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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s atomization of liquid metal using nozzle technology has more advantages over other methods. 
Previous study shows that high-velocity gas is important for effective liquid metal atomization.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understanding the gas atomization using nozzle is complete evaluation of the flow fields. 
This will provide a basis for understanding how well high velocity gas is brought to bear on the liquid metal. 
Present work is a fundamental study of liquid metal atomization for various pressure ratio, different gas and 
temperature. A two-dimension, axisymmetry 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s are considered. Two-
equation k-epsilon turbulence model is selected. 

 

1. 서 론 

최근에 미세 금속분말은 반도체, 태양전지, 

배터리, 페인트, 사진필름용 감광제 등과 같은 

다양한 공업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1). 

이에 따라서, 미국, 유럽 및 일본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용융금속의 미립화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2).  

미세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공법으로는 크게 

물리적 제조법(3)과 화학적 제조법(4)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LMA(Liquid metal atomization) 

공법은 고속의 제트 기류를 용융 금속에 충돌시켜 

금속을 미립화하는 물리적 제조법으로, 과거에는 

주로 주석이나 주석과 납의 합금분말을 

제조하는데 활용되었다(5). 하지만, 최근에 

LMA 공법은 알루미늄, 강, 니켈뿐만 아니라 기타 

고강도의 금속 분말 제조 공정까지 그 활용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장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전망이 매우 밝다(6).  

LMA 공법은 분당 수십 킬로그램 이상의 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법이다. 그림 1 은 LMA 

공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LMA 공법은 자유 낙하하는 용융 

금속에 노즐을 통해서 분사시킨 초음속 제트 

기류를 용융 금속의 중심선 상에서 충돌시킨다. 

낙하하는 용융금속과 초음속 제트기류가 충돌할 

때, 용융금속의 내부에서는 break-up 과정이 

발생하며, 그 하류에서는 용융금속의 미립화 

과정이 달성된다.  

LMA 공법에 사용하는 고속제트유동은 주로 
압축공기, 질소, 아르곤 등의 기체를 이용하며, 
이러한 제트유동이 용융금속에 충돌하는 방법 및 
용융금속의 유동형태에 따라서 LMA 공법을 
세분화할 수 있다(7).  
LMA 공법은 단순히 초음속 제트유동과 낙하하는 

용융금속의 충돌과정만으로 금속의 미립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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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도의 미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즐 압력비, 노즐형상, 초음속 제트와 

용융금속의 충돌각 및 충돌거리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LMA 초음속 제트유동의 

기체 종류 및 기체온도 등이 용융금속의 미립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연구에 의하면, LMA 제트유동의 노즐 

압력비가 증가할수록, 생성되는 금속 분말 입자의 
지름은 작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하지만, 
용융금속의 미립화 과정에 있어서, LMA 초음속 
제트유동 내부에 발생하는 충격파 셀구조, 전단층, 
불안전성 및 초음속 제트와 용융금속의 충돌각과 
같은 요소들이 금속분말의 입자지름이나 LMA 
공정의 효율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 차원 축대칭 Navier-

Stokes 방정식에 유한체적법을 적용한 수치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LMA 제조공정에서 초음속 
제트유동이 용융금속 미립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수치해석은 
우선적으로 초음속 충돌 제트의 유동특성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낙하하는 용융금속을 
배제한 상태에서 노즐 압력비 및 기체의 전온도 
변화에 따른 유동장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LMA 

  

2.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LMA nozzle 에서의 유동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압축성, 축대칭 Navier-Stockes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또 난뮤 유동장을 모사하

기 위하여 k-epsilon 난류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계산 영역과 경계조건은 그

림 2 에 나타내었다. 노즐의 직경(Dn)은 0.9mm 이

며, 노즐출구의 길이(Le)는 3.1mm 이다. 용융금속

이 자유 낙하하는 출구의 직경(Dm)는 축에서 
2.9mm 이다. 계산영역의 y 방향 길이(Ly)는 400Dn, 
x 방향 길이(Lx)는 축에서부터 200 Dn이다. 

경계조건으로는 노즐의 입∙출구부분에 pressure 
inlet 과 pressure outlet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입구

와 출구의 압력비는 5~30 까지 변화시켰다. 벽면

의 경계조건으로는 no-slip wall 조건을 적용하였다. 
작동유체는 공기와 질소 두가지를 사용하였으며, 
온도는 300K~500K 까지 변화를 시켰다.  

그림 3 은 본 수치계산에 적용된 격자계를 나
타낸다. 계산영역 모두에 대하여 사각격자를 정
렬 격자로 사용하였으며, 경계층이 발달하는 모
든 벽면과 유동이 외부로 방출되는 영역에 격자

를 집중시켰다. 총 격자수는 대략 20 만개를 사용

하였다. 
 

 
Fig. 2 Boundary conditions 

 

 
Fig. 3 Grid system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압력 비에 따른 분무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압력 비를 5.0 에서 30.0 까지 변
화 시켰다.  
그림 4 는 압력비를 변화 하였을 때 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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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분포를 나타내었다. y/L 이 3.0 이하 일때는 대
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되고, 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낮은 압력이 관찰되었다. y/L 이 3.0~4.0
인 구간에 정압의 피크값이 이 나타나고, 압력비

가 증가 함에 따라 피크값이 크게 증가함이 관찰

된다. 축을 따라 압력변동이 보이고 있으며, 이 압
력변동은 대기압과 같은 값으로 서서히 감소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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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pressure at axis (O2, T=3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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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pressure at axis 

 
그림 5 는 압력비가 5.0 일때, 공급된 기체의 온

도를 300K 와 500K, 기체의 종류를 O2 와 N2 로 
하였을 경우의 축에 따른 정압 분포를 나타내었다. 
기체의 온도를 변화 시켰을 경우, 공급된 기체

의 온도가 300K 일 경우 압력비는 약 1.33 이며, 공
급된 기체의 온도가 500K 일 경우 압력비가 약 
1.25 로 공급된 기체의 온도가 낮을 경우 압력의 
피크 값이 증가하였다.  

기체의 종류를 변화 시켰을 경우, 축을 따르는 
정압분포의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보인다. 
그림 4 의 x/L 이 0.0 ~ 0.2 이하 일 때 압력이 대

기압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그림 5
의 압력비가 5.0 일 경우는 대기압보다 다소 높은 
압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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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rid system 

 
그림 6 은 압력비에 따른 용융금속 챔버 중심의 

정압을 나타내고 있다. 압력비가 증가 함에 따라 
챔버의 정압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노
즐에서 공급되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용융금속

이 공급량이 증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 Pressure ratio 5 (b) Pressure ratio 10 (c) Pressure ratio 15

 
(d) Pressure ratio 20 (e) Pressure ratio 25 (f) Pressure ratio 30
 

Fig. 7 Velocity vector plot for L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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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ratio 5                           (b) Pressure ratio 10 

 

         
    (c) Pressure ratio 15                        (d) Pressure ratio 20 

 

         
(e)Pressure ratio 25                         (f) Pressure ratio 30 

Fig. 8 Velocity and temperature contours 
 
 

그림 7 은 압력비가 5.0 ~ 30.0 일 경우의 속도벡

터를 나타내고 있다. 최고유속은 노즐의 외부에서 
관찰이 되며, 복잡한 유동장과 와류가 관찰된다. 
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융금속 챔버 방향으

로의 더욱 큰 와류가 발생하며, 이 와류의 영향으

로 압력비가 큰 경우 압력비가 작은 경우에 비해 

제트의 충돌 위치는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림 4 와 그림 6 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와류의 강도가 강해지며, 이로 인
하여 챔버의 정압값이 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와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용융금속의 출구 모서

리 부분과 벽면에 부딪치는 유동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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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모서리 부분에 용융금속의 결정화 되
어 출구부의 단면적이 감소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인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 은 압력비가 10, 20, 30 일 때 속도와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노즐 출구로부터 팽창파와 압
축파의 영향으로 인해, 유동의 중심선을 따르는 
압력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분포를 알 수 있
으며, 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충격파의 강도가 
강해짐을 보인다. 난류층, 재순환영역과 정체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압력비가 증가함에 딸 재순환 
영역의 길이가 증가 함을 보이고 있지만, 압력비

가 30 일 경우 재순환영역 길이가 줄어 듦을 보이

고 있다.   
 

4. 결 론 

LMS 를 위한 노즐의 적용은 다른 방법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어 연구가 자주 된 바 있다.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본 연
구는 flow field 를 평가하여 노즐을 이용한 gas 
atomization 의 이해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압력비, 가스 그리고 온도에 대한 
LMS 의 기초적인 수치해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차원, 축대칭,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에 k-
epsilon 모델로 수치해석 하였다.  
 압력비가 높아짐에 따라 복잡한 유동장과 피크 
압력값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엇회전 와류

의 존재도 관찰되었으며.  또한 압력비가 증가할 
때 용융금속 챔버의 정압값도 감소함을 알 수 있
었다.  
 기체의 종류를 O2 와 N2 로 변화 시켰을 경우에 
대한 영향은 확인 할 수 없었으며, 공급된 기체의 
온도변화에 따라 축에 따른 정압분포의 피크값이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압력비의 증가로 인해 용융금속 챔버 중심의 압력

이 줄어 들게 되며, 난류층, 재순환 영역과 정체점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 연구로 최적 노즐 형상 설계 및 최적 운동조

건결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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