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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ru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perations in the polymer-processing industry. Development of models for

extrusion and computer tools offer a route to developing reliable and optimized process designs. The models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physical phenomena encountered during the process. Balance equations for mass, momentum and energy

are fundamental to the problem. A predictive computer model has been developed for the single screw extruders with

conventional screws of different geometry. The model takes into account melting zones of the extruder and describes an
operation of the extruder system, making it possible to predict mass flow rate of the polymer, pressure and velocity profiles

along the extruder screw channel. The simulation parameters are the material and rheological properties of the polymer;

the screw pitch, and screw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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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분자압출이나 플라스틱 사출공정에서 압출기의 스

크루 설계나 다이 설계를 할 때, 고분자 수지 (polymer

melt)의 유동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유동해석은

재료의 에너지법칙, 비선형성 (non-linearity), 운동량의

커플링(coupling of momentum) 등을 적용해야 하므로

구성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그 해석도 매우 까

다롭다[1]. 고분자 압출 스크루의 계량부(metering

zone)에서 용융수지는 다이에 공급할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의 압력을 발생시켜야 하고, 다이에 균일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2]. 그러나 압출 공정은

재료의 유변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균일한 유동수지

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유동성의 변동이 심한

공정이다[3]. 고품질의 압출은 압출기 출구에서의 체적

유동을 잘 제어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이 내에서의 온

도분포와 압력분포와 관계된다[4]. 효과적인 압출을 위

해 서는 사용 수지가 압출기 내에서의 용융이 완료 되

어야 하며, 그 온도 및 가공 조건도 수지의 열 적, 기계

적 열화를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발생 압력도

용융 수지를 다이를 통해 밀어낼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따라서 적합한 스크루의 설계는 압출 성능, 압출

물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로 판단되며, 압축비

(compression ratio), 공급부, 압축부, 계량부의 홈 깊이

및 길이, 스크루 피치(screw pitch) 등이 사용 수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5]. 고분자압

출에서 용융수지의 수치해석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유

체의 유변학(rheology)에 관련된 내용이 많으나[6-9],

본 연구에서는 계량부의 스크루의 피치가 스크루를 통

과하는 용융수지의 압력분포, 속도분포, 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알아보고, 압출기의 스크루

설계와 다이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였다. 

2. 고분자 필름의 압출

고분자압출(polymer extrusion)성형은 Fig. 1과 같이†E-mail : mschoi@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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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에 의해 용융된 플라스틱을 연속적으로 성형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인 설비로서는 압출기, 다이 및 연신

장치의 세 부분이 주요 요소이다. 고분자 압출기

(extruder)는 스크루 채널 깊이의 차이에 따라 Fig. 1과

같은 공급부(feed section), 압축부(compression section),

계량부(metering section)로 구분되며 필요에 따라 혼련

부(mixing section)를 두기도 한다.

기능상으로는 용융부, 고체 이송부, 용융 수지 이송

부로 구분한다. 압출기는 성형재료를 가열 하여 균일한

용융수지 상태로 만들면서 이것을 가압하여 연속적으

로 송출하는 펌프의 역할을 한다. 다이는 소정의 형태

를 만들고, 연신장치는 다이로 부터 압출된 성형품의

형상이나 치수를 규제하면서 냉각하여 연신하는 작용

을 한다. 고분자 가공에서의 압출공정은, 호퍼를 통하

여 펠렛 (pellet) 또는 분말상의 고형 수지가 가열된 배

럴 (barrel)과 그 내부의 회전 스크루의 상대적인 속도

차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송, 압축, 용융 되면서 일정

형태의 다이를 통과한 후 냉각 되어 필름, 시트(sheet),

파이프(pipe), 이형 압출물 (profile)등으로 제조되는 공

정으로 구성된다. 압출기에는 단축 스크루(single

screw)식과 다축 스크루(multi screw)식이 있다. 단축

스크루식은 스크루가 한 개뿐인 것으로 현재 가장 널

리 사용 되고 있다.

3. 압출기 스크루의 유동해석 

3.1. 유동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

스크루 압출기의 유동 해석을 위하여 유동은 층류이

고, 점도는 온도와 변형 속도의 함수로서 점성 소산에

의한 열 발생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스크루와 고분자

용융체 사이는 단열 경계조건이 적용되었으며, 해석은

스크루 압출기 시스템 중 계량부에 국한하였다. 또한

스크루 채널 내의 유체는 정상상태, 비압축성, 비뉴턴

유체로 가정하였다. 완전 3차원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텐서(tensor) 기호로 각각 표현

될 수 있다.

(1)

(2)

여기서 xi는 Cartesian 좌표(i = 1,2,3)이고, vi는 xi방

향으로의 속도성분을 나타낸다. p는 압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ρ는 밀도, 그리고 τij는 응력 텐서(stress tensor)

를 나타내고 있다. 응력 텐서는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η는 유체의 점성계수이고, sij는 변형률 텐서

(strain tensor)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에너지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엔탈피 보존방정식

으로 표현된다.

(5)

여기서 h는 엔탈피이고, qj는 xi방향으로의 에너지 확

산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6)

3.2. 스크루 모델링(modeling of screw)

모델링은 Solidworks 2010과 STAR- CCM+을 사용

하였고, 배럴에서 스크루를 제외한 유동부분을 모델링

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STAR-CCM+는 하나의 통합

된 패키지 내에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엔지니어링

Physics 시뮬레이션이 가능 하고 유동(유체와 고체), 열

전달 및 응력을 포함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공학 프로

세스를 제공한다. 스크루와 배럴 사이의 간극은 매우

작은데, 이런 미소 간극에서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는 캐시(cache)의 크기가 아주 작아야 된다. 이것은 전

체 그리드의 수가 늘어가게 되어 해석 시간이 증가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시뮬레이션 에서는 복잡

한 형상에 적합한 메시(mesh)인 다면 체 메시를 사용

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2는 스크루의 피치에 따

라 Solidworks로 모델링한 것 이다.

ρ
∂uj
∂xj
------- 0=

∂
∂xi
------ ρujui τij–( )

∂p
∂xi
------–=

τij 2ηsij=

sij
1

2
---
∂ui
∂uj
-------

∂uj
∂ui 
--------+⎝ ⎠

⎛ ⎞
=

∂
∂xi
------ ρujh qj+( ) τij

∂ui
∂xj
-------=

qj k
∂T
∂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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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metry of conventional extruder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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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STAR-CCM+으로 정면부의 메시를 생성

한 그림이다.

Fig. 4는 스크루 측면부의 단면을 메시로 생성한  것

이다.

3.3. 경계조건 설정

스크루 압출기의 수지에 대한 유동해석을 하기 위해

서는 해석조건이 필요하다.

Table 1에 유동해석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였다. 우선

스크루와 배럴에는 점착(no-slip) 경계조건 을 부가하

였다. 즉 해석을 위한 가정에서 기술 했던 바와 같이

유체가 고체와 접하는 부분에서 각 방향 속도 성분은

0이다. 다음 경계 조건으로는 입구와 출구 사이의 거리

[mm]를 설정 하고 상대 압력 차이를 0 pa으로 주었다.

이러한 상대 압력의 차이는 공정 조건이 변함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

하다고 가정하고 입구와 출구의 압력 차이를 알기 위

해 0 pa으로 설정하였다. 스크루의 회전속도에 의한 압

출기 내의 속도와 압력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1의

조건과 같이 6가지 경우에 대 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Table 2는 해석에 사용된 LDPE의 물성 값을 나타낸

것이다.

3.4. 해석결과

용융체(melt)의 점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중요

한 변수는 온도와 압력이다. 이 변수들은 전단속도 만

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점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압출기 스크루의 계량 부에 있어서

용융체의 유동속도와 압혁분포 및 노즐에서의 유동해

석을 살펴본다.

3.4.1. 용융체의 유동속도와 압력분포 

Fig. 5와 6은 스크루의 회전속도가 9.42 m/min., 피치

가 50 mm 인 조건에서 0.1sec 간격으로 총 1sec 동안

해석을 진행 하였을 때, 스크루의 각도가 0o, 146o인 경

우의 압력분포에 대한 그림이다. Fig. 5와 6을 살펴보

면 스크루의 끝 부분에서 압력 값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입구근처에서는 배압이 발생하여 역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해석 에서는 계량부에서의 입구압력

을 0으로 가정한 결과로 인하여 실제 압출기의 배압보

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유동오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플라이트와 배럴 사이에 생기는 누설류 (leakage flow)

이다. 보통의 설계틈새(반경방향)는 0.001 D이다. 이

틈새에서는 틈새를 통과하는 유량은 매우 적다. 만약

스크루와 배럴 사이에 마

모가 발생하면 틈새 간격이 넓어지고, 현저한 출력

Fig. 2. Modeling of extruder screw. 

Fig. 3. Grid system of front view for screw.

Fig. 4. Grid system of side view for screw.

Table 1.  Simulation condition for analysis.

Simulation No. Screw velocity [m/min] Pitch (mm)

S1 9.42 50

S2 7.85 50

S3 6.28 40

S4 4.71 40

S5 3.14 30

S6 1.57 30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LDPE.

Thermal conductivity κ [W/moC−1] 0.3-0.335

Density ρ [kg/m3] 910-928

Specific heat C [J/kg.K] 1800-3400

Viscosity h[Pa-s]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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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의 감소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통 추진류에 의해 생기 는 압력 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무시할 수 없다. 보통의 틈

새 간격에서 누설류 유속의 값은 추진류 유속의 1%

정도이다.

Fig. 7은 스크루의 회전속도를 변화시켰을 경우의 노

즐에서의 속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스크루 회전 속

도의 증가와 비례하여 출구 속도 또한 거의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스크루 속도가 9.42 m/min, 피치가 50 mm

일 때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계량부 입구 에서는

스크루 채널에서의 압력이 매우 높으나 출구로 갈수록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압력유동의 영향으로 보

인다. 압력유동은 유체에 압력변화가 있을 때 생기는

유동이다. 고분자 용융유동은 다이 입구와 다이 출구의

압력 차에 의해 흐르는데 이 압력 차를 다이 헤드 압력

이라고도 한다. 다이 내의 유동은 추진류(drag flow)와

압력유동의 조합이다.

Fig. 9는 스크루 속도가 6.28 m/min, 피치가 40 mm

일 때 압력분포이다. Fig. 8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

로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스크루 피치의 길이가 유동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Fig. 2의 30 mm, 40 mm, 50 mm인 경

우 유동속도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Fig. 10은 피치의

길이가 다른 경우, 압출기 출구에서의 유동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피치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출구에서의

속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압출기 계량부의 스크루를

설계할 때 피치를 크게 하면 압출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5. Pressure distribution[Pa] for screw rotation angle

0o for v = 9.42 mm and pitch=50 mm.

Fig. 6. Pressure distribution[Pa] at screw rotation angle

146o for v=9.42mm and pitch = 50 mm.

Fig. 7. Velocity distribution[m/min] for screw for v =

9.42 mm. 

Fig. 8. Pressure distribution[Pa] for screw for v = 9.42 mm. 

Fig. 9. Pressure distribution[Pa] for screw for v = 6.28 mm. 

Fig. 10. Calculated velocity with screw pitch for conven-

tional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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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은 스크루의 피치를 달리하였을 때 계량 부의

길이에 따라 압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11에

서 피치의 길이에 따라 압력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계량부의 중간 부분까지 압력의 크기가 증가하

다가 다이 헤드 방향으로 갈수록 압력이 점점 작아짐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추진류의 크기가 배압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Fig. 11의 실선으로 나타낸 회귀곡선에 대한 회귀방

정식의 모형은 다음 식과 같다.

(7)

Fig. 11의 곡선에 대한 회귀계수와 결정계수를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결정계수 R2이

93%이므로 적합된 2차회귀식은 매우 적절 함을 알 수

있다.

3.4.2. 스크루와 노즐에서의 유동속도

Fig. 12는 스크루의 속도에 따른 노즐에서의 유동속

도를 해석한 결과이다. 스크루의 속도에 따라 노즐에서

의 속도는 매우 선형적으로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Fig. 13은 Table 1의 해석조건에 따라 계량부의 위치

에 따른 스크루의 내부 압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의 속도변화와 마찬가지로 내부 압력도 피치가

클수록 높은 값을 가지며, Fig. 11 과 마찬가지로 계량

부의 중간 지점에서 거의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의 실선으로 나타낸 회귀곡선은 식 (7)과 같

은 회귀방정식으로 적합되며, 이에 따른 회귀 계수와

결정계수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결정계수 R2이

96%이므로 실험식은 매우 적절 하다.

Fig. 14는 스크루의 피치에 따라 총 질량 유동의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피치 40 mm와 50 mm

사이에서 총 질량 유동의 변화량이 피치 30 mm와

40 mm 사이 에서 총 질량 유동의 변화량 보다 더욱 급

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한 스크루

ŷ β0 β1x β2x
2

+ +=

Fig. 11. Calculated velocity[m/min] along the length of

metering zone, for screw pitch=30mm, 40mm

and 50 mm.

Table 3. Regression coefficients and coefficient of deter-

mination for Eq. 7. 

Length of pitch

P = 30mm P = 40mm P = 50mm

β0 −164.5 −283.7 −302.3

β1 8.95 15.00 17.96

β2 −0.02 −0.04 −0.05

R
2 0.93 0.93 0.96

Fig. 12.  Screw velocity[m/min] vs. calculated velocity. 

Fig. 13. Calculated pressure[Pa] along the length of meter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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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속도일 때 피치가 크면 클수록 제품의 생산속도

가 증가하고, 아울러 압출필름강도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0]. 한편, 동일한 피치에서는 스크루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총 질량 유량이 증가한다.

4. 결 론

Solid Works 2010을 사용하여 고분자 압출기의 스크

루를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STAR- CCM+을 사용하

여 계량부의 용융수지에 대한 유동해석을 3차원 유한

요소법으로 해석하였다. 스크루의 회전 속도를 달리 했

을 경우의 노즐에서의 속도는 선형 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스크루 피치가 클수록 계량부 출구에서의 유동속

도도 함께 증가하였다. 스크루의 계량부에서 다이 헤드

방향으로 갈수록 유동압력은 일정한 위치에서 특성값

을 가지며, 스크루 피치와 스크루의 회전속도는 유동압

력의 함수로 나타났다. 또한 스크루 피치와 스크루의

회전속도는 용융수지의 전체유량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크루 속도와 전체 유량은 선형적

인 관계를 가지는데 반해, 스크루 피치가 클수록 전체

유량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압출의 생산성과

압출필름의 강도만을 고려하면 스크루 피치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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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coefficients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Eq. 7.

Screw velocity [m/min]

v = 7.85 v = 4.71 v = 1.57

β0 −252.2 −151.3 −95.3

β1 14.96 8.97 6.67

β2 −0.04 −0.03 −0.02

R
2 0.96 0.96 0.95

Fig. 14.  Effect  of  screw pitch on total mass flu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