar, 
100cm로 약 93%의 세척효율성을 나타냈다. 공
기유량이 낮을시 미세기포의 직경 사이즈는 작아
지므로, 공기유량 4 L/min 대비 0.5 L/min에서 
최대 14%의 세척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미세기포 생성횟수가 높아질 경우 농축
도가 증가하여 최대 7%까지 세척효율성이 높아
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험결과 공기유량 0.5 
ml/min, 순환횟수 6회의 생성조건이 최적으로 확
인되었다. 미세기포와 일반 상수도의 세척효율을 
비교한 결과, 미세기포의 세척효율이 약 27% 높
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서 세척장비를 운용시 미세기포를 이용한 세척방
법은 일반 상수도를 이용한 세척방법보다 높은 
세척효율성을 가짐으로 세척시간이 짧고, 용수사
용량이 적기 때문에 시간 대비 활용도가 높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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