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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on into the development of thermoforming mould of a 

120ℓ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for the mass cultivation 

of microalgae

Lee Ho Jin

Advisor : Prof. Ahn Dong-Gyu, Ph. D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interest in bio-fuels has steadily increased to cope with the global warming and the 

resource depletion. The volume of bio-fuels is in proportion to an amount of the biomass. 

Microalgae have begun to receive attention as the third generation biomass. Recently, the 

development of the effective photobioreactor (PBR) to mass-produce microalgae is one of 

hot research issue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into the development of 

thermoforming mould of a 120 ℓ flat panel photobioreactor (FP PBR) case with 

characteristic shapes for the mass cultivation of microalgae. A proper design of 120 ℓ FP 

PBR case has been obtained via the fundamental formability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structural and rigidity analyses. Considering the anti-fouling and transparency characteristics 

of the FP PBR case, the polycarbonate plate has been chosen as the material of the FP 

PBR case. The structural and rigidity analyses have been performed using a commercial 

software ABAQUS V11. Using the proper design of 120 ℓ FP PBR case, the surface 

design of the thermoforming mould for 120 ℓ FP PBR case has been deduced. The 

thermoforming process has been established to manufacture a plastic 120 ℓ FP PBR case. 

The material of thermoforming mould has been selected as an AC2B aluminum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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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forming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ormability of the designed 

FP PBR case using a commercial software PAM-FORM 2G. In order to obtain stress-strain 

relationships considering the temperature and the strain rate, tensile tests of the 

polycarbonate with the thickness of 4.5 mm have been performed in the elevated 

temperature. From the results of the thermoforming analysis, a proper thermoforming 

conditions has been obtained. Thermoforming mould of a 120 ℓ FP PBR case with 

characteristic shapes has been fabricated from casting, machining and drilling processes. The 

plastic 120 ℓ FP PBR case has been produced from the thermoforming process. The 

fabricated thermoforming mould and the estimated thermoforming condition have been 

applied to manufacture the plastic 120 ℓ FP PBR cas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plastic 

120 ℓ FP PBR case with characteristic shapes have been joined with adhesives. In order to 

evaluate the safety and the cultivation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120 ℓ FP PBR case, 

durability and culture experiments has been performed. From the results of the durability 

and culture experiments, it has been shown that the fabricated 120 ℓ FP PBR case has 

sufficient rigidity to cultivate the microalgae and the designed FP PBR case with 

characteristic shapes can conspicuously improve productivity of the microalgae as compared 

to a FP PBR case without characteristic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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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 배경

산업 명이후 꾸 한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지구온난화 자원고갈 문

제가 거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청정 에 지원에 한 심이 세계 으로

증가되고 있다.1-9)2011년 12월 더반에서 열린 17차 유엔기후변화 약에서 교토의정

서 (Kyotoprotocol)만료 정이던 2012년의 시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2021년

부터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하 다.
10,11)

이는 168개국이 지구온도를 2
o
C

이상 올라가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EU는 온실가스 (Greenhousegas)감축기술

체제를 구축하고 국은 새로운 태양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집

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에는 목표치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

업을 내야하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trading)가 시행된다.
12)

한,2011년 12월

더반에서 열린 17차 유엔기후변화 약 (Theunitednationsframeworkconvention

onclimatechange)에서 교토의정서 만료 정이던 2012년의 시한을 2020년까지 연

장하고 2021년부터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하 다.
13)
이는 168개국이 지구

온도를 2
o
C이상 올라가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이러한 자원고갈 환경 문제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하여 화석연료를 신할 신재생에 지 (Renewableenergy)개

발은 필수 이다.

바이오 연료 (Biofuel)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청정 신재생에 지원 하나이다.

바이오 연료는 원료에 따라 바이오 디젤 (Biodiesel) 바이오 에탄올 (Bioethanol)

등으로 분류된다.수송기계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첨가할 경우 배출 가스 내 유해성

분과 CO2가 히 감소한다.14)미국은 2007년 통령 연두교서에서 제기된 석유의

존도 완화를 하여 2017년까지 체 수송용 에 지 소비의 15% 인 350억 갤런을

바이오 연료로 공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5)
EU 는 2020년까지 수송용 연료의

10% 를 바이오 연료로 체하는 계획을 발표하 으며 세계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

오 디젤 생산량이 2020년 에는 각각 1,200억 ℓ 와 235억 ℓ 정도 될 것으로 측

하고 있어 10년 내에 련 부품,장치,시스템, 랜트 산업 에 지 산업시장이 크

게 형성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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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들을 통하여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이 실 가능한 체에 지로 보

고되고 있다.
1,9-11)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매스 (Biomass)의 지질 (Lipid)로부터 추출되

는 연료이다.
19)
이와 같은 이유로,바이오 연료의 량생산을 해서는 바이오매스의

량 생산 시스템 (Massiveproductionsystem)개발이 필요하다.19)바이오매스와 바

이오 연료에 련된 많은 연구자들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하여 바이오매스

하나인 미세조류 (Microalgae)에 하여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1,2,9,10-13)

미세조류는

다른 바이오매스들과 비교하여 많은 장 들을 가지고 있다.미세조류는 인간의 먹거리

재료 기반 1,2세 바이오매스와는 다르게 인간의 먹거리에 향을 미치지 않는

다.
10,20,21)

한,미세조류는 합한 배양 조건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며 합성

(Photosynthesis)을 통하여 CO2가스의 고정을 유도할 수 있다.
1,2,9,10,21-23)

이와 같은

장 들에 따라 미세조류는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한 3세 바이오매스로 부각되

고 있다.10)미세조류의 생산성 (Productivity)과 미세조류의 지질은 배양조건과 배양시

스템에 따라 결정된다.
1,2,9,21-24)

때문에,바이오 에 지 바이오매스 연구 분야에서 미

세조류 량생산에 합한 배양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25,26)

미세조류 량 생산에 합한 배양시스템으로서 생물 반응기 (PBR :

Photobioreacotr)개발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9,25-35)

재 개발된 생물 반응

기는 개방 연못형 생물 반응기 (Open pond type PBR), 형 생물 반응기

(TybulartypePBR),수직원주형 생물 반응기 (VerticalcolumntypePBR) 평

형 생물 반응기 (FPPBR:Flatpanelphotobioreactor)네 가지로 분류 된다.19,25-27)

네 가지 타입의 생물 반응기 이스들은 산업용 크기로 용량증 가 가능하다.
19,25-30)

개방 연못형 생물 반응기는 Fig.1(a)와 같다.
26)
개방 연못형 생물 반응기는

여러 가지 생물 반응기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가지며 자연 상태에서 양원 공 이

풍부한 개방된 연못 등에서 배양한다.개방 연못형 생물 반응기는 기 설비 투자비

용 운 비용이 렴한 장 을 가지나 자연 을 이용함에 따라 배양장치 내부로 효

과 인 빛 달이 어려워 미세조류의 성장속도가 느리고 외부오염으로 인한 미세조류

생물량 종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 을 자니고 있다.
27,36-38)

수직 원주형 생물 반응

기는 Fig.1(b)와 같다.28)수직원주형 생물 반응기는 반응기의 재료인 유리 이나

합성수지 의 가격이 렴하고 제작이 간편하지만 형으로 제작 시 채 성이 떨어지

는 단 을 가지고 있다.
29)

형 생물 반응기는 Fig.1(c)와 같다.
30)

형 생물 반

응기는 유리나 라스틱으로 제작하며 우수한 교반성,효과 인 멸균 기체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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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 등의 장 을 가지나 량배양을 하여 의 직경을 크게 할수록 단 체 당

표면 비 (Surfacetovolume)가 다른 형태의 생물 반응기에 비해 떨어진다.
31)
평

형 생물 반응기는 Fig.1(d)와 같다.
32)
평 형 생물 반응기는 1953년 Milner에

의하여 개발된 이래,최근에 가장 일반 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평 형 생물 반

응기는 다른 타입의 생물 반응기 보다 단 체 당 표면 비율을 향상시켜 채 면

을 증가시키기 용이하다.CO2가스와 공기를 이용한 공기부양식 (Airlift)평 형

생물 반응기는 미세조류와 배지액 (Media)을 혼합시켜 내부유체 순환특성을 향상 시

킬 수 있다.이와 같은 이유로,공기부양식 평 형 생물 반응기는 높은 미세조류 생산

성,낮은 에 지 사용율 유지비의 장 을 가진다.
33,34)

(a)Openpondssystem (b)Verticalcolumnsphotobioreactor

(c)Tubularphotobioreactor (d)Flatpanelphotobioreactor

Fig.1ClassificationofPhotobio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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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선행연구결과 분석

1. 생물 반응기 이스 선형연구결과 분석

바이오 연료의 원료인 미세조류를 량생산하기 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물 반응

기 들이 개발되고 있다.
35-40)

기존에 개발된 생물 반응기의 경우 부분 생물공학

(Biotechnology) 심의 근법이 이루어져 에 지 효율 (Energyefficiency),온도조

(Temperaturecontrol),반응기설계 (Designofreactor) 제작 (Fabrication)등 에

한 문제 이 발생하여 미세조류 량 생산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38-47)그러나 최

근에는 기계 (Mechanical), 기술 (Photonics) 생물학 (Biology)분야 등의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하여 고효율 생물 반응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38-47)

고농도 배양을 한

생물 반응기는 반드시 단 체 당 표면 비가 높아야 하는데 이를 높이기 가장 유

리한 형태는 평 형 생물 반응기이다.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생물 반응기

평 형 생물 반응기 개발에 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45-57)

Tredici등은 인공조명을 이용한 실내에서 Nannochloropsissp.의 량생산을 한

단 셀 평 형 생물 반응기 (UnitesellPBR)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42)
그들의

연구에서는 6개의 부착식 패 (panel)을 사용하 다.A.Rchmond등 은 Fig.2와

같이 500ℓ 평 형 생물 반응기 제작하여 Nanochloropsissp.미세조류를 배양

함으로서 량 배양 시 고효율의 바이오 디젤 생산을 하여 배양 효율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57)
그들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부피의 평 형 유리 생물 반응기 (FP

glassPBR)를 설계하여 최 의 배양 효율을 도출하 다.

Fig. 2 500 L Flat plate glass photobio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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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ra등은 250ℓ 평 형 생물 반응기의 순환특성 (Mixingcharacteristic,열

달 특성 (Heattransfercharacteristic)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32)
Reyna-Velarde

등은 주입되는 가스 속도 (Flow rateofgas)에 따른 공기 부양식 평 형 생물 반

응기의 순환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44)GangYu등은 Fig.3과 같이 15ℓ

평 형 생물 반응기를 제작하여 반응기 내부에 순환이 가능할 수 있게 격막구조

를 설치하여 격벽의 높이 별 내부순환특성 변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56)
그들의

연구에서는 격막구조의 높이와 비의 조합을 통한 9가지 모델에 하여 산유체역

학 해석 (Computationalfluiddynamicsanalysis)을 수행하여 이스 내부 유체의 순

환특성에 하여 분석하 다.이를 통하여 이스 내부 격막구조의 최 높이와 비

를 도출하 다.

Fig.315LAirliftflatpanelphotobioreactor

Kochem 등은 내부 열교환기 (Heatexchanger)를 가진 공기부양식 평 형 생물

반응기의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45)
J.Degen등은 평 형 생물 반응기에

자가 순환이 가능한 격막의 지지구조를 설치하여 공기부양식 반응기 등을 설계 제

작하여 미세조류 배양 시험을 통한 배양효율 배양조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46)
그들의 연구에서는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내부에 격막의 지지구조를 배

치하여 내부유체의 순환특성을 향상시킨 이스를 Fig.4와 같이 설계/제작하 다.

FraunhoferIGB와 SubitecInc.등은 옥외조건에서 미세조류를 량 생산할 수 있는

180L 평 형 공기부양식 생물 반응기 이스를 개발하 다.
49)
그들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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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에 추가 인 구조를 설계하여 이스의 순환특성과 강

성 (Rigidity)을 향상시켰다.

Fig.4Airliftflatpanelphotobioreactor

Ahn등은 평 형 생물 반응기에 특징형상이 미세조류의 생산성 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그들의 연구에서는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제작에 쾌속 조형

기법 (Rapidprototypingtechniques)을 사용하 다.
22)

2.열성형 선행연구결과 분석

평 형 생물 반응기 열성형 형 (Themoformingmould)을 개발하기 해서 열성

형 이론 (Thermoforming theory) 열성형 선행연구 결과에 하여 분석하 다.

열성형 (Thermoforming) 은 열가소성 라스틱 (Thermoplastic) 재를 형과

압력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하는 방법이다.
36)
일반 인 열성형 공정

(Thermoforming proecess) 은 열가소성 라스틱 재를 유리천이온도 (Glass

transitiontemperature)이상 용융온도 (Meltingtemperature)이하로 가열하여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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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항 (Flow resistance)을 낮춘 후 형에 거치하고 진공 는 공압을 가압하여

형표면과 착시켜 성형한 후 냉각하여 제품을 취출 (Ejection)한다.
58-66)

성형은 다

른 성형 공정에 비하여 설비 제작비용이 렴하고 생산 사이클 (Productioncycle)

이 짧으며 형 제품도 생산가능 하지만 제품 형상이 제한 이며 성형 후 제품의 두께

분포가 불균일하다.
67)
그러나 열성형 공정 변수 (Thermoformingparameter)의 조정

을 통하여 성형 후 제품 두께를 어느 정도 균일화 할 수 있다.
58-66)

열성형 공정 변수

로는 재 가열온도, 재 가열시간, 기 재두께,성형 재 스트 칭

(Stretching)량,스트 칭 속도,성형 압력,가압 시간 형온도 등이 있다.58-66)

열성형에 사용되는 형은 Fig.5와 같이 양각 형 (Malemold)과 음각 형

(Femalemold)으로 분류할 수 있다.
63)
열성형 재가 형에 하면 재가

격히 국부 으로 냉각되어 유동 항이 높아지게 된다.
58-66)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동일

한 두께의 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 을 때 양각 형을 이용 할 경우 제품 주요

형상의 두께가 음각 형보다 더 두껍게 나타난다.양각 형과 음각 형을 선택하는 지

표는 성형공정과 제품의 요 형상의 치이다.일반 으로 제품의 앙형상의 성형이

어려울 경우 양각 형을 사용하고 제품의 가장자리 형상의 성형이 어려울 경우 음각

형을 사용한다. 한 양각 형과 음각 형은 제품의 요한 표면에 따라 결정짓기도

한다.일반 으로 요한 표면을 형에 닫게 한다. 형에 닫지 않는 표면은 성형

두께감소로 인하여 표면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a) Female mold                              (b) Male mold

Fig. 5 Classification of thermoforming mold

열성형은 성형공정이나 가압방식에 따라 진공성형 (Vacuum forming),압력성형

(Pressureforming),드 이 성형 (Drapeforming) 러그 성형 (Pluge-assist

forming)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67-70)

진공성형 (Vacuum forming)의 공정은 Fig.6과 같다.진공성형은 가열된 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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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압 (Vacuum pressure)을 이용하여 성형하는 방법이다.진공성형 공정을 이용하

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형의 형상에 따라 제품의 두께가 다르게 나타난다.일반 으

로 성형 형 과 먼 하는 부분은 먼 냉각되어 유동성이 낮아져 성형 후에

도 두께가 두껍다.그러나 제품과 늦게 되는 부분은 끝가지 유동성이 높아 국부

으로 두께가 얇아진다.이로 인하여 성형 깊이가 깊거나 형상이 복잡한 제품을 일반

인 진공성형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할 경우 제품이 찢어지거나 두께분포가 고르지 않

다.
67-70)

Fig. 6 Vacuum forming process

압력성형 (Pressureforming)의 공정은 Fig.7과 같다.압력성형은 블로우 성형

(Blow forming)과 유사하며 가열된 재를 가압하여 성형하는 방법이다.압력성형에

사용되는 압력은 펌 (Pump)의 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다.압력성형은

진공성형보다 높은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진공성형 보다 낮은 온도에서 제품 성

형이 가능하다.
68)
압력성형의 경우 진공성형보다 생산속도는 빠르나 기설비 비용이

진공성형보다 비싸다.

Fig. 7 Pressure forming process

러그 성형 (Plugassistforming)의 공정은 Fig.8과 같다. 러그 성형은 가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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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러그 (Plug)를 이용하여 기계 으로 힘을 가한 후 진공 성형하는 공정이다.

러그 성형은 성형 깊이가 깊은 제품을 성형할 때 진공성형이나 압력성형보다 균일한

두께분포를 가질 수 있다.그러나 러그 성형은 기설비 비용이 비싸며 다른 공정보

다 성형변수가 많다. 러그 성형 시 추가되는 성형 변수는 러그의 온도,형상 속

도이다.
69-70)

Fig. 8 Plug assist forming process

드 이 성형 (Drapeforming)의 공정은 Fig.9와 같다.드 이 성형은 진공성

형과 기계 성형 공정을 결합한 공정이다.
70)
드 이 성형은 앞의 공정들과는 다르

게 양각 형을 사용한다.앞에서 소개한 진공성형,압력성형, 러그 성형은 성형공정

형이 움직일 필요가 없지만 드 이 성형 공정은 재가 가열된 후 형이 상승

하여 성형 에 재를 충분히 늘린다.드 이 성형 공정은 다른 공정에 비해 생산

사이클 기설비 비용이 상 으로 길고 비싸지만 성형 후 제품의 두께분포가 균

일한 장 을 가지고 있다.

Fig. 9 Drape forming process

Chen등은 진공성형 공정에 따른 두께가 얇은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재

의 성형 후 두께분포 형상 특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72)
Warby등은 진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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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공정에서 성형압력에 따른 성형 후 제품 형상 두께 분포 변화에 한 연구를

Fig.10과 같이 수행하 다.
73)
그들의 라스틱 재의 고온인장시험을 통하여 온도에

따른 물성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한요소해석 (Finiteelementanalysis)을 통하여 라

스틱 재의 압력성형 공정해석을 수행하 다.

Fig. 10 Schematic diagram of pressure thermoforming process

Wiesche는 진공성형 해석을 이용하여 진공성형공정 조건에 따른 자동차 연료 탱크

(Automotivefueltank)두께 분포에 한 연구를 Fig.11과 같이 수행하 다.그들의

연구에서는 열성형 조건에 따른 자동차 연료탱크의 벽두께 분포 균일성에 하여 분석

하 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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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rmoforming analysis for automotive fuel tank

제 3 연구 목표 방법

1.연구목표

본 연구에서는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FP

PBRcase)열성형 형 개발을 수행하고자한다.

첫째로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

설계하고 열성형 특성 강성을 분석하여 우수 설계안을 도출하고자한다.

둘째로 도출된 평 형 생물 반응기 열성형 형 설계안에 하여 열성성형 공정

설계 해석을 수행하여 성형성 (Formability)을 검증하고 합한 열성형 공정을 도

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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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열성형 형을 제작하고 도출된 열성형 공정을 이용한 시성형을 통하여 제품

특성을 분석/고찰 하고자한다.

넷째로 시제품에 한 내구성실험 (Durability experiment) 배양실험 (Culture

experiment)을 수행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내구성 (Durability) 미세

조류 생산특성을 분석/고찰 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차로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Fig.12는 이 연구의 방법과 차를 나타내었다.

첫 번째 목표를 수행하기 하여 생물 반응기 이스들을 설계하 다.도출된 설

계안들에 하여 기 열성형 특성 분석 구조해석 (Structureanalysis)을 수행하

다.기 열성형 특성 분석을 통하여 열성형 가능성과 평균 두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구조해석결과를 이용하여 강성 (Rigidity)이 가장 우수한 생물 반응기 이스

설계안을 도출하고 이 설계안에 한 안 성 (Safety)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 이를

이용하여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표를 수행하기 하여 열성형 공정을 설계하 다.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 설계안에 하여 3 차원 비선형 열성형 해석 (Three dimensional

thermoforminganalysis)을 수행하 다.열성형 해석결과를 성형시간에 따른 온도,두

께 형상 측면에서 분석하 다.이 결과들을 통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설계안의 성형성을 검증하고 합한 열성형 공정을 도출 하고자한다.

세 번째 목표를 수행하기 하여 성형성이 검증된 형 설계안을 이용하여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을 제작하 다.제작된 열성형 형과 앞에서 도출된 열성

형 공정을 이용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제작하고자한다.제작된 이스의

두께 성형 깊이를 분석하여 성형성 제품 특성을 분석/고찰하고 자한다.

네 번째 목표를 수행하기 하여 제작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합공정

을 통하여 조립하고자 한다.조립된 평 형 생물 반응기의 강성 안정성을 검증하

기 하여 내구성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내구성실험은 실외조건에서 20일간 수행하

고자한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미세조류 배양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배양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배양실험은 실내조건에서 16일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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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evelopment procedure of 120 ℓ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for the mass 

cultivation of microal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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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 설계 특성분석

제 1 생물 반응기 이스 설계

1. 생물 반응기 이스 기본형상 설계

평 형 생물 반응기는 이스 내부의 미세조류 배양 시 이스 내부의 미세조류,

배지액 가스로 인하여 내부압력이 발생하게 된다.내부압력 (Inertialpressure)은

이스의 용량이 커질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일반 인 평 형 생물 반응기의 경우

이스 하단부에 내부압력이 집 된다.이러한 내부압력에 응하기 한 수단으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재 두께를 두껍게 하지만 재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이스의 투과율 (Transparency)이 히 낮아져 결과 으로 미세조류 생산성을

감소시키게 된다.이 연구에서는 얇은 재를 이용하여 용량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개발하기 하여 여러 가지 특징형상들을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에 설

계하 다.미세조류 배양 시에도 내부압력으로부터 안 한 120ℓ 미세조류 량생

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도출하기 하여 기본 설계안을 Fig.13과 같이

도출하 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기본 설계안의 크기 두께는 1,260mm ×

1,400mm x110mm 4.0mm 이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재료는 학 ,

기계 ,안티 울링 (Anti-fouling)특성을 고려해야 한다.120ℓ 미세조류 량생산

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투명 폴리카보네이

트로 선택하 다.사용된 투명 폴리카보네이트의 재료특성은 Tabla1과 같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polycarbonate

Reflection 

index

Transmittance 

(%)

Young' 

modulus 

(MPa)

Poisson's 

ratio

Density 

(kg/m3)

Yield 

strength 

(MPa)

1.54 - 1.59 85 - 91 2,000 0.38 1.25 × 10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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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eft case                     (b) right case           (c) Section A-A’

Fig. 13 Basic design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s

.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좌/우 측 이스가 따로 설계되어 하나로 조립되는

형태이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에 세 가지 타입의 특징형상을 Fig.14와 같이

설계하 다.첫 번째 특징형상은 단 셀 구조 (Unitsellshape)이다.단 셀 구조의 크

기는 488mm ×1,255mm ×55mm 이며 단 셀 1개의 부피는 약 30ℓ 의 이다.단

셀 구조는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에 작용하는 내부압력을 수직방향으로 분할

하기 하여 설계되었다.단 셀 구조는 좌우 이스에 각각 2개씩 배치하 다.두 번

째 특징형상은 수평형 격벽 형상이다.수평형 격벽 형상 (Verticalpartitionwallshape)

의 크기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첫 번째 수평형 격벽 형상의 크기는 380mm ×240

mm ×75mm 이다.첫 번째 수평형 격벽형상은 좌/우측 이스 단 셀 구조들에 각각

2개씩 설계하 다.두 번째 수평형 격벽 형상의 크기는 380mm ×150mm ×55mm

이다.두 번째 수평형 격벽 형상은 우측 이스 단 셀 구조들 하단부에 1개 설계하

다.수평형 격벽 구조는 단 셀 구조를 통하여 수직방향으로 분할된 내부압력을 수평방

향으로 재분할하기 하여 설계되었다.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이용한 미세조류 배양 시 배지액,미세조류 혼합

가스의 통로로 사용하기 하여 연결부 형상 (connector)을 Fig.13(c)와 같이 설계

하 다.연결부형상의 크기는 70mm ×53mm ×20mm 이다.연결부 형상의 재료는

이스 재료와 동일한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를 선택하 다. 한, 이스의 성형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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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체 인 형상에 구배각 6
o
~30

o
를 부여 하 다.

Fig. 14 Characteristic shapes of the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2. 생물 반응기 이스 설계

미세조류 배양 시 발생하게 되는 내부 압력에 의한 변형은 반응기 이스의 괴를

유발하게 된다.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강성은 매우

요한 설계변수 이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강재 구조를 평

형 생물 반응기의 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76,77)

본 연구에서는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기본

설계안에 보강재 구조를 배치하여 다양한 생물 반응기 이스를 Fig.15와 같이 설

계하 다.배치된 보강재 구조의 형상 크기는 Fig.16과 같으며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 다.
77)
보강재 형상의 설계깊이는 우측 이스의 경우 배치되는 보강재형상의

수가 기 때문에 우측 이스에 배치되는 보강재 구조의 깊이가 좌측 이스에 배치

되는 보강재 구조보다 1mm 깊게 설계하 다.

 Design1은 보강재 구조가 배치되지 않은 기본 설계형상이다.Design2는 수평형

보강재 구조를 좌측 이스에 8개 우측 이스에 7개 배치하 다.보강재의 간격은

이스 하부로 갈수록 좁게 설계하 다.Design3은 수직형 보강재 구조를 좌/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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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에 균일한 간격으로 3개 배치하 다.Design4는 수평형 보강재와 수직형 보강

재를 교차시켜 배치하 다.미세조류 배양 시 큰 압력이 용되지 않는 이스 상부에

는 보강재 구조를 배치하지 않았다. 한 좌측 이스 하단에 수평형 보강재를 1개 배

치하 다.Design5는 이스 상부까지 교차형 보강재 구조를 배치시켰지만 좌측 이

스 하단에 수평형 보강재를 1개만 배치하 다.Design6은 이스 상부까지 교차형

보강재 구조를 체 으로 배치하 다.

  

 

(a) Design 1                              (b) Design 2        

  

(c) Design 3                              (d) Design 4              

 

(e) Design 5                              (f) Design 6    

Fig. 15 Designs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s different for stiff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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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tiffener design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3. 생물 반응기 이스 설계별 성형성 분석

도출된 설계안들의 열성형계수를 도출하여 성형성을 분석하 다.열성형 계수는 ADR

(Aerialdraw ratio),LDR(Lineardraw ratio) ATR(Averagethicknessratio)이

며,각각 식 (1),(2) (3)과 같다.도출된 설계안들의 열성형 계수 산출 결과는 Fig.

17과 같다.6가지 설계안의 ADR은 1.31수 임을 알 수 있었다.6가지 설계안의

LDR은 설계안에 따라 1.21에서 1.28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일반 인 폴리카보네

이트 재의 한계 ADR이 3.0임을 고려하면 모든 설계안이 열성형을 통하여 성형될

수 있을 것으로 측되었다.열성형 계수를 이용하여 요구 최소 재두께를 도출하

다.설계된 생물 반응기 이스의 열성형 후 두께감소율을 고려하면 기 재의 두께

는 4.5mm 이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1)

                                                

                                


                                   (2)

                                   




                                 (3)

여기서 Ψf는 성형후 재의 표면 이고,Ψi는 성형 재의 표면 이다.εf는 성

형 후 세션의 길이이고 εi는 성형 세션의 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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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rmoforming parameter according to the designs

제 2 생물 반응기 이스 구조해석

1. 생물 반응기 이스 구조해석 방법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에 작용하는 내부압력은 이스의 변형을 발생시킨다.

과도한 변형은 이스의 괴를 유발한다.이러한 변형에 의한 괴를 억제하기 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에 특징형상들 다양한 타입의 보강재 구조들을 설계하

다.2장 1 에서 도출된 6가지 설계안들의 강성을 정량 으로 분석/고찰하기 하

여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3차원 구조해석에는 ABAQUS V6.11standard

module을 사용하 다.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설계된 단 셀 구조에

작용하는 최 압력을 도출하 다.각각의 단 셀 구조에 작용하는 압력을 선형분포로

가정하 다.한 개의 단 셀 구조에 작용하는 최 압력 도출 식은 식 (4)와 같다.

Pmax = Sf×ρ×g×h                               (4)  

여기서 Pmax,Sf,ρ,g h는 각각 단 셀 구조에 작용하는 최 압력,안 계수,내

부유체의 도, 력 내부유체의 높이 이다.식 (4)에 용된 안 계수는 2.0이다.

식 (1)을 통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단 셀 구조에 작용하는 최 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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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MPa임을 알 수 있었다.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구조해석 모델을 Fig.18과 같이 도출하 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가장자리가 합공정을 통하여 결합되므로 구조해석 모델

에서는 이스의 가장자리를 고정단으로 설정하 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재료는 폴리카보네이트이다.폴리카보네이트의 물성은 Table.1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이스에 작용하는 압력은 각각의 단 셀 구조에 식 (4)을 통하여 도출된 최 압

력을 선형 분포로 용시켰다.

구조해석에 유한요소해석 격자종류 개수는 Table2와 같다.

                      

Table 2 Mesh quantity and type of FE analysis model

No. of element No. of node Mesh type

Left case 283,761 93,566 Hexahedral solid 

elementRight case 294,509 96,695

Fig. 18 FE analysis model for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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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 반응기 이스 설계별 구조해석 결과 고찰

6가지 설계안에 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Fig.19는 보강재 구조 설계에 따

른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변형형상 해석 결과이다.해석결과 Design1,2

3의 경우 좌측 이스 단에서 최 변 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Design4,5

6의 경우 우측 이스 하단에서 최 변 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이 결과를 통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최 변 는 보강재 구조의 설계에 따라 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Fig.20은 구조해석을 통하여 도출된 보강재 구조설계에 따른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최 변 비교결과이다.Design1,2 3은 최 변 가 좌

측 이스 단부에서 각각 7.5mm,7.3mm 7.1mm 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Design4,5 6은 최 변 가 우측 이스 하단에서 각각 7.0mm,7.0mm 6.9

mm 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Design6의 최 변 가 기설계안인 Design1 비

약 7% 낮은 6.9mm 로 가장 낮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이 결과들을 통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의 보강재 구조가 이스의 변 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스 상단과 하단에 추가 으로 배치되는 보강재 구조가 이스의 최 변 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한,수직형 보강재가 수평형 보강재보다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강성에 미치는 향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구조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최 설계안을 도출하 다.

최 설계안은 배양시 안정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배불림 량이 가장 작은 설계안으

로 선택하 다.그 결과 Design6이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설계에 가장 합함을 알 수 있었다.

Fig.21은 도출된 최 설계안의 변 분포 해석 결과이다.좌측 이스의 경우 이

스 간에 치한 수평형 보강재 구조 사이에서 최 변 가 6.5mm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좌측 이스 수평형 격벽 구조에서는 최 변 가 3.4mm 발생함을 알 수 있었

다.우측 이스의 경우 이스 하단에 치한 수평형 보강재 구조 사이에서 최 변

가 6.9mm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우측 이스 수평형 격벽 구조에서는 최 변 가

2.8mm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Fig.22는 도출된 최 설계안의 응력 분포 해석 결과이다.좌측 이스의 경우

이스 최하단 부에서 최 유효응력이 25MPa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우측 이스의 경

우 이스 하단부 가장자리에서 최 유효응력이 31MPa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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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재료인 폴 보네이트 재의 인장강도는 59MPa이다.이

를 고려하면 Design6은 미세조류 배양시 안 성 련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특징형상 들이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에 작용하는 응력을 분할함을

알 수 있었다.단 셀 구조가 이스에 작용하는 응력을 수직방향으로 분할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수평형 격벽 구조가 각각의 단 셀에 작용하는 응력을 수평방향으로 분

할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이를 통하여 특징형상들이 평 형 생물 반응기 이

스의 강성을 성공 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9 Variation of the deformed shape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according to 

stiffen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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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Maximum deflections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for different stiffener design

Fig. 21 Deflection distributions for optimal design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Desig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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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tress distributions for optimal design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Desig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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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최 설계안을 이용한 열성형 형 설계

열성형 공정은 형 제품을 렴한 가격에 쉽고 빠르게 성형할 수 있지만 다른 성형

공정에 비하여 치수정 도가 불안정하다.이와 같은 이유로 열성형 형 설계 시 요

성형부의 성형성을 고려하여 양각 형과 음각 형을 결정하여야 한다.이 연구에서 설

계된 평 형 생물 반응기는 이스의 강성 배양효율을 결정짓는 특징형상들의 성

형성 특성이 매우 요하다.성형성이 좋아야하는 특징형상들은 반응기 이스의 앙

부에 치하고 있다.이와 같은 이유로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은 양각 형으로 설계하 다.

구조해석결과를 통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설계안들 에서 Desgin6이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설계에 가장

합함을 알 수 있었다.Design6을 이용하여 열성형 형을 Fig.23과 같이 설계하

다.열성형 형은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설계안 내측 표면을 7mm 오 셋

(offset)하여 설계 하 다.일반 으로 열성형 공정은 제품의 가장자리를 설계 치수보

다 더 크게 성형하고 후 가공을 통하여 설계 치수로 단한다.이를 고려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열성형 형의 크기는 1,520mm ×1,660mm 로 설계하 다.

Fig. 23 Design of thermoforming mold for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 26 -

제 3장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공정 도출

제 1 생물 반응기 이스 성형재료 열성형 해석 물성

설계된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

의 열성형 공정을 도출하기 해서 열성형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열성형 해석은 비

선형 3차원 열성형 해석 로그램인 PAM-FORM 2G 를 사용하고자 한다.PAM-

FORM 2G 에서는 라스틱 재료의 유동 모델을 나타내기 하여 Ogdenmodel

G’sell-Jonasmodel을 사용한다.이 연구에서는 G’sell-Jonasmodel을 사용하고자 한

다.G’sell-Jonasmodel은 무정형 (Amorphous) 는 결정성 (Semi-crystalline)고

분자들의 거동을 표 하는데 사용된다.75)G’sell-Jonasmodel은 일정한 변형률 속도를

제어하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구성방정식이다.그러나 얇은 재를 이용한 단축인장시

험은 가열시 재의 뒤틀림으로 인하여 일정한 변형률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다.이와

같은 이유로 얇은 재는 변형률속도 신 인장속도를 사용하는 변형된 G’sell-Jonas

model을 사용해야한다.변형된 G’sell-Jonasmodel구성방정식은 식 (5)와 같다.75)

  exp exp ∙ exp


                     (5)

여기서 k,σ,ε v는 각각 비례상수 (Scalefactor),진응력 (Truestress),진변형

률 (Truestrain) 인장속도 (Tensilespeed)이다.w,h,m l0는 각각 탄성 계

수 (Viscoelasticcoefficient),변형경화 계수 (Strainhardeningcoefficient),변형률속도

민감도 (Strainratesensitivitycoefficient) 기 시편의 길이 (Initiallengthof

specimen)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G’sell-Jonasmodel을 사용하 다.선행연구

에서 도출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의 온도에 따른 G’sell-Jonasmodel상수는 Table3

과 같다.
77)
선행연구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온도 인장속도에 따른 18가지 조

건에 한 고온인장 시험을 수행하여 진응력-진변형률 선도를 도출하 다.도출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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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진변형률 선도와 상용 로그램인 Optimizer G’sell 로그램을 사용하여

G’sell-Jonasmodel모델을 도출하 다.

Table3EstimatedmaterialparametersofG’sell-Jornasmodel

Parameters

Temperature
k (MPa) m w h

20 oC 85.997 0.005 46.735 1.981

60 
oC 85.908 0.009 47.720 1.800

100 
oC 64.637 0.004 54.097 1.210

130 oC 27.290 0.23 85.402 1.750

160 oC 14.016 0.474 3.206 0.551

175 oC 0.659 0.392 40.751 0.013

제 2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공정 설계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에 한

성형해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열성형 공정을 Fig.24와 같이 설계하 다.평 형 생

물 반응기 이스의 열성형 공정은 양각 형을 사용하는 드 이 성형공정으로 선택

하 다.

성형공정은 4단계로 분류된다.첫 번째 단계는 가열공정이다.가열공정은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성형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 재를 유리천이온도 이상으로 가열

하는 공정이다.이 가열공정에서 재는 력에 의하여 일정량 스트 칭 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스템핑 공정이다.스템핑 공정은 형을 상승시켜 가열된 재를 스

트 칭 시키는 공정이다.스템핑 공정을 통하여 재를 진공성형 에 스트 칭 함으

로써 진공성형 시 발생하게 되는 구부 인 두께감소를 억제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진공성형 냉각 공정이다.진공성형 냉각 공정은 재의 진공

성형과 냉각을 순차 으로 진행한다.공정시작에는 스트 칭 된 재에 진공압력을 가

압하여 재를 형과 착시킨다.그 후 성형된 재를 냉각시키는 것이다. 재를 냉

각시킬 때는 냉각되는 도 재의 스 링 백이나 뒤틀림을 억제하기 하여 성형압력

을 유지시키는 것이 요하다.

네 번째 단계는 취출 트리 공정이다.취출 트리 공정은 냉각된 제품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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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후 가장자리 잉여 역을 단가공 하는 공정이다.

Fig. 24 Thermoforming process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열성형 해석에서는 세 번째 단계의 냉각 공정과 네 번째 단계인 취출 후가공 공

정을 구 할 필요가 없어 제외하 다.도출된 열성형 공정들의 열성형 변수들을 Table

4와 같이 설계하 다.

가열 공정의 열성형 변수들을 설계하 다.폴리카보네이트 재 유리천이온도는 약

150
o
C이다.폴리카보네이트 재의 유리천이온도와 선행연구의 고온인장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가열공정에서 재의 가열 후 온도는 175
o
C로 결정하 다.

41)
열성형 공정

에서 가열공정을 무 길게 할 경우 클램핑 역에서 과도하게 늘어나 성형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이를 고려하여 열성형 공정에서 가열시간은 240sec로 결정하 다.

스템핑 공정의 열성형 변수들을 설계하 다.스템핑 공정에서 가장 요한 변수는

스템핑 속도이다.스템핑 속도가 무 느릴 경우 가열된 재가 환경 형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 식게 되어 제품 성형성이 나빠지게 된다.반 로 스템핑 속도가 무

빠를 경우 재와 형의 마찰계수가 격히 상승하게 되어 국부 으로 늘어나며 재

의 두께가 감소하게 되어 제품불량을 유발시킨다.이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스템

핑 속도를 52mm/sec로 결정하 다.

진공성형 공정의 열성형 변수들을 설계하 다.진공성형 공정에서 가장 요한 변수

는 성형압력 유지시간이다.드 이 성형 공정은 진공압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

제로 가할 수 있는 최 압력은 0.1MPa이다.이와 같은 이유로 진공성형 공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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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압력은 0.1MPa로 결정하 다.진공성형공정에서 성형시간을 무 짧게 하면 성

형 후 제품의 스 링백 뒤틀림을 발생시킨다.이를 억제하기 하여 진공성형 공정

에서 압력유지 시간을 15sec로 결정하 다.

냉각 공정의 열성형 변수들을 설계하 다.냉각 공정에서 가장 요한 변수는 냉각

온도 냉각 시간이다.냉각공정에서 냉각온도는 상온으로 설정하고 냉각시간은 진공

성형 시간의 2배인 30sec로 결정하 다.

Table4Designofparameterofthermoformingprocessfor

flatpanelphotobioreactorcase

Process
Initial temperature

of blank (oC)

Temperature 

of mold (oC)
Time (sec) Force/speed

Heating 175 60 240 Gravity

Stamping - 60 5 54 mm/sec

Vacuuming - 60 15 0.1 MPa

Cooling - 60 30 0.1 MPa

제 3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해석 방법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 설계안을

이용하여 열성형 해석모델을 Fig.25와 같이 도출하 다.해석 모델은 좌우 이스에

하여 각각 따로 설계하 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각각의 이스의 단

셀 구조가 칭형상 이므로 칭해석이 가능하다.이 연구에서는 해석시간을 감소시키

기 하여 칭해석을 수행하 다.열성형 해석모델의 형은 블랭크 사이즈에 맞추어

760mm ×1660mm 로 설계하 다.블랭크 홀더는 재 해석격자의 가장자리 외각 선

을 사용하 다.

열성형 해석 모델의 해석격자 종류 개수는 Table5와 같다.열성형 해석 시

형면들은 강체 표면 (Rigidsurface)들로 설정하 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열성형 해석 공정은 제 3장,제 2 에서 설계된 공정 조건들을 사용하 다.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열성형 해석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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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세분화 벨을 각 공정별로 설정하 다.첫 번째 공정인 가열 공정에서는 력에

의하여 재가 변형하게 된다.그러나 력에 의한 변형량은 많지 않으며,변형형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해석시간을 고려하여 격자 세분화 (Refinement)를 수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공정인 스템핑 공정에서는 형이 상승함에 따라 재와 형의 이 발생

하고 국부 인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표 하기 하여 격자 세분화를 용하

다.스템핑 공정의 최 격자 세분화 수 (Refinementlevel)은 2수 으로 설정하

다.세 번째 진공성형 냉각 공정에서는 재의 최종형상이 형 형상과 같은 형

상이 되기 하여 체 으로 변형이 발생한다.그러므로 격자 세분화의 수 한

스템핑 공정보다 높은 수 으로 설정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진공성형과 냉각

공정에서는 격자의 최 격자 세분화 수 을 4수 으로 설정하 다.h형 격자 세분

화 (htyperefinement)기법을 사용하 다.
79)
이 성형조건 해석격자 조건을 이용하

여 성형해석을 수행하 을 때 성형해석 시간은 총 348시간이 소요되었다.

Fig. 25 FE model of thermoform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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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shes of thermoforming analysis

Type Part Element type

No. of 

elements 

(EA)

No. of 

nodes 

(EA)

Analysis 

time

(Hour)

Initial
Blank Shell 2,176 2,277

348 
Mold Shell 21,399 19,434

Final
Blank Shell 106,612 111,726

Mold Shell 21,399 19,434

제 4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해석 결과 고찰

1.성형시간에 따른 이스 형상변화 측

열성형 공정은 공정설계에 따라 제품형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성형 온도를

무 낮게 설계하거나 성형시간을 무 짧게 설계 할 경우 미성형이 발생하게 되고 성형

온도를 무 높게 설계하거나 스템핑 속도를 무 빠르게 할 경우 제품에 불량이 생길

수 있다.이와 같은 이유로 설계된 공정의 유효성 검증을 하여 각 공정별 평 형

생물 반응기의 형상변화 분석이 필요하다.

열성형 해석을 통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성형시간에 따른 형상변화를

측하 다.Fig.26은 가열 공정에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시간에 따른 형

상변화 해석 결과이다. 재를 25 동안 가열할 경우 재의 정 앙에서 높이방향으

로 124mm 스트 칭 됨을 알 수 있었다. 재를 240 동안 가열할 경우 재의 정

앙에서 높이방향으로 174mm 스트 칭 됨을 알 수 있었다.이 결과들을 통하여 가

열공정에서 가열공정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스트 칭 양은 증가하지만 스트 칭양

은 성형시간에 정비례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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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Deformed shapes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during heating process 

(heating time : 0~240 sec)

Fig.27은 스템핑 공정에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시간에 따른 형상변화

해석 결과이다.스템핑 공정 시작시 재의 앙 역과 형이 먼 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스템핑 성형시간 1second결과 에서 형 상부가 체 으로 재

와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스템핑 성형시간 4seconds결과에서 단 셀 구조의

형상의 모서리 역이 재와 모두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스템핑 성형시간 5

sec결과에서 재가 형을 모두 덮게 됨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단 셀 구조 연

결부 형상의 끝부분들만 재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이 결과를 통하여 스템핑

공정 재는 형의 일부분과 하게 되며 된 역에서 스트 칭 됨을 알 수

있었다.

Fig. 27 Deformed shapes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during stamping process 

(stamping time : 0~5 sec)

Fig.28은 진공성형 공정에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시간에 따른 형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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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해석 결과이다.진공성형 공정에서 성형시간이 1sec경과 하 을 때 이스형상이

부분 성형 완료됨을 알 수 있었다.

Fig.29는 진공성형 공정에서 보강재형상의 성형시간에 따른 형상변화 해석 결과이

다.좌측 이스의 보강재 형상은 성형시간 1sec에서 7.62mm 의 깊이로 성형되고

성형시간 15sec까지 성형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하게 변형함을 알 수 있었다.우

측 이스의 보강재 형상은 성형시간 1sec에서 8.31mm 깊이로 성형되고 성형시간

15sec까지 성형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하게 변형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통하여 설계된 열성형 공정을 통하여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를 열성형 하 을 때 진공성형 공정은 1sec이내에 부분 형상

이 성형 완료되나 성형시간 15sec까지 성형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하게 변형함을

알 수 있었다.

(a) Lef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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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ight case

Fig. 28 Deformed shapes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during vacuuming process

(forming time : 0~15 sec)

(a) Measured locations

(b) Stiffener shape of left case

(c) Stiffener shape of right case

Fig. 29 Deformed shapes of Stiffener shape of flat photobioreactor case according to 

forming time (forming time : 1~1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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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0은 성형시간 1 이내에서의 좌측 이스 특징형상들의 형상 변화 해석 결

과이다.형상 A 는 단 셀 구조이다.단 셀 구조의 경우 성형시작 직후 부분 성형

이 되지만 완벽히 성형이 되기 해서는 진공성형 시간이 최소 1 이상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형상 B는 보강재 구조이다.보강재 구조는 성형시간에 따라 깊이방향

으로 먼 성형됨을 알 수 있었다.보강재형상이 완벽하게 성형되기 해서는 진공성

형시간이 최소 1 이상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형상 C는 수평형 격벽 구조이

다.수평형 격벽구조는 성형 기에 깊이 방향으로 먼 성형되면서 수평형 격벽구조

앙에 주름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성형시간 1 이상에서 재가 형의

벽면에 완 히 붙게 되면서 앙의 주름이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Fig.31은 성형시간 1 이내에서의 우측 이스 특징형상들의 형상 변화 해석 결

과이다.형상 A 는 수평형 격벽 구조이다.수평형 격벽구조는 성형 기에 깊이 방향

으로 먼 성형되면서 수평형 격벽구조 앙에 주름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성형시간 1 이상에서 재가 형의 벽면에 완 히 붙게 되면서 앙의 주름이 제

거됨을 알 수 있었다.

(a) Measured location

(b) Deformed shape of location A according to form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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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eformed shape of location B according to forming time 

(d) Deformed shape of location C according to forming time

Fig. 30 Deformed shapes of characteristic shapes of left flat photobioreactor case according 

to forming time (forming time : 0~1 sec)

형상 B는 보강재 구조이다.보강재 구조는 성형시간에 따라 깊이방향으로 먼 성

형됨을 알 수 있었다.보강재형상이 완벽하게 성형되기 해서는 진공성형시간이 최소

1 이상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형상 C는 우측 이스 하단부에 치한 성형

깊이가 낮은 수평형 보강재이다.형상 C의 경우 형상 A 와 성형과정은 비슷하나 형

상 A 보다 늦게 성형됨을 알 수 있었다.형상 D 는 단 셀 구조이다.단 셀 구조의

경우 성형시작 직후 부분 성형이 되지만 완벽히 성형이 되기 해서는 진공성형 시

간이 최소 1 이상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통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앞의 가열 공정과 스템핑 공정

을 통하여 충분히 스트 칭 된 제품 심부 역의 성형성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

다. 한.특징형상들이 성형되기까지 1 이내에 설계형상으로 성형됨을 알 수 있었

다.

(a) Measured locations

(b) Deformed shape of location A according to form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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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eformed shape of location B according to forming time 

(d) Deformed shape of location C according to forming time

(d) Deformed shape of location D according to forming time

Fig. 31 Deformed shapes of characteristic shapes of right flat photobioreactor case 

according to forming time (forming time : 0~1 sec)

2.성형시간에 따른 이스 온도분포 측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 재는 유리천이온도를 이상

일 때 인장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이와 같은 이유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

스가 유리천이 온도 이상일 때 이스에 작용하는 압력을 제거하거나 취출하게 될 경

우 성형 후 뒤틀림이나 스 링백이 심하게 발생한다.이러한 상을 억제하기 해서

는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진공성형 공정은 이스가 150
o
C이하로 냉각 될

때까지 지속 되어야 한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취출 후 뒤틀림 스 링

백을 억제할 수 가압시간을 도출하기 하여 성형시간에 따른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온도분포를 도출하 다.Fig.32는 진공성형 공정에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해석 결과이다.진공성형 시간 10 이상에서 특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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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이 재료의 유리천이 온도인 150
o
C이하로 냉각됨을 알 수 있었다.진공성형 시간

15 이상에서는 이스 체형상이 150
o
C 이하로 냉각되며 특징형상들은 120

o
C

로 냉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 결과들을 통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취출 후 뒤틀림 스 링백을 억제하기 해서는 진공압력 가압시간이 15sec이상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a) Left case

(b) Right case

Fig. 32 Temperature distributions for thermoforming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e case

(forming time : 0~1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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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형시간에 따른 이스 두께분포 측

열성형은 성형공정 설계에 따라 성형 후 제품의 두께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잘못

된 공정설계는 제품의 요부 의 두께를 감소시켜 제품의 괴 는 불량을 유발한

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제품의 강성이 매우 요하다.열성형 후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두께분포는 강성에 직 으로 향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열

성형 공정 설계를 해서는 성형 후 두께분포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Fig.33은 가열 공정에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성형시간에 따른 두께분

포 변화 해석 결과이다.성형시간 240 에서 재의 심부 근처에서 4.34mm 의

두께를 가질 것으로 측되었다. 재의 심부는 4.37mm 로서 주변 역 보다 더 두

꺼울 것으로 측되었다.블랭크 홀더가 만나는 코 역에서는 히 공정 두께감

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측되었다.

Fig.34는 스템핑 공정에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성형시간에 따른 두께

분포 변화 해석 결과이다.좌측 이스는 스템핑 시간 3sec에서 연결부 형상의 가장

자리가 스트 칭 되면서 두께가 4.35mm 수 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스템

핑 시간 5sec에서 단 셀 구조 연결부 형상이 국부 으로 스트 칭 되어 재의

두께가 4.20mm 수 으로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우측 이스는 스템핑 시간 3

sec에서 연결부 형상의 가장자리가 스트 칭 되면서 두께가 4.34mm 수 으로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스템핑 시간 5sec에서 단 셀 구조 연결부 형상이 국부

으로 스트 칭 되어 재의 두께가 4.18mm 수 으로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통하여 스템핑 공정에서는 성형 후 좌우 이스의 형상 두께분포의 차

이가 0.3mm 이하로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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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Thickness distributions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during heating process

(heating time : 0~15 sec)

(a) Left case

(b) Right case

Fig. 34 Thickness distributions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during stamping process

(stamping time : 0~1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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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는 스템핑 공정에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성형시간에 따른 두께

분포 변화 해석 결과이다.성형시간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두꺼운 부분의 두께가 감소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좌측 이스의 경우 성형시간 진공성형 완료 후 수평형 격벽

구조의 두께가 약 2.5mm 수 으로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좌측 이스의 보강

재 구조는 진공성형 완료 후 약 3.8mm 수 으로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좌측

이스의 단 셀 구조는 진공성형 완료 후 4..0mm 수 으로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

었다.우측 이스의 경우 성형시간 진공성형 완료 후 수평형 격벽 구조의 두께가 약

2.3mm 수 으로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좌측 이스의 보강재 구조는 진공성

형 완료 후 약 3.8mm 수 으로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좌측 이스의 단 셀

구조는 진공성형 완료 후 4..0mm 수 으로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통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성형 후 좌/우측 이스의 두께

가 각각 3.8mm 3.7mm 로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한 수평형 격벽 구조

에서 최소 두께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a) Lef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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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ight case

Fig. 35 Thickness distributions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during vacuuming process

(forming time : 0~1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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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제작 열성형

제 1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 제작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 설계안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형을 제작하 다.Fig.36은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

형 형의 제작공정이다.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을 제작하기 하여 형 설계안으로부터

상하로 각각 2mm 씩 오 셋 하여 주물품을 제작하 다.주물품의 재료는 AC2B주

물용 알루미늄이다.주물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형을 CNC가공을 통하여 설계 치수

로 가공한 후 진공 성형이 가능하도록 형에 지름 3mm 의 구멍을 좌/우측 형

에 각각 1,210개 1,260개 천공하 다.

(a) Aluminum casting       (b) CNC machining           (c) Hole drilling

Fig. 36 Manufacturing process of thermoforming mould for the flat panel 

photobioteactor case

Fig.37은 앞의 제작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이다. 형 제작은 총 30일 소요되었다.제작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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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생물 반응기 이스 형의 크기는 1520mm ×1,660mm 이다.

 (a) Left case                                 (b) Right case 

Fig. 37 Fabricated mould set for the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제 2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제작된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을

이용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제작하 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제작에 사용된 열성형기의 구조는 Fig.38과 같다.

Fig39는 표 인 열성형 공정 순서이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열성형

공정은 총 7가지로서 재가열, 재 이송,스템핑,진공성형,냉각,취출 후가공

순서이다.

재가열 공정은 약 300
o
C의 히터를 이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재를 175

o
C까

지 가열하 다.가열시간은 약 240sec이다. 재 이송 공정은 히터에서 가열된 재

를 수평방향으로 형 치까지 이동시켰다.스템핑 공정은 형을 수직방향으로 상승

시켜 이송이 완료된 재를 스트 칭 시키는 공정이다.스템핑 공정은 약 5sec동안

수행되었다.진공성형공정은 스템핑 공정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수행되었다.진공성형

공정은 스템핑이 완료된 재를 진공압력을 이용하여 성형하는 공정이다.열성형에 사

용된 성형압력은 0.1MPa이다.냉각공정은 진공성형 공정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수행

되었다.열성형기계 에 치한 형 공냉장치를 이용하여 진공성형 시간의 2배인

30 동안 냉각시켰다.취출 공정은 냉각이 완료된 제품을 성형기에서 취출하는 공정

이다.클램핑 장치들로부터 성형된 제품을 분리한 후 취출하 다.취출시 제품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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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80
o
C이다.후 가공 공정은 성형된 제품을 설계치수에 맞게 단하는 공정이다.

열성형 수행에 사용된 성형공정조건들을 Table6과 같다.성형공정조건들은 앞에서

설계 검증한 값들을 활용하 다.

Fig. 38 Experimental set-up for thermoforming of the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Table6Conditionsofthermoformingprocess

Initial 

thickness 

of blank

Initial 

temperature 

of blank

Vacuum 

forming 

time

Vacuum 

forming 

pressure

Heater 

temperature

Ejection 

temperature

4.5 mm 175 oC 15 sec 0.1 MPa 300 oC 8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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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ting

(b) Stamping

(c) Vacuuming & Cooling

(d) Ejection

Fig. 39 Procedure of thermoforming of the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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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결과 고찰

1.성형 후 이스 형상 분석

잘못된 형설계나 성형공정을 사용할 경우 열성형 제품에 뒤틀림이나,주름,찢어짐

터짐이 발생하게 되어 제품불량을 발생시킨다.

Fig.40은 이 연구를 통하여 설계된 열성형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된 120ℓ 미

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이다.제작 된 이스의 외 형상을

분석한 결과 좌/우 이스 모두 뒤틀림이나,주름,찢어짐 터짐 불량 발생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a) Left case                                 (b) Right case

Fig. 40 Thermoformed flat panel photobioreacotr case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여러 가지 특징형상들

의 성형성을 분석하기 하여 Fig.41과 같이 제작된 이스의 단면형상을 설계형상

과 비교/분석하 다.

수평형 격벽구조는 단 셀 구조에 작용하는 하 을 수평방향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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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성 분석이 필요하다.좌측 이스의 단면 D-D‘ G-G’과 우측 이스 단면

B-B’,F-F’ I-I’은 수평형 격벽구조의 단면형상들이다.이 단면형상들을 설계형상

과 비교한 결과 설계형상과 거의 유사하게 성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강재 구조 한 이스의 강성을 향상시키기 한 형상이므로 성형성 분석이 필요

하다.좌측 이스의 단면 F-F’ I-I’은 보강재 구조의 단면형상들이다.이 단면형상

들을 설계형상과 비교한 결과 설계형상과 거의 유사하게 성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성형에서는 성형량이 많은 역 주변에서 주름이나,뒤틀림이 발생하기 쉽다.이러

한 주름이나 뒤틀림은 제품의 외 형상이나 강성에 악 향을 미치게 된다.이러한 이

유로 성형량이 많은 역 주변의 성형성 분석이 필요하다.우측 이스의 단면 H-H’

은 성형량이 깊은 수평형 격벽 구조와 보강재 구조의 사이에 치한 평면형상이다.이

단면형상을 설계형상과 비교한 결과 성형 불량이 발생하지 않고 설계형상과 유사하

게 성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통하여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을 이용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성형할 경우 설계형상과 거의

유사하게 성형됨을 알 수 있었다.

(a) Lef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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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ight case

Fig. 41 Sectional shapes of the thermoformed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s

2.성형 후 이스 두께분포 분석

열성형 공정은 성형 제품의 두께가 감소하게 된다.잘못된 성형 공정으로 하여

제품의 두께가 과도하게 얇아지게 되면 국부 으로 터짐,찢어짐, 주름 불량을 발생

시키고 제품의 구조 강성을 감소시킨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제품의 강

성이 매우 요한 설계변수이기 때문에 성형 후 제품의 두께분포 측정을 통하여 성형

성 결함 발생 가능성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Fig.42는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성형 후 두께를 측정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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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Measured locations

Fig.43은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두께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표 형상은 수평형 격벽구조,보강재 구조,단 셀 구조

합부 역 4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좌측 이스의 성형 후 두께분포를 측정하 다.좌측 이스 수평형 격벽구조는 성

형 후 두께가 1.8mm ~2.6mm 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최소 두께는 단면 G-G'

에서 찰되었다.좌측 이스 보강재 구조의 두께분포를 측정하 다.좌측 이스 보

강재 구조는 성형 후 두께가 3.3mm ~4.5mm 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최소 두께

는 단면 I-I’에서 찰 되었다.좌측 이스 단 셀 구조 평면의 두께분포를 측정하

다.좌측 이스 단 셀 구조 평면은 성형 후 두께가 4.2mm ~4.5mm 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최소 두께는 단면 H-H’에서 찰 되었다.좌측 이스 합부 형상의

두께분포를 측정하 다.좌측 이스 합부 역은 성형 후 두께가 3.6mm ~4.3

mm 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최소 두께는 단면 H-H’에서 찰 되었다.우측 이스

의 성형 후 두께분포를 측정하 다.좌측 이스 수평형 격벽구조는 성형 후 두께가

1.8mm ~2.9mm 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최소 두께는 단면 B-B'에서 찰되었

다.우측 이스 보강재 구조의 두께분포를 측정하 다.좌측 이스 보강재 구조는 성

형 후 두께가 3.1mm ~4.5mm 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최소 두께는 단면 G-G’

에서 찰 되었다.우측 이스 단 셀 구조 평면의 두께분포를 측정하 다.좌측 이

스 단 셀 구조 평면은 성형 후 두께가 4.2mm ~4.5mm 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최소 두께는 단면 C-C’에서 찰 되었다.우측 이스 합부 형상의 두께분포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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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좌측 이스 합부 역은 성형 후 두께가 3.7mm ~4.4mm 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최소 두께는 단면 G-G’에서 찰 되었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는 열성형 후 형상에 따라 감소율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수평형 격벽구조

는 열성형 후 두께가 약 45%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보강재구조는 열성형 후 두께

가 약 16%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단 셀구조의 평면형상은 열성형 후 두께가 약 2

%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합부 역은 열성형 후 두께가 약 7%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통하여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을 통하여 특별한 불량 없이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성형할 수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 Lef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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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ight case

Fig. 43 Thickness distributions of the thermoformed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Fig.44는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열성형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두께분포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이다.좌측 이스의 두께 분포 비교 결과 측정 역에 따라 85

~95% 의 정확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좌측 이스의 최 오차는 단 셀 구조

벽면에서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우측 이스의 두께 분포 비교결과 측정 역에

따라 80~95% 의 정확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우측 이스의 최 오차는 단

셀 구조 벽면에서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이 결과들을 통하여 평 형 생물 반

응기 이스성형 해석결과는 측정 역에 따라 80~95% 의 정확도를 가짐을 알 수 있

었다.국부 으로 정확도가 감소한 이유는 두 가지 상 때문으로 사료된다.첫 번째는

실제 성형공정에서 형온도의 불균일,압력의 편차 등의 변수에 의해 변하게 되는

재와 형사이의 마찰계수를 성형해석에서는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열

성형 해석에서는 제품이 취출된 후 발생하게 되는 뒤틀림 두께회복 등을 고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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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case

(b) Right case

Fig. 44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analysis and those of experiment 

(thickness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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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형 후 이스 성형 깊이 분석

열성형을 통하여 제작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성형 후 보강재 형상의 성

형깊이를 Fig.45와 같이 측정하 다.좌측 이스 보강재 형상은 성형완료 후 측정

치에 따라 성형 깊이가 7.3~8.5mm 임을 알 수 있었다.좌측 이스 보강재 형상의

성형깊이는 이스 가장자리인 측정 치 1번에서 가장 낮게 찰되었다.우측 이스

의 보강재형상은 성형완료 후 측정 치에 따라 성형 깊이가 8.6~8.9mm 임을 알 수

있었다.우측 이스 보강재형상의 성형 깊이는 이스 가장자리인 측정 치 1번에서

가장낮게 찰되었다.이 결과들을 통하여 성형 재가 격하게 스트 칭 되는

역과 가까울수록 보강재형상의 성형성이 감소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Measured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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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sults of measurement 

Fig. 45 Measurement of the depth of the stiffeners

제 4 생물 반응기 이스 조립

Fig.46은 제작된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조립 공정순서이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조립공정은 합,클램핑,경화

서스 보강재 조립이다.여기서 합공정은 착제를 이용하여 좌우 이스와 연결부를

하나로 합하는 공정이다. 합부 역은 Fig.47과 같이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첫 번째 역은 A 역으로서 이스 가장자리 역이다. 이스 가장자리 역은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이용한 미세조류 배양 시 발생하게 되는 내부압력을 충

분히 견딜수 있도록 합강도가 우수한 합제를 사용해야 한다.두 번째 역은 B

역으로서 이스 심부 역이다 이스 심부 역은 제작 공정의 특성상 작업시간

이 긴 합제를 사용해야한다.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합제를 선행연구의 결

과를 이용하여 Table7과 같이 도출하 다.
78)
도출된 두 가지 종류의 합제를 이용

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합하 다.높은 강도가 필요한 A 역에는 아

크릴 합제를 사용하 다.긴 작업시간이 필요한 B 역에는 이액형 합제를 사용하

다.그 후 C형 클램 ,완충재 나무 재를 이용하여 합 역에 균일하게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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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4시간동안 경화시켰다.경화가 완료된 생물 반응기 이스에 SUS304보강

재를 볼트 체결하여 최종 으로 Fig.48과 같이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를 조립하 다.

Table7Characteristicsofadhesive

Type
Sheer strength 

(MPa)

Working time

(min)

Two-prat epoxy adhesive 4.4 5

Acryl adhesive 1.5 1,440

Fig. 46 Assembly procedure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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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Adhesive condition of the flat panel photobioreacotr cases

Fig. 48 Fabricated flat panel photobioreacto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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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내구성 배양 실험

제 1 생물 반응기 이스 내구성 실험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내구성을 분석하기

하여 내구성 실험을 수행하 다.내구성 실험은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에 설

계용량만큼 물을 채운 후 실외조건에서 20일간 수행하 다.

Fig.49는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내구성 실험 결과이다.평 형 생물 반

응기 이스에 설계용량 만큼 물을 채울 경우 우측 이스 단부에 약 6mm 의 변

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20일간의 내구성 실험에도 평 형 생물 반응기 이

스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하여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장기간 실외조건에서 미세조류 배양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9 Experimental set-up for full-scale dur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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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생물 반응기 이스 배양실험

1. 생물 반응기 이스 배양실험 방법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미세조류 생산성을

분석하기 하여 배양실험을 수행하 다.Fig.50은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미세조류 배양실험 조건이다.배양실험 장치는 도 ,도 조 장치,공기 필터,혼

합 가스 주입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도 은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에 24

시간 동안 지속 으로 빛을 조사하기 하여 제작되었다.도 의 빛의 세기는 80μ

E/m2/s이다.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이스 하단부에서 가스가 주입되고

이스 상부에서 가스가 배출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가스가 배출되는 부 를 공

기에 노출시킬 경우 감염등에 의하여 미세조류 배양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가스가

배출되는 부 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기 필터를 장착하 다.

미세조류 배양 실험은 총 16 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배양실험을 한 균주는

DunaliellasalinaDCCBC2를 사용하 다.배양 조건은 Table8과 같다.

Fig. 50 Experimental set-up for cultur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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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Experimentalconditionsforcultureexperiment

Media
Illuminance 

(Lux)
P. H.

Temperature 

(oC)

Flow rate of gas 

(cc/min)

Day 

and night

Castenholz D 860 8 24 120
12 hrs

/12hrs

2. 생물 반응기 이스 배양실험 결과 고찰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미세조류 배양시험

결과는 Fig.51과 같다.여기서 A 는 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미세조류 도 최고 도달 시 이며 B는 기존에 개발된 평 형 생물 반응

기 이스의 미세조류 도 최고 도달 시 이다.미세조류의 정량 인 측정을 하여

미세조류의 학 도 (Opticaldensity) 값을 사용하 다. 학 도 측정 장비는

Libra-S22모델을 사용하 다.정 한 측정을 하여 학 도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

은 치에서 측정하 다.일반 으로 학 도 수치가 1.5가 되면 미세조류의 연속배

양이 가능하다.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

물 반응기 이스는 미세조류 배양 9일째에 연속배양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그러

나 과거에 개발된 특징형상이 없는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12일 이상 배양하

여야 연속 배양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

물 반응기 이스의 O.D.값이 10일 이후에 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연속배양을 수

행하지 않아 이스내 미세조류의 과포화 상태로 인하여 감소한 것이다.이 결과들을

통하여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높은 효율로

성공 으로 미세조류를 배양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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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Variation of the optical density according to type of flat panel photobioreactor



- 62 -

제 6장 결론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을 개발하기 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형을 설계/제작하고 열성형을

통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제작하 다. 한 제작된 평 형 생물 반응

기 이스의 성형성 특성을 분석/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을

설계하기 하여 6가지 타입의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설계하고 성형성

강성을 평가하여 최 설계안을 도출하 다.최 설계안의 강성평가 결과 미세조류 배

양시 6.9mm 의 배불림이 우측 이스 하단에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측 되었다.최

설계안의 최 응력 발생 치는 단 셀 구조의 측면에서 31Mpa로 발생하게 될 것

으로 측되었다. 이스 재료의 항복 응력이 59Mpa이므로 최 설계안은 충분한

강성을 가질 것으로 측 되었다.최 설계안의 열성형 가능성을 ADR,LDR ATR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 다.최 설계안의 ADR,LDR ATR 은 각각 1.32,1.28

0.78임을 알 수 있었다. 이스 재료의 성형 한계 ADR이 4.00임을 감안하면 최

설계안은 열성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ATR을 이용하여 4.0mm 두께

의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제작하기 해서는 기 재두께가 4.5mm 이여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의 열성형 공정을

도출하기 하여 열성형 공정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한 3차원 비선형 열성형

해석을 수행하 다.열성형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된 열성형 공정을 분석/고찰하

여 최 성형 공정 조건을 도출 하 다.그 결과 설계된 이스를 열성형 하기

해서는 스트 칭,스템핑 진공성형 3가지 공정이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성형 재의 기온도는 175
o
C이여야 하며 형의 온도는 60

o
C이여야 함을 알수

있었다. 한 이스의 총 성형시간은 냉각,수축,열변형 스 링백을 고려하여 290

이상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출된 열성형 형 설계안을 이용하여 열성형 형을 제작하 다.제작된 열

성형 형을 이용하여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제작하 다.제작된 이스의

성형 특성을 분석하여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이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성공 으로 성형할 수 있음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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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열성형 형을 통하여 제작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는 제품의 두께 분포

분석을 통하여 이스의 성형특성 열성형 해석결과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한

이스의 성형 깊이분포 분석을 통하여 보강재형상의 성형정 도를 분석하 다.그결과

보강재형상의 정 도는 90% 이상임을 확인하 다.

넷째 120ℓ 미세조류 량생산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을

통하여 제작된 이스를 이용한 내구성 실험을 통하여 미세조류 배양가능성을 확인하

다.20일간의 내구성 실험 결과 이스에 6mm 의 변 가 발생하나 크랙이나 결합

면 분리같은 결함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14일간의 미세조류 배

양 실험을 통하여 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가 성공 으

로 미세조류를 배양함을 확인하 다. 한 기존에 개발된 평 형 생물 반응기 이

스와 미세조류 연속배양 가능시 을 비교하여 생산효율을에 하여 고찰하 다.

추후,180ℓ 이상의 옥외 배양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열성형 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해서

180ℓ 이상의 옥외 배양용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를 설계하고 구조/강성해

석을 수행하여 통한 높은 강성을 가지는 평 형 생물 반응기 이스 형상에 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열성형 해석을 이용하여 형 제품의 최 열성형

공정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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