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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any technical fields including electronics and display manufacturing processes, properties of coating liquids could

be greatly enhanced by adding nanopowders and it requires efficient mixing techniques to achieve uniform dispersion of

nanoparticles in liquids. This paper presents the three-dimensional CFD simulations on the flowfields of a highly viscous

liquid in the large scale industrial mixer of impeller type. The effects of several important design and operation parameters

such as impeller geometry, rotational speed, and degree of liquid viscosity are investigated to appreciate the mixing

performance by examining the computational results for flow pattern of rotationally stirred liquid of high viscosity in

the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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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용 교반기는 액체와 액체 또는 액체와 고체분말

등의 이종 물질간의 균일 혼합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장

치로서 많은 산업분야에서 그 쓰임새가 다양하며[1,2],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산업 분야에서도 여러 용도

의 공정액 및 코팅액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3]. 최근

들어 기존의 마이크론 크기 입자를 대신하여 나노입자

를 각종 용액에 분산시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투명디스

플레이, 박막트랜지스터, 유기발광 다이오드, 태양전지

필름, 광촉매 등의 첨단산업분야에 응용되고 있다[4-6].

하지만 표면에너지가 높고 입자간 응집이 심한 나노분

말의 특성으로 인하여 균일한 교반이 쉽지가 않아 이

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교반기 및 교반성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식품, 석유화학, 수처리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응용에 초점에 맞추어진 바 있다[7-10]. 이

에 반하여 본 연구는 나노분말을 고점도의 액체에 고

르게 분산시켜 기능성 코팅액을 생산하는 목적의 대형

교반기를 대상으로 한다. 교반기 형상과 설계 및 공정

변수에 따라 나노분말과 코팅액의 혼합 특성 및 품질

이 결정되는데, 효과적인 교반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유동 해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생산현장에서는 아직까

지 경험에 의존하여 교반기를 설계제작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체유동 해석소프트웨어인

FLUENT를 활용하여 대형 교반기 내부의 복잡한 유동

특성을 전산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교반기의 핵심 부

품인 임펠러(impeller) 형상에 따른 유동 특성의 차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전속도와 유체 점성계수에 따른

변화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E-mail : kimkj@kumo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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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반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을 도출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력 향

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교반기는 20리터 정도의 소형이나, 본 연구에서

는 500리터 이상의 기능성 코팅액 대량생산용 교반기

를 대상으로 한다.

2.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형상의 원통형 회전 교

반기를 모델로 하여 교반기 내부의 고점성 코팅액 유

동 및 압력분포를 상용CFD 소프트웨어인 FLUENT

6.3을 이용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해석영역

에 해당하는 교반기의 크기는 직경T와 높이H가 모두

900 mm로 교반 용량이 573리터인 대용량 공정장비에

해당한다. 좌표계 x와 y는 중력에 수직인 방향이며, z

는 높이 방향을 나타낸다. 좌표계의 기준점(x = y =

z = 0)은 교반기의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교반기 중심

에 설치된 임펠러의 형상은 Fig. 2와 같이 피치 블레이

드(pitched blade) 타입으로 4개의 블레이드가 90도 간

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피치각이 45도, −45도 및 0도

인 경우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반기 내부유동

의 전산해석에서 교반기 내의 임펠러가 회전함에 따라

해석영역인 유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좌표계가

임펠러와 함께 회전하는 Moving Reference Frame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임펠러의 회전에 따라

해석격자를 매번 바꾸어 줄 필요가 없으며, 정상유동으

로 가정하고 전산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코팅액의 점성계수는

2,000에서 5,000 cP로 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반기

내부유동을 층류 비압축성 유동으로 가정하였다. 해석

에 사용된 경계조건으로는 교반기의 벽면에 해당하는

옆면과 아랫면에서 점착조건을 사용하였으며, 교반기

내 코팅액과 공기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윗면에서는 공

기와의 점성 전단력을 무시하여 대칭조건을 부여하였

다. 임펠러 벽면의 경계조건은 회전 각속도로 정의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30 ~ 240 rpm 의 회전속도를 고려

하였다. 한편, 전산해석에 적용된 전체 격자의 수는 약

30 ~ 40만개로 임펠러 인근에는 작은 격자를 밀집시킨

반면 임펠러에서 멀어질수록 격자를 크게 구성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기준모델의 해석결과

우선 기존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임펠러의 형상 및

작동조건을 기준모델로 설정하고 회전하는 임펠러에

의한 코팅액 유동장의 기본특성을 분석하였다. 45도의

피치각을 갖는 임펠러 한 개가 교반기 중앙에 설치되

어 있고, 코팅액의 점성계수가 2,000 cP, 임펠러의 회

전속도가 60 rpm, 임펠러와 교반기의 직경비D/T가 0.5

인 경우를 기준모델로 정하였다. 임펠러 날개의 높이

(w)와 두께(t)는 교반기 직경과 비교하여 각각 10%와

1.5%에 해당한다.

Fig. 3은 기준모델에 대하여 중앙 수평단면(z = 0)과

수직단면(y = 0)에서의 유동 속도벡터를 나타낸다. 임

펠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임펠러

근처의 유동도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교반기 내부 유체의 상하 운동 패턴은 Fig. 3(b)

에서 알 수 있는데,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 블레이드 끝

단 근처에서 상하로 보텍스 쌍이 발생한다. 보텍스 쌍

에 의한 회전 유동의 강도가 커질수록 혼합이 잘 되며

혼합에 필요한 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그

Fig. 1. Geometry and computational model for the rotating

type mixer. Fig. 2. Geometry of impeller of pitched blade type for the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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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 색상은 z방향 속도를 나타내는데,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상승 유동의 최대 속도는 약 0.19 m/s이다.

Fig. 4는 수평단면(z = 0) 및 임펠러 표면에서의 유동

압력 분포를 보여준다. 임펠러의 회전으로 인해 임펠러

블레이드 앞쪽은 압력이 높고 뒤쪽은 압력이 낮으며,

특히 블레이드 끝 단 위에서 압력이 낮아진다. 이러한

압력 차이는 점성 마찰과 더불어 임펠러의 회전에 필요

한 토크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압력 및

마찰에 의한 토크가 각각 약 3.3과 2.0 N·m로 나타났다

.

3.2. 설계변수의 영향

기준모델에서 하나의 설계변수만을 바꾸고 나머지

변수들은 고정시켜 해석함으로써 각 설계변수의 영향

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설계변수는 임펠러

의 회전속도, 유체의 점성계수, 임펠러 블레이드의 피

치각이다.

해석을 수행한 결과, 다양한 설계 조건에도 불구하

고 교반기 내부의 전체적인 유동 패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교반기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히 고려되어야 하는 교반기 구동에 필요한 동력을

중심으로 정량적인 비교를 하고자 한다.

교반기 유동에 대한 차원해석을 수행하면 아래와 같

은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1)

이 식은 토크T와 동력P가 유체의 밀도 ρ, 임펠러의

초당 회전수 N과 직경D의 함수임을 나타낸다. 즉, 회

전수가 증가하거나 임펠러의 직경이 증가하면 토크와

동력이 크게 증가한다. 흔히 산업용 교반기 설계 분야

에서는 설계 무차원수로 파워수(power number)를 사

용하는데 그 정의는 아래와 같다.

(2)

우선, 임펠러의 회전속도를 30에서 240 rpm 사이의

T 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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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velocity vector patterns for the reference case:

(a) horizontal plane (z = 0) and (b) vertical plane

(y = 0). Only a quarter of vector data are shown

for clarity.

Fig. 4. Flow pressure distribution for the reference case:

(a) horizontal plane (z = 0) and (b) impeller

surface. Contour levels are from −700 to 400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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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변화시켜 보았다.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

체 유동의 속도 및 회전 강도가 증가하여 혼합 효과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회전속도를 증가시키

면 Fig. 5(a)에 나타낸 것처럼 회전에 필요한 토크 및

동력이 증가하게 된다. 전체 토크를 점성 마찰과 압력

에 의한 성분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마찰 성분은 선형

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압력 성분은 보다 크게 증가한

다. 그 결과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 성분이 전

체 토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다음으로 유체의 점성계수를 2,000에서 5,000 cP까

지 증가시켜 가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범위에서

압력에 의한 토크가 마찰에 의한 토크보다 항상 크지

만, 점성계수에 따른 토크의 증가율은 마찰 성분이 상

대적으로 크다. 마찰 및 전체 토크는 점성계수에 대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6은 회전속도 및 점성계수에 따른 임펠러 동력

의 변화를 무차원수인 파워수와 레이놀즈수(Re =

ρND2/μ)의 함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레이놀즈수가 증가함에 따라 파워수가 감소하는 공통

적인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그래프의 기

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사한 특

징은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11]. 파

워수는 낮은 레이놀즈수의 층류 유동에서 레이놀즈수

에 반비례하고, 높은 레이놀즈수의 난류 유동에서 일정

한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12]. 본 연구에서 수행

한 레이놀즈수 범위는 이 두 구간의 중간 영역에 해당

한다.

마지막으로 임펠러 피치각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0도와 −45도인 경우를 추가로 해석하였다. Fig. 7은 수

직단면(y = 0)에서의 유동속도를 비교한 것인데, 변화

된 임펠러 형상으로 인하여 임펠러 주변의 유동 방향

이 크게 바뀌었다. 즉, 피치각 0도의 경우에는 반경방

향의 유동, 피치각 −45도의 경우에는 중력의 반대 방

향으로 상승하는 유동이 임펠러에 의해 발생한다. Fig. 3

의 피치각 45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교반기 내부 유동

의 순환구조는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45도인

경우에는 교반기 하부의 유동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반

면, 0도인 경우에는 상부와 하부의 유동이 유사한 강도

를 갖는다. Fig. 8은 임펠러 날개에서의 압력분포를 비

교한 것인데, 예상한 대로 0도의 경우가 45도(Fig. 4)

및 −45도 경우에 비해 임펠러에 보다 큰 압력이 작용

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교반기를 구동하는데 필요

한 동력도 달라진다. 즉, 임펠러의 각도가 45도와 −45

도인 경우에는 약 33W가 필요하지만, 0도의 경우에는

약 53W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차원 변수인 파워수도

달라지는데, 피치각이 ±45도인 임펠러는 약 1.8, 피치

Fig. 5. Effects of (a) rotational speed and (b) liquid viscosity

on the impeller torque.

Fig. 6. Power number as a function of Reynolds number.

The effects of rotational speed and liquid viscosity

are collect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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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0도인 임펠러는 약 2.9의 값을 갖는다.

4. 결 론

디스플레이 제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능성 코팅액의 품질은 코팅액에 기능성 나노입

자들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크게 좌

우된다. 따라서, 교반기 내부의 유동해석 기술을 바탕

으로 한 교반기 설계 능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매우 높은 점성을 가지는 코팅액의 교반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임펠러를 채용한 대형 회전 교반기 내 코팅

액 유동현상에 대해 3차원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코팅액의 점성계수, 교반기 회전속도, 임펠러 블레이

드 피치각 등의 중요 설계 및 공정인자가 교반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코팅액 내 유동속도 및 압

력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설계조건에

대하여 임펠러 회전토크 및 파워수의 분석 결과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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