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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분자를 합성하는 다양한 중합법 중 반도체 PR용 고분자 합성 시에
는

주로

free

radical

polymerization을

사용한다.

free

radical

polymerization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고분자를 균일하게 합성하기 위해
서는 반응에서의 온도와 농도를 control을 할 수 있어야 한다.
Lab (1L scale reactor) 단계에서 free radical polymerization을 통해
고분자를 합성한 뒤, pilot (50L scale reactor) 및 plant (200L scale
reactor) 단계로 scale up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cale up factor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error 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lab

pilot -

plant 로 scale up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scale up factor 중 반응기의 구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도 차이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반응기 간의 온도분포 및 반응기 내
부 평균온도 차이를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mulation
을 통해 규명을 한 뒤, 여러 조건을 변경해가며 CFD simulation을 진행
하여 각 반응기 사이 온도 분포와 반응기 내부 평균온도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CFD simulation 결과, 각각의 반응기 내부에서 온도분포가 다르게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반응기 내부 평균 온도 또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50L 반응기와 200L 반응기의 내부 설정 온도를 변경
해가며 CFD simulation을 진행한 결과, base model 인 1L 반응기 내부
평균 온도와 유사해지는 온도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
제 50L 반응기 scale up에 적용을 하였고, 1L 반응기의 합성결과와 유사
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free radical polymerization scale up 진행 시 발생
하는 다양한 scale up factor 중 온도를 control 하는 것만으로도 erro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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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L 반응기에 대한 검증 및 다양한 제품에
서 검증을 하여 1L 반응기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
면, CFD simulation을 통해 scale up 진행 시 발생하는 error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주요어 : mixing, polymerization, scale up, 전산유체역학
학 번 : 2016-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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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s
f

Initiator decomposition efficiency

I

Initiator



initiator decomposition rate coefficient



rate coefficient of chain transfer to monomer



rate coefficient of chain transfer to solvent



initiation rate coefficient



propagation rate coefficient



termination rate coefficient



termination by combination rate coefficient



termination by dsiproportionation rate coefficient

M

monomer

MEK

methyl ethyl ketone

P

polymer

S

solvent

ν

kinetic cha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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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은 크게 회로 설계, 마스크 제작, 노광(Lithography),
식각(etch), 확산(Diffusion), 박막(thin film), 세정과 연마(cleaning&CMP),
조립(package), 시험(test)의 단계로 나뉜다.1)
이 중 노광공정에서는 웨이퍼 표면에 PR(Photo Resist)을 웨이퍼 기판 위
에 넓게 발라 얇은 막을 형성한 뒤 노광장비를 사용해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
위에 회로의 패턴을 입히는 단계이다. 이 중 PR 은 노광공정에서 사용되는 감
광성 수지로서 노광에 의한 화학적 변화를 이용하여, 노광부분과 비노광 부분
에 따라 용해도 차이에 의한 선택적 용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웨이퍼 상에 패
턴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반도체 회로의 미세화 정도
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노광 광원과 PR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미세한 패턴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가 개발
되었고, 노광공정에서 사용되는 노광광원의 파장이 짧아질수록 형성할 수 있
는 패턴의 해상도는 미세해지기 때문에 노광광원의 파장은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광원에서 투과도가 좋고 에칭 저항성, 감도 및 해상도가 우수
한 PR의 개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2) [그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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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광원에 따른 PR 개발현황

반도체 시장에서 점차 미세한 패턴이 요구됨에 따라 반도체 PR에서 사용되
는 polymer 또한 규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규격이 강화됨에 따라
scale up 진행 시 scale up factor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정해진 규격을 만족
시키지 못하게 된다.
반도체 PR 용 polymer 의 규격이 강화되고, 반도체 시장에서 점차 미세한
패턴을 요구함에 따라 사용되는 monomer 의 단가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trial-error 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CFD Simulation을 통해 scale up 진행 시 발생되
는 scale up factor를 예측하여 error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반도체 PR 용 polymer를 합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 증
free radical polymerization을 이용한 합성을 다루고 있다. free radical
polymerization 에서는 모노머 및 개시제의 농도, 적하 및 숙성 시간, 온도 등
에 분자량이 결정된다. 이 중 합성 온도가 polymer 의 분자량 결정에 큰 영향
을 끼지는 만큼 이번 연구에서는 scale up 진행 시 반응기의 크기 및 구조 차
이에 의해 반응기 내부 온도 차이를 CFD Simulation 으로 비교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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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반응기 간의 구조차이에서 오는 scale up factor 중 CFX Simulation을 통
해 mixing 중 온도 분포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점을 규명하고, 온도나 교반속
도 등의 반응조건 또는 구조변경을 통해 scale up 시 발생하는 반응기 간의
온도분포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scale up 시 발
생하는 error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하며, 나아가 설비 증설 시 Lab 설
비와의 온도 trend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는데 활용하고자 한
다.
2. 연구의 필요성
점차 미세해지는 반도체 패턴에 맞추어 반도체 PR 용 polymer 의 규격 또
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분자의 합성 시에 free radical polymerization
으로 합성을 진행하는데, 이 합성에서는 모노머 농도, 개시제 농도, 반응 온도
등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lab scale 반응기와 pilot scale, plant scale 은 반응기의 크기,
구조, 임펠러 모양 등 여러 가지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 온도로
세팅을 하였다고 해도 반응기 안에서의 온도는 동일하지 않다. 이로 인해
scale up 진행 시 lab에서 합성된 고분자와 동일한 고분자가 합성되지 않았고,
이를 경험을 바탕으로 한 trial-error를 통해 해결을 하였다.
고분자를 합성 시에 사용되는 모노머의 가격이 점차 비싸지고, trial-error
로 소모되는 시간 및 인력이 많아짐에 따라 scale up 시 발생하는 trial-error
을 줄여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번 연구를 통해 scale up factor를 예측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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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 결과물

각각의 반응기 안의 온도 분포를 모사하기 위해 lab scale 반응기, pilot
scale 반응기, plant scale 반응기를 3D modeling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산유체역학(CFD) Tool 인 CFX 로 반응 진행 시 반응기 안의 온도 분포를
시뮬레이션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반응기에서 합성된 결과 값과 비교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scale up 시 반응기 간의 온도분포를 동일하게 만들도록
온도를 변경해가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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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Free Radical Polymerzation

1. Free radical polymerization
라디칼 중합(Free radical polymerzation)은 자유라디칼을 이용하여 고분
자를 중합하는 방법으로 크게 4가지의 공정으로 나뉜다. 라디칼 중합의 4가
지 공정으로는 라디칼 개시제를 액체 단량체에 바로 넣어서 중합하는 벌크 중
합, 물에 녹지 않는 단량체를 기계적으로 교반시켜 현택액으로 만든 상태에서
중합 반응을 진행하는 현탁중합, 용액에 단량체를 녹인 상태에서 반응을 진행
하는 용액중합, 물에 잘 안녹는 단량체를 수용액에 유화제를 써서 녹인 후 중
합 반응을 진행하는 유화중합이 있다. 이 중 이번 연구에서는 용액(MEK)에
모노머를 녹여서 진행하는 용액 중합으로 진행하였다.
자유 라디칼 용액 중합반응은 Table 2.1 과 같은 소반응들로 구성되어 있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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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radical polymerization step

kinetic mechanism


Initiation

  


∙

Propagation

∙





∙
  



Chain transfer





∙
∙






∙








 




∙





∙ 


 ∙ 



 ∙
 



∙







(monomer)

(solvent)


   

(combination)

Termination



∙





∙




  



(disproportionation)

[표 2-1] Typical kinetic mechanism of free radical polymerization

2. Free radical polymerization mechanism
2

.1 개시반응 (Initiation reaction)

개시반응은 개시제가 라디칼을 형성한 다음 이 라디칼이 모노머와 반응하는
단계까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Azo 계열의 개시제를 사용한 고분자를
simulation 의 target 으로 설정하였다. Table 2.1 에 있는 개시반응의 속도
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1)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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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  


(2.4)
(2.5)

  
   

   

개시반응의 속도 는 개시제의 효율 f , 개시제의 분해 속도상수  , 개시
제의 농도 [I] 에 의해 결정된다.




. 성장반응 ( Propagation reaction)

22

성장반응은 모노머 라디칼에서부터 새로운 모노머가 결합하면서 라디칼이
이전되며 사슬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모노머가 계속 결합하면서
사슬의 길이가 증가하여 고분자가 형성된다.
Table 2.1 에 있는 성장반응의 속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성장
반응의 속도상수인  는 사슬길이의 무관하며, steady state 로 가정한다.









 

(2.6)
(2.7)
(2.8)

  
   ∙  


 ∙
   ∙      ∙   

  ∙ 
       ∙  


 ∙  


 



  




  
   






(2.9)
(2.10)

  


성장반응의 속도 는 모노머의 농도[M], 개시제의 농도[I], 성장반응 속
도상수  , 개시제 분해 속도상수  , 종결반응 속도상수  , 개시제의 효율 f
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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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종

결반응 (Termination reaction)

결반응은 사슬길이가 각각 n 과 m 인 두 개의 활성고분자 결합하여 사슬
길이가 (n+m)인 비활성 고분자가 생성되는 조합 정지 반응(Termination by
Combination)과 각각 n 과 m 인 두 개의 활성고분자가 활성을 잃고 원래의
활성 고분자의 사슬길이와 동일한 포화 및 불포화 비활성 고분자가 생성되는
불균등 정지 반응(Termination by Disproportionation) 으로 나뉜다. 본 연
구에서는 반응 속도 상수  와  는 사슬길이와 무관하다고 가정하였다.
종





. 사슬 이동 반응 (Chain transfer reaction)

24

사슬 이동 반응은 성장하는 고분자 라디칼 ∙ 이 모노머 M 또는 용제 S
와 반응하여 고분자 이 형성되고 라디칼 분자 ∙ , ∙ 이 생기는 반응이
다. 사슬 이동 반응은 반응 속도론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생성되는 고
분자의 사슬길이에 영향을 줌으로써 분자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4)








. 고분자의 molecular weight

25

각각 반응에서의 반응 속도 식을 사용하여 고분자 사슬의 길이인 ν를 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때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라디칼 농도는 steady
state 라고 가정하며, 이로 인해 중합이 진행되는 동안 라디칼 농도의 변화 속
도는 0에 수렴한다. 즉    라고 가정한다.





 









(2.11)

  ∙  
  ∙

(2.12)
즉, 고분자 합성 시 분자량은  , [M] 에 비례하며,  ,  , [I] 에 반비례한
다.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의 영향을 받으며,  ,  ,  의 반응 속도 상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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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ctivation energy 가 가장 크며, 그로 인해 온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따라서 고분자의 분자량은 모노머 농도[M] 이 증가할수록 커지며, 개
시제 농도[I], 온도 증가에 따라 작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ab(1L Reactor), pilot(50L Reactor), plant(200L
Reactor)에서 동일한 조건(모노머 농도/개시제 농도)으로 중합을 진행했을
때, 각각의 반응기 안의 온도분포를 CFX Simulation을 사용하여 비교해보고
각각 반응기를 사용하여 나온 고분자의 분자량 trend를 예측하고자 한다. 또
한 나아가 여러 변수를 변경하여 CFX Simulation을 진행하여 각각의 반응기
안의 평균 내부온도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scale up 시 발생하는 error을 줄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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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산유체역학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는 유체 현상을 나비
에-스토크스 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s)을 이용하여 유체 유동 문제
를 풀고 해석하는 것이다.5) [그림 2.1]

[그림 2-1] Process of CFD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s)를 컴퓨터를 이용한
풀기 위해서는 FDM(Finite Difference Method), FEM(Finite Element
Method), FVM(Finite Volume Method)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산화된 상
태로 변환한 뒤, 이를 수치기법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유체 유동문제를 풀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CFD를 통해 공학적인 여러 현상들을 시뮬레
이션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용 모델을 실제와 가깝게 모델링
을 진행한다고 해도 대부분 근사해만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실험을 통해 얻
은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와 비교해가며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
정량적, 정성적 실험 데이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CFD 시뮬레이
션을 통해 실제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 값을 도출하는 모델을 모델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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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공학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최소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실제 실험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닌 CFD simulation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periment
를 통한 해결 방법에 대비하여 CFD simulation을 통한 해결 방법은 많은 장
점을 지니고 있다.6) [표 2-2]

Cost
Time
Scale
Information
Repeatable
Safety

Simulation (CFD)
Cheap
Short
Any
All
Yes
Yes

Experiment
Expensive
Long
Small/Middle
Measured Point
Some
Some Dangerous

[표 2-2] Simulation(CFD) 와 Experiment 비교

- 11 -

제 3 절 반응기 구조 차이

이 프로젝트에서는 고분자 중합을 scale up 진행 시 각각의 반응기 내부의
온도분포 차이를 규명하고, 반응기 안의 온도분포를 유사하게 하는 조건을 모
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2-2] Ideal CSTR reactor 와 General CSTR reactor 비교

이상적인 반응기에서는 교반이 진행될 때 반응기 안의 온도 및 농도 분포는
반응기 전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실제 반응기 안에서는 반응기 안의 온
도 및 농도 분포는 전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2-2]
반응기 안의 온도 및 농도 분포가 균일하다면 반응기 사이즈에 상관없이 일
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으나, 실제 반응기에서는 농도 및 온도 분포가 균일
하지 않기 때문에 scale up 진행 시 각각의 반응기 안에서 생기는 온도 및 농
도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scale up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프로젝트
에서는 온도분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1L – 50L –200L 반응기에서 내부의 온도분포가 다르게 나타는 이유는 크
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각각의 반응기 별로 반응기 지름과 임펠
- 12 -

러 지름의 비인 D/T(Impeller-to-tank diameter ratio)의 차이이다.7)

[그림 2-3] D/T 차이에 의한 mixed flow 차이

반응기 안의 D/T 차이가 달라질 경우 반응기 내부 유체의 mixed flow 가
달라진다. [그림 2-3]
현재 구축되어 있는 반응기의 D/T 값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3]

Reactor size
1L Reactor
50L Reactor
200L Reactor

Impeller
Diameter(cm)
8.00
35.00
41.50

Reactor
Diameter(cm)
11.00
39.00
70.00

D/T
0.73
0.90
0.59

[표 2-3] 반응기 간 D/T 차이

구축되어 있는 반응기 각각의 D/T 값은 차이를 보이며, 이는 반응기
안의 mixed flow 가 달라짐으로써 온도 분포 차이를 발생시키는 scale up
factor 가 된다.
두 번째로는 반응기 구조차이에서 발생하는 단위면적 당 부피의 차이이다.
고분자 중합 시 사용되는 반응기는 자켓 반응기이며, 열매를 사용하여 70~9
0℃ 의 온도로 승온을 하여 중합을 진행한다. 반응기 크기에 따라 고온의 열매
가 흐르는 반응기 표면 단위면적 당 heating volume이 다르기 때문에 열매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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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열전달이 다르게 되며, 이는 반응기 간의 온도분포 차이를 발생시킨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반응기의 단위면적당 부피를 계산해보았다. 적하 전과
적하 후 반응기의 단위면적 당 부피를 계산하였으며, 적하 전은 합성 용제인
MEK 비중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적하 후에는 합성된 고분자 crude의 비
중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Reactor size
1L Reactor
50L Reactor
200L Reactor

적하 전 부피(㎤) 적하 전 면적(㎠) 단위면적 당 부피
248.45
214.61
1.16
12422.36
2288.40
5.43
43478.26
8767.80
4.96
[표2-4] 적하 전 반응기의 단위면적 당 부피

Reactor size
1L Reactor
50L Reactor
200L Reactor

적하 후 부피(㎤) 적하 후 면적(㎠) 단위면적 당 부피
1030.33
498.93
2.07
51675.13
6314.32
8.18
180304.57
16536.92
10.90
[표2-5] 적하 후 반응기의 단위면적 당 부피

[표2-4]와 [표2-5]를 보면 1L 반응기 대비하여 단위면적 당 열을 전달해
야 할 부피의 비가 50L 반응기는 적하 전 약 4.7배, 적하 후 약 3.95배 이며,
200L 반응기의 경우 적하 전 약 4.28배, 적하 후 약 5.27배로 계산되었다.
즉, 1L 반응기에서 50L 반응기나 200L 반응기로 scale up을 진행하는 경
우, 단위면적 당 열을 전달해야하는 부피가 약 4~5배 정도로 커지며 이는
Scale up 진행 시 반응기 내부의 온도 분포 차이를 발생시키는 scale up
factor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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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FX의 적용

제 1 절 CFD 소프트웨어

본 연구 해석에는 ANSYS 社의 CFX(18.2)를 사용하였고, 현재 고분자 합
성을 진행하는 3종류의 반응기에 대해 모델링하여 해석하였다. 각각의 반응기
의 외부에서 열이 전달되고 교반이 이루어질 때 반응기 안의 내부 온도가 어떻
게 변하는지에 대해 simulation 해 보았다.
제 2 절 CFX Geometry

서 언급한 대로 3종류의 반응기에 대한 기하학적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3
의 반응기는 1L, 50L, 200L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기 외벽의 자
을 통해 열매가 순환을 하며 반응기 내부로 열전달을 한다.

앞
종류
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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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L reactor modeling

[그림 3-2] 50L reacto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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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0L reactor modeling

자켓은 따로 모사하지 않았으며, 반응기 외부 온도 조건을 설정하였다. 해당
반응은 적하조에서 반응기 안으로 적하가 이루어지는 합성이지만, 적하를 묘
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하가 완료된 시점을 바탕으로 CFX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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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격자 생성 결과

nsys CFX를 이용해 반응기 내부 온도 변화를 모사하기 위해, 각각의 반
응기 내부에 대한 격자를 생성하였다. 1L 반응기, 50L 반응기, 200L 반응기
에 대해 격자를 생성했으며, 일반적으로 Maximum Skewness 0.95 미만,
Minimum Orthogonal Quality 0.1 초과이면 격자 품질이 확보되었다고 판단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생성한 격자의 품질을 판단하였다.8)
A

[그림 3-4] 1L reactor 격자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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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1L reactor Skewness mesh metrics

[그림 3-6] 1L reactor Orthogonal mesh metrics

1L 반응기 격자 생성 시 총 Nodes 는 37,611개이며, Elements 는
197,457개이다. Maximum Skewness 수치는 0.82395이며, Minimum
Orthogonal quality 수치는 0.17605 로 1L 반응기의 격자 품질이 확보되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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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50L reactor 격자 생성 결과

[그림 3-8] 50L reactor Skewness mesh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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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50L reactor Orthogonal mesh metrics

L 반응기 격자 생성 시 총 Nodes 는 111,851개이며, Elements 는
586,923개이다. Maximum Skewness 수치는 0.8073이며, Minimum
Orthogonal quality 수치는 0.1927 로 50L 반응기의 격자 품질이 확보되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50

[그림 3-10] 200L reactor 격자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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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200L reactor Skewness mesh metrics

[그림 3-12] 200L reactor Orthogonal mesh metrics

L 반응기 격자 생성 시 총 Nodes 는 108,032개이며, Elements 는
578,818개이다. Maximum Skewness 수치는 0.83545이며, Minimum
Orthogonal quality 수치는 0.16455 로 200L 반응기의 격자 품질이 확보되
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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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CFX Simulation 결과

제 1 절 1L 반응기 와 50L 반응기의 결과

고분자 중합 scale up 진행 시 1L 반응기의 결과와 50L 반응기와 200L 반
응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CFX
simulation 결과를 1L 반응기를 기준으로 50L 반응기와 200L 반응기를 각각
비교하였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설비는 반응기 안 온도계 부분 온도를 세팅하면 열매
시스템에서 세팅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 반응기 자켓의 열매 온도를 변경하며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CFX simulation 진행 시 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열매의 온도를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응 시 열매의 평균온도를 외벽에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1. 50L Reactor Scale up 문제점
1L 반응기에서 설정한 조건 (모노머 농도, 개시제 농도, 반응기 온도, 적하
속도)과 동일하게 50L 반응기에 적용하였을 때, 1L 반응기에서 나온 결과보
다 낮은 분자량을 갖는 고분자가 합성된다. 현재는 이를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
으로 50L Scale up 시 조건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trial-error 방법으로 진행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합성 scale 이 커짐에 따라 합성
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며, 사용되는 모노머의 단가가 높음에
따라 많은 손실을 초래한다.

- 23 -

Polymer1_1L Scale (at 78 )
Polymer1_50L Scale (at 78 )
(delta Mw)

편차

분자량(Mw)
6,477
6,156
-321

[표 4–1] 동일 고분자(Polymer1) 합성 시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 분자량 차이

위의 [표 4-1] 의 결과를 보면 동일 조건에서 50L Scale up 진행 시 1L
반응기에서 합성된 고분자의 분자량 대비해서 –321 이 작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도체의 패턴이 미세해지는 만큼 반도체 PR에 사용되는 고분자
의 규격도 강화되기 때문에 분자량 –321 차이인 경우 고객의 Needs를 충족시
키지 못한다.
이번 연구 보고서의 목적은 CFX simulation을 통해 1L 반응기와 50L 반응
기 사이에서 합성된 고분자가 다른 분자량을 갖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50L 반응기로 scale up 시 어떠한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
해 확인해보는 것이다.
2

. CFX Simulation – 동일 외벽 온도

매 온도가 82 ℃ 라고 가정하고, 반응기 외벽온도를 82℃ 로 세팅한 뒤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의 CFX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이 때 반응기 온
도계 부분이 78.2℃ 일 때의 CFX simulation 결과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
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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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L reactor CFX simulation(동일 온도)

[그림 4-2] 50L reactor CFX simulation(동일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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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X simulation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1L 반응기에서는 임펠러 구조로 인
해 반응기 하부에 열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 반응기 하부 부분의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에서 모두 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고분자 및 용제(MEK)가 반응기 상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반응기 상
부로 갈수록 높은 온도분포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기 Scale
1L 반응기
50L 반응기

온도계 tip 온도
78.18℃
78.19℃

반응기 내부 평균온도
79.316℃
78.404℃

[표 4-2]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의 CFX simulation 결과(동일 외벽 온도)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 온도계 tip 부분의 온도를 같게 설정했을 때, CFX
simulation을 통해 나온 반응기 내부의 평균온도를 확인해보니 1L 반응기는
79.316℃ 이며 50L 반응기는 78.404℃ 로 1L 반응기의 반응기 내부 평균온
도가 약 0.912℃ 정도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2] 그러
나 [표 4-1] 의 결과를 보면 50L 반응기에서 분자량이 작게 형성이 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고분자 합성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게 형성이 되
기 때문에 실제 결과에서는 50L 반응기의 평균온도가 1L 반응기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벽온도를 동일하게 세팅할 경우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에서 합성된 실
제 결과 값으로 예측한 반응기의 평균온도와 CFX simulation을 통해 확인한
반응기의 평균온도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의 열매 온도를 확인해본 결과, 1L 반응기 열매 평균
온도는 약 82℃ 이며 50L 반응기 열매 평균온도는 약 85℃ 정도로 약 3℃ 정
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CFX simulation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실제 결과 값과 다르게 나왔다고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50L 반응기 외벽의
온도를 85℃ 로 변경하여 CFX simulation을 다시 진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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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FX Simulation – 외벽 온도 보정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에서 합성 시 열매의 평균온도가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다시 CFX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그림 4-3] 1L reactor CFX simulation (온도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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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50L reactor CFX simulation (온도보정)

제 설비의 열매 온도에 따라 반응기 외벽 온도를 보정하여 CFX
simulation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다. [그림 4-3],[그림 4-4]
실

반응기 Scale 외벽 온도 온도계 tip 온도 반응기 내부 평균온도
1L 반응기
82℃
78.84℃
79.03℃
50L 반응기
85℃
78.83℃
79.21℃

[표 4-3]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의 CFX simulation 결과(외벽 온도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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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78.84
25

℃) vs. 50L (78.83℃)

20

%

15
1L Reactor 온도 분포

10

50L Reactor 온도 분
5

0
80.4 80.3 80.2 80.1 80 79.9 79.8 79.7 79.6 79.5 79.4 79.3 79.2 79.1 79 78.9 78.8 78.7

반응기 온도

[그림 4-5]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 내부의 온도 분포(외벽 온도 보정)

반응기의 외벽 온도를 실제 data를 바탕으로 보정하여 CFX simulation을
진행해본 결과,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의 온도계 tip 의 온도를 동일하게 세
팅하였을 때, 반응기 내부온도는 1L 반응기 79.03℃, 50L 반응기 79.21℃ 로
50L 반응기에서 약 0.18℃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3]
또한 각 반응기의 온도 분포를 보면 1L 반응기 대비 50L 반응기의 D/T 값
이 크기 때문에 반응기 안의 온도 분포가 더 넓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4-5]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에서 실제 고분자 중합 시 data를 바탕으로 CFX
simulation 결과 50L 반응기에서 평균 내부 온도가 1L 반응기 대비하여 0.1
8℃ 높았으며, 이로 인해 실제 scale up 진행 시 동일 조건에서 1L 반응기에
서 합성된 고분자의 분자량 대비 50L 반응기에서 합성된 고분자의 분자량이
작게 나왔다고 예측할 수 있다.
. L Reactor Optimization

4 50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의 CFX simulation 결과, 50L 반응기에서 반응기
내부 평균 온도가 높았으며 이로 인해 실제 합성에서도 50L 반응기로 scale
up 시 1L 반응기에서 합성된 고분자보다 낮은 분자량으로 합성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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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고분자 합성을 scale up 진행 시 1L 반응기와 동
일한 온도를 갖게 optimization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50L 반응기 CFX
simulation 진행 시 교반속도와 온도계 tip 세팅온도를 변경해가며 CFX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초래

[그림 4-6] 50L reactor CFX simulation (Optimization)

교반속도와 온도계 tip 세팅 온도를 변경해가며 CFX simulation 진행 결과,
교반속도 변경보다는 온도계 tip 세팅온도를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
단되었으며, 50L 반응기 온도계 tip 온도를 78.53℃ 로 세팅 시 1L 반응기와
유사한 평균 내부온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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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 Scale 외벽 온도 온도계 tip 온도 반응기 내부 평균온도
1L 반응기
82℃
78.84℃
79.03℃
50L 반응기
85℃
78.53℃
79.01℃

[표 4-4]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의 CFX simulation 결과(Optimization)
1L (78.84
25

℃) vs. 50L (78.53℃)

20

%

15
1L Reactor 온도 분포

10

50L Reactor 온도 분

5

0
80.4 80.3 80.2 80.1 80 79.9 79.8 79.7 79.6 79.5 79.4 79.3 79.2 79.1 79 78.9 78.8 78.7 78.6 78.5 78.4

반응기 온도

[그림 4-7]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 내부의 온도 분포(Optimization)

L 반응기 온도계 tip 온도를 78.53℃ 로 세팅하였을 때, 50L 반응기 평
균 내부 온도는 79.01℃ 로 1L 반응기 평균 내부온도인 79.03℃ 와 유사해지
는 결과를 얻었다. CFX simulation 시 반응기 내부 온도 분포의 경우, 1L 반
응기와 50L 반응기의 반응기 구조 및 임펠러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50L 반
응기의 온도분포가 넓게 형성이 되었으며, 조건을 변경하여 CFX simulation
을 진행했을 때도 유사한 온도분포를 갖는 조건은 찾을 수 없었다.
50

. 제 실험 적용

5 실

L 반응기의 조건을 변경하여 CFX simulation을 진행 결과, 50L 반응기
의 온도계 tip 세팅온도를 1L 반응기보다 0.3℃ 낮은 78.53℃ 로 세팅하였을
때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 내부 평균온도가 유사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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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고분자 중합 scale up 에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였
다.
Polymer2_1L Scale (at 78 )
Polymer2_50L Scale (at 77.7 )
(delta Mw)

편차

분자량(Mw)
5,633
5,660
+27

[표 4-5] 동일 고분자(Polymer2) 합성 시 1L 반응기와 50L 반응기 분자량 차이

CFX simulation 결과를 바탕으로 고분자인 Polymer2를 1L 반응기에서
50L 반응기로 scale up 진행 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세팅하고 1L 반응기의
세팅온도인 78℃ 대비 0.3℃를 춘 77.7℃ 로 50L 반응기의 세팅온도를 설정
한 뒤 고분자 합성을 진행한 결과이다. [표 4-5]
온도를 0.3℃ 낮추어 50L 반응기에서 고분자 합성 결과 1L 반응기에서 합
성된 고분자의 분자량 5,633 과 유사한 분자량인 5,660 이 나왔으며, GPC
profile 또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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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1L 반응기와 200L 반응기의 결과

1L 반응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200L 반응기로 scale up 진행 시, 50L 반응
기 scale up 과 마찬가지로 1L 반응기 합성 결과보다 낮은 분자량을 갖는 고
분자가 합성되었다. 이에 원인을 파악하고자 200L 반응기의 CFX simulation
을 진행 후 앞선 1L CFX simulation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1L 반응기 합성 시 열매 평균온도는 약 82℃ 이며, 200L 반응기 합성 시
열매 평균온도는 약 84.5℃로 이를 반영하여 외벽온도를 설정 후 CFX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1. CFX Simulation
1L 반응기와 200L 반응기에서 합성 시 열매의 평균온도가 다르게 형성되
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CFX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그림 4-8] 200L reactor CFX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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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반응기 CFX simulation 결과와 앞선 1L 반응기의 CFX simulation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그림 4-8]
200

반응기 Scale 외벽 온도 온도계 tip 온도 반응기 내부 평균온도
1L 반응기
82℃
78.84℃
79.03℃
200L 반응기 84.5℃
78.85℃
79.11℃

[표 4-6] 1L 반응기와 200L 반응기의 CFX simulation 결과(외벽 온도 보정)

[그림 4-9] 1L 반응기와 200L 반응기 내부의 온도 분포(외벽 온도 보정)

반응기의 외벽 온도를 실제 data를 바탕으로 보정하여 CFX simulation을
진행해본 결과, 동일온도로 세팅 시 반응기 내부의 평균온도는 1L 반응기
79.03℃, 200L 반응기 79.10℃로 200L 반응기에서 약 0.08℃ 높게 형성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6]
또한 반응기 내부의 온도 분포를 확인해보면 1L 반응기와 200L 반응기에
서 유사하게 나타나나, 200L 반응기의 온도분포가 약간은 좁게 형성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L 반응기보다 200L 반응기의 D/T 값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4-9]
1L 반응기와 200L 반응기에서 실제 고분자 중합 시 Data를 바탕으로 CFX
simulation 진행 후 비교해본 결과, 1L 반응기 대비 200L 반응기의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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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평균온도가 0.08℃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
제 scale up 진행 시 동일 조건에서 1L 반응기에서 합성된 고분자의 분자량
대비 200L 반응기에서 합성된 고분자의 분자량이 작게 나왔다고 예측할 수
있다.
.

2 200

L Reactor Optimization

L reactor optimization을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L 반응기에서 온
도계 tip 세팅온도를 변경해가며 CFX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온도계 tip
세팅 온도 변화에 따라 200L 반응기 내부의 평균온도 변화를 확인하였고, 1L
반응기의 내부 평균온도와 유사해지는 조건을 모색해보았다.
50

[그림 4-10] 200L reactor CFX simulation (Optimization)

온도계 tip 세팅온도를 변경해가며 CFX simulation 진행한 결과, 200L 반
응기 온도계 tip 온도를 78.77℃로 세팅 시 1L 반응기와 유사한 평균 내부 온
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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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 Scale
1L 반응기
200L 반응기

외벽 온도 온도계 tip 온도 반응기 내부 평균온도
82℃
78.84℃
79.03℃
84.5℃
78.77℃
79.04℃

[표 4-6] 1L 반응기와 200L 반응기의 CFX simulation 결과(Optimization)

[그림 4-11] 1L 반응기와 200L 반응기 내부의 온도 분포(Optimization)

L 반응기의 온도계 tip 온도를 기존 대비 0.08℃ 낮은 78.77℃ 로 세팅
시 내부 평균온도는 79.04℃ 로 1L 반응기의 내부 평균온도인 79.03℃와 유
사해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200L scale up 시 반응기 세팅온도를 1L 반응기
대비 0.08℃ 낮게 세팅하여 진행해볼 예정이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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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Summary

이번 연구 과제의 목표는 1L 반응기에서 합성한 고분자를 50L 반응기와
200L 반응기에서 scale up 진행 시 발생하는 error을 줄이는 것이었다. 실제
scale up 진행 시 동일한 조건에서 1L 반응기 합성 결과 대비 분자량이 작게
합성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이를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trial-error을
통해 scale up을 진행하였다. CFD simulation을 통해 scale up 시 동일한 조
건에서 결과가 차이가 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고분자 합성에서 결과 값인 고분자의 분자량(Mw)과 다분산도(PDI)에 영향
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모노머 및 개시제 농도, 합성 용제, 반응 온도, 교반 속
도 등이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한 뒤 반응기의
구조 차이, 임펠러의 형태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main scale up
factor 로 결정하였다.
동일온도(78.84℃)로 세팅 후 CFD simulation을 통해 1L 반응기를 base
로 하여 50L 반응기 및 200L 반응기의 내부 평균 온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1L 반응기 대비하여 50L 반응기는 0.18℃, 200L 반응기는 0.08℃ 높게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0L 반응기와 200L 반응기의 온도계
tip 세팅온도를 변경해가며 CFX simulation을 진행한 결과, 50L 반응기는
0.3℃ 낮춘 78.53℃에서 1L 반응기 내부 평균온도와 유사하였고, 200L 반응
기는 0.08℃ 낮춘 78.77℃에서 1L 반응기 내부 평균온도와 유사함을 확인하
였다.
CFD simulation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50L 반응기 scale
up에서 온도를 보정하여 고분자 합성을 진행한 결과, 1L 반응기의 합성 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고분자 합성 scale up 진행 시 반응기
차이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만 control이 가능하다면 scale up 시 발생하는
error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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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uture work

이번 연구를 통해 scale up 시 발생하는 반응기 별 내부온도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을 하였고, 실제 50L 반응기 scale up을 통해 validation을 진행
하였다. 추후 200L 반응기 scale up을 통한 검증 및 다른 고분자 합성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이번 연구에서 진행한 CFD simulation 결과에 반영하
여 합성된 고분자의 Mw 및 PDI 등의 결과 값을 예측 가능한 polymerization
mathematical modeling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9)
또한 CFX simulation을 통해 적하 위치 변경 등의 구조적인 변경을 하여
고분자 중합 시 conversion 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보고자
한다.10)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scale up 시 발생하는 다양한 scale up factor
를 control 함으로써 현재의 경험을 통한 trial-error 방식이 아닌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scale up error를 줄여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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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scale-up of polymer
synthesis using CFD
Lee Jaeho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mong various polymerization methods for synthesizing polymers, Free
radical polymerization is mainly used for synthesis of polymer for
semiconductor PR. In order to uniformly synthesize polymers of desired
quality through free radical polymerization,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 in the reaction.
After synthesizing the polymer through free radical polymerization in the
laboratory(1L reactor), there are many errors due to the inaccurate
prediction of the scale up factor in the process of scaling up to pilot(50L
reactor) and plant(200L reactor) stage.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temperature difference caused by the
structure difference of the reactor among the scale up factors occurring
during the scale up of lab - pilot - plant.
After confirming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the internal averag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reactors through CFD simulation, CFD
simulation were performed to find conditions that equalize th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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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and the internal average temperature of each reactor.
From the results obtained by the CFD simul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between the
reactors, which resulted in an average temperature difference within the
reactor. CFD simulation was performed by changing the conditions of the
50L reactor and the 200L reactor, and the condition that the internal
average temperature became similar to that of the 1L reactor was found.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applied to the actual
50L reactor scale up and appeared similar to the result of 1L reactor
synthesis.
It has been found that the error can be reduced with only temperature
control among the various scale up factors occurring during the scale up of
the free radical polymerization. If additional verification of 200L reactor
and verification of various products are performed, it is expected that
errors caused by scale up through CFD simulation will be reduced.
keywords : polymerization, scale up, mix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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