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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속믹서는 식품, 화장품, 제약, 정밀화학, 신

소재, 전자재료, 잉크 나노 산업까지 다양한 화학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고속믹서 

내 핵심부품인 미립자 분리장치는 회전자(rotor)
와 고정자(stator, screen)의 액-액 전단력 효과로 

기계동력을 분산 에너지로 바꾸어 유체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우수한 성능의 고속

믹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미립자 분리장치의 효

율적인 설계가 필요하다[1]. 종래의 연구사례

[1-2]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

한 분산효율과 분산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믹서 미립자 분리장

치의 내부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모델을 참고하여 3D CAD 설계

프로그램인 Solidworks2010과 CFD(Computaional 
Fluid Dynamics)기법을 적용한 소프트웨어인 

FloLab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미립

자 분리장치의 유동 패턴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입자를 분산하는 경우 최적의 미립화를 기대

할 수 있는 미립자 분리장치 선정을 목적으로 하였

다. 

2. 모델링 및 유동해석

Fig.1 Dimensions of experimental equipment

 해석 영역별로 나누어 케이싱과 분리장치의 

형상을 각각 만들었으며, 형상 및 회전속도만이 

주요 변수로 작용 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a. Rotor-stator type  b. Rotor-Screen type

       
    

Fig.2 A type of separated device shapes

Fig.1은 미립자 분리장치와 혼합탱크 모델을 나

타내었다. 탱크의 너비(W)는 140mm, 분리장치는 

혼합탱크의 중심 바닥으로부터 70mm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Table 1 A Term of numerical analysis
Component Conditions

Analysis type
Internal;
Exclude cavities without flow 
conditions

Physical features No physical features are selected

Wall conditions Adiabatic wall, Default smooth 
walls

Initial&Ambient Default conditions

본 프로그램의 격자생성(Mesh Generation)은 유

체와 구조물이 만나는 경계층에 대하여 복잡한 

모델도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여 해석을 진행하고 

격자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메쉬(Partial Mesh)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처리고 

있다. 수렴기준은 모든 셀이 유체방정식 질량값

(Residual)의 합을 유체의 총 질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2]. 탱크의 벽, 바닥에서 유체의 속도는 

0으로 지정하였고, 유체와 공기에 의해 형성되는 

경계면은 자유표면으로 설정하였다. 난류의 점도

는 k-e모델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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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결과

Fig.4는 미립자 분리장치의 형상에 따른 전체적

인 속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이 분포도는 전산해석

으로 얻어진 분리장치 주위의 난류강도의 분포로 

난류운동에너지(turbulent kinetic energy)가 8, 13, 

23, 43m/s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난류운동에너지

는 주 유동성분과 독립적인 섭동성분의 크기와 

관련된다. 

a. Rotor-stator type

b. Rotor-screen type
Fig.4 Velocity vectors at 20000rpm

로터-스테이터 회전자의 회전에 의해 혼합탱크

내에서 상, 하부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유동이 관찰되었으며 회전자와의 거리에 따라 속

도는 점차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로터-스크린의 

해석 결과 분리장치의 끝단에서의 속도가 약 

22.8m/s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유동

은 케이싱부에서 토출된 입자가 분리장치로 고속

으로 유입되어 대순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Fig.4에서처럼 가장 높은 에너지가 관찰되

는 분리장치 부근에서 가장 활발한 혼합이 발생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5는 20,000rpm의 회전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미립자 분리장치 회전자 회전날개의 경사각을 

-30°, 0°, 30°로 변화시켰을 때의 유동특성을 각각 

나타내었다. 

회전하는 회전자의 속도에 의해 외부 분리장치 

끝단부에 전단 혼합 유동영역이 발생하여 각도에 

따라 영역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각도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회전각도가 상승 할수록 그 차이의 폭이 점점 커짐

을 볼 수 있었다.

a. blade at θ=-30° 

 

b. blade at θ=0°

c. blade at θ=30°
Fig.5 Calculated velocity vectors around the screen hole

4. 결론

미립자 분리장치의 형태에 따른 혼합탱크 내 

유체흐름패턴을 분석하였다. 회전자에 각도를 주

어 사선으로 함으로써 역학적인 부하를 적게 받고, 
상부의 홀더장치를 이용하여 유체 흐름이 순환류

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산성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

다. 향후 순환류를 통한 분산성의 향상 효과를 정확

하게 고려해야할 경우 로터-스크린 기법의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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