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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최근 화석 에너지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친환경적

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물자원. ,
의 광합성을 통한 미세조류 활용방법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세조류의 효율적인 배양을,
위한광생물반응기에대한연구도 진행되고있다.1

본 연구에서는 평판형 광생물 반응기 케이스의

접합특성 향상을 위하여 케이스 접합융착 방법에/
따른 케이스의 결합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실험방법2.

본 연구에서는 광생물 반응기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인 투명 를 사용하여PC (Polycarbonate) 200
의 평판 형태로 두개의mm × 200 mm × 5 mm

시편을 제작하였다 이때 한 개의 시편은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시편 중앙에 직경의 구멍을9 mm
뚫었으며 시편의 외측으로부터 범위의 접합50 mm
융착 영역을 가지도록 하였다/ .
실험에 사용된 접합제는 이액형 접합제

접합제 및 마이티 퍼티(DP460), PC (MC100) 3
가지이다 또한 실험에 적용된 융착 방법은 초음파.
융착과 열융착 가지이다 열융착의 경우 상면온2 .
도 및 의 가지에 대하여155 , 165 175 3℃ ℃ ℃

실험을 수행 하였다 내압실험을 위하여 광생물.
반응기에 실제 가해지는 평균압력을 1 Pave 로 가정
하였다. 내압실험에 적용된 평균압력의 범위는 1
Pave ~ 8 Pave 였다.2

이액형 접합제 시편은 접착영역에 접착액과 경

화제를 섞은 액을 고르게 도포 후 클램프를 사용하

여 두 개의 시편을 고정시켰다 접합제 시편의. PC
경우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접합액을 주입하여

클램프로 고정하였고 마이티 퍼티 시편은 경화제,
와 반죽을 한 뒤 한 개의 시편에 고르게 펴 다른,
시편과 붙이고 경화시간 동안 시편 위에 50 kg
의하중을 가하였다 이후 종류의접합시편 모두. 3
시간 동안 경화 시켰다24 .
초음파 융착 시편은 초음파 융착기를 이용하여

조건에서 초 동안220 V, 3 A, 200 W, 28 kHz 10
균일한 간격으로 융착 하였다 열융착 시편은 핫.
프레스를 통하여 분 동안 시편의 두께를5 7.5 mm
까지 압축하여 융착 하였다 단 열융착. , 155 ℃
시편은 로압축하여융착하였으며두시편의9 mm
융착 방법은 과 같다Fig. 1 .3

Fig. 1 Welding methodology

본 연구에서는 제작한 시편의 내구성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총 일간의 단계별 압력실험을20
수행하였다 또한 내구성이 우수한 실험군을 선발.
하여 일간수중에서25 8 Pave로유지시킨후내구특
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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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및고찰3.

결합특성3.1
와 은 각 접합 및 융착 조건에 따른Fig. 2 3

결합부의 형상조직 변화이다/ .

Fig. 2Morphology in the vicinity of the welded region

Fig. 3 Morphology in the vicinity of the joined region

에 나타난 융착 시편의 결합부 특성 분석Fig. 2
결과 초음파 융착은 불안정한 용융이 발생하여

국부적으로 비융착 영역이 발생하였다 열융착 시.
편은 조건에서 비융착 영역이 발생하였으155 ℃
며 조건에서 시편에 첨가된재료의기화에, 175 ℃
의하여 시편에 기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165 ℃
조건은 융착부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

에나타난접합시편의결합부특성을분석Fig. 3
한결과 이액형 접합제 시편과마이티퍼티 시편은,
시편과 접합제가 화학반응 없이 일반적인 접합상

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접합제 시편은 접합. , PC
제 도포부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하여 시편 경계면

좌우 판재의 접합경계가 없이 일체형으로 결합되/
었다.

내압및접합부내수특성3.2
내수특성 및 내압실험 결과는 과 같다Table 1 .

접합 시편의 내압강도는 이액형 접합제 마이티,
퍼티 및 접합제 시편이PC 1 Pave 을 기준으로 각각
배 배및 배정도의높은지지압력을가지고3 , 5 28
있어제품 접합에 안정적인 강도를 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수 특성 측면에서는 마이티 퍼티.
시편만이 수중 노출 일 후 표면에서 접합제18
분리현상이 발생하였다.
초음파 융착시편의 경우 정도 내압을0.01 MPa

부가하였을 때 국부적인 시편분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열융착 시편의 경우 기준압력인, 1 Pave 의
배 이상의 내압에서도 시편의 파손이 발생하지5
않았다 또한 초음파 융착 시편과 열융착 시편. ,
모두 내수특성은 양호하였다.

Table 1 Results of experiment

Joining
technology

Water
resistance

Pressure
(MPa)

Location of
crack
initition

DP460 Good 0.05 Joined
region

MC100 Good 0.47 specimen

Mighty putty Bad 0.09 Joined
region

Ultrasonic
Welding Good 0.01 Joined

region

Thermal
Welding
( )℃

155 Good 0.09 Joined
region

165 Good 0.36 Specimen

175 Good 0.27 Specimen

결론4.

본 연구에서는 접합융착 방법에 따른 케이스/
결합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합부.
형성조직 분석을 통하여 결합융착 방법에 따른/ /
시편의 결합상태를 고찰하였다 또한 내압내수. , /
실험을 통하여 접합융착 방법에 따른 결합강도/ ,
내수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미세조류.
배양용 광생물 반응기 케이스 접합에 적합한 접합/
융착 방법을 선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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