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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입상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한 입자 교반기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계 장치로써 응용 
분야와 혼합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산업용 교반기의 구동 자유도는 2 자유
도 이하로써 혼합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교반기의 구조를 제외한 운전 조건 측면에서 최적 교반을 위한 인자의 선택
범위는 넓지 않다. 운전 조건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관절 로봇과 입자용 드럼 믹서를 융합한
다자유도 로봇 교반기를 제안하였고 가상 작동 환경에서 교반 성능을 평가하였다. 입자 유동 해석 기법인 이산요소법을
이용하여 다자유도 로봇 믹서의 성능 예측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제안된 장치 설계안이 기존 교반기보다 개선된
혼합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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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ustrial mixers to homogeneously blend particulate materials have been developed and 
widely used in various industries. However, most industrial mixers have at most two-degree-of-freedom 
for the operation, which limits the range of operation parameter selection for optimal blending. This 
paper proposes a multi-degree-of-freedom robotic mixer designed by converging a conventional drum 
blender and a robotic manipulator and evaluated its performance in a virtual operating environment. 
Discrete element simulations were conducted for mixing performance evaluation. The nume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ixer design exhibits a better mixing performance than conventional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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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입상재료 교반 기술은 기계, 금속, 화학, 제약, 바이오, 
식품 산업 등 다양한 제조 산업에 필수 불가결한 기반 기
술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교반기가 개발되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용기의 형상 및 운동 자유도
와 임펠러 장착 여부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1]. Fig. 1은 산업용 교반기 중에서 블레이드를 사
용하지 않고 용기의 운동만으로 혼합하는 무임펠러 교반
기의 대표적 예를 보여준다. Fig. 1 에 소개된 교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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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 자유도 행성식 교반기[2,3]를 제외하면 대부분 교
반 운동은 1 자유도를 갖는다. 1 자유도 교반기는 기계적 
구조가 단순하고 혼합 용기의 운동 제어가 쉽다는 장점
이 있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구조적 단순성과 제어 용
이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운동 자유도 때문에 교반 최적
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인자의 종류와 범위가 제한적
이라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Fig 1.의 드럼 믹서의 경
우 최적 교반 조건을 찾으려 할 때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인자는 드럼의 회전 속도뿐이므로 구동 속도 범위 
내에서 균일 교반 조건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최적화 운전 조건을 모색해 볼 수 없게 된다. 교반 용기
의 운동 자유도를 높임으로써 최적화를 위한 파라미터 
공간의 차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본 논문에서 로봇 
머니퓰레이터와 드럼 믹서를 융합한 다자유도 드럼 믹서 
디자인을 제안한 배경이다.

Axis of revolution

Axis of rotation

˦˥˧˥˨

Mixing
vessel

˦˦˧
Drum mixer

Cubic mixer

V-mixer

Double cone mixer

Planetary mixer

Paul Schatz  mixer

Fig. 1. Examples of typical blade-free powder mixers

본 논문에서는 입자 교반기의 혼합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여러 종류의 교반 지수중에서 무
게 중심 기반 교반 지수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다 [4]. 
분말 재료의 무게 중심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입자
의 3차원적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실
험적으로 개별 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측정 기술의 한계성 때문에 분
말 혼합 연구 분야에서 교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
적인 방법 대신 개별 입자의 위치와 속도 데이터를 시간
별로 추출할 수 있는 이산요소법 (DEM, discrete 
element method) 수치 해석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
다 [2-4]. 본 논문에서는 입자 유동 해석 기법인 이산요
소법을 이용하여 혼합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교반 지수

를 분석하여 다자유도 드럼 믹서 융합 디자인의 성능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이산요소법 교반 시뮬레이션

이산요소법은 입자 간 접촉 및 충돌이 빈번한 입상재
료의 동적 거동을 계산할 수 있는 수치 해석법이다[5]. 이
산요소법은 분말과 같은 입자성 재료의 다양한 제조 공
정을 해석할 수 있으며 입자 교반 해석 및 최적화에도 널
리 사용되고 있다[2,3,6-13]. 본 연구에서는 상용 이산요
소법 소프트웨어인 EDEM을 이용하여 입자 교반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산요소법 운동방정식과 접촉모델 등의 이
론적 세부사항은 참고문헌[2]에 설명되어 있다.

이산요소법 교반 시뮬레이션의 전처리 단계에서는 로
봇팔의 말단에 지름 90mm 길이 120mm인 실린더형 드
럼 믹서를 장착한 5 자유도 로봇팔 CAD 형상을 생성한 
후 허용하중을 고려하여 지름 6mm 입자 총 500g을 용기 
내부를 부분적으로 채웠다. 시간에 따른 입자 혼합 양상
을 관찰하고 교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자를 두 그
룹으로 나누고 교반 이전 그 둘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도
록 초기 조건을 설정하였다. 후처리 과정에서는 육안으로
도 교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입자 시각화 시 그룹별
로 서로 다른 색상을 사용하였다. Fig. 2는 다자유도 로
봇 교반기의 작동 전 초기 상태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Fig. 2. Initial configuration of robotic mixing system with 
loaded particles for DEM simulation

본 연구에서는 1 자유도부터 3 자유도까지 서로 다른 
3가지 운동 자유도를 갖는 교반 모드를 대상으로 이산요
소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 및 분석
함으로써 운동 자유도와 혼합 성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1 자유도 모드는 Fig. 2에서처럼 용기의 축을 좌
표의 x 축과 일치시켜서 용기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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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구속하여 일반적인 드럼 믹서처럼 작동하도록 한
다. 용기의 회전 운동은 정지상태로부터 1초 동안 90 
deg/s2로 등가속 시켜 정상 상태 속도인 15rpm에 도달
한 후로부터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정하였
다. 2 자유도 모드는 1 자유도 모드에 용기의 상하 스윙 
운동을 부가한 것으로 Fig. 2에서 보이듯이 용기를 지지
하고 있는 팔목 조인트의 회전을 통해 제어한다. 상하 스
윙 운동은 ±30도의 스트로크와 0.5Hz의 주파수를 갖도
록 설정하였다. 3 자유도 모드는 2 자유도 모드에 용기의 
수평 스윙 운동을 추가한 것으로 로봇팔의 Fig. 2에 나타
낸 바닥 지지대와 연결된 몸통 조인트의 구동기를 제어
하여 구현한다. 수평 스윙 운동은 ±15도의 스트로크와 
1.0Hz의 주파수에 맞추어 작동하도록 설정하였다. 3가
지 교반 모드에 대한 운전 조건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Three mixer operation modes
Mixer operating condition 1-DOF 2-DOF 3-DOF

Rotation speed (rpm) 15 15 5

Vertical swing stroke (deg) - ±30 ±30

Vertical swing rate (Hz) - 0.5 0.5

Horizontal swing stroke (deg) - - ±15

Horizontall swing rate (Hz) - - 1.0

입자와 용기가 같은 재료로 되어있다고 가정하였고 시
뮬레이션 입력 인자로 사용한 기계적 성질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밀도는 입자의 질량 및 중력과 관성력을 계
산할 때 필요하고 탄성계수와 푸아송비는 헤르츠(Hertz) 
접촉 모델을 기반으로 구형 입자 사이의 접촉 반발력을 
계산할 때 필요한 물성이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for DEM simulations
Property Powder Container

Density (kg/m3) 2,500 2,500

Shear modulus (MPa) 2.16 2.16

Poisson’s ratio 0.3 0.3

Particle radius (mm) 3.0 -

이산요소법에서 입자의 접촉 거동은 입자와 입자 사이 
그리고 입자와 용기 사이의 탄성 반발력과 같은 보존력
의 영향뿐만 아니라 소성 반발력 및 마찰력의 영향도 크
게 받는다. Table 3에 이산요소법 접촉 모델에 필요한 
마찰계수와 반발계수를 정리하였다. 전단 마찰계수는 입
자 간 상대 미끄럼 운동에 대한 마찰 저항 계산에 사용되
고 구름 마찰계수를 이용하여 상대 회전 운동에 대한 저

항력 계산에 사용된다. 반발계수는 헤르츠 민들 
(Hertz-Mindlin) 점탄성 접촉 반발력 모델에서 점성계
수 계산 시 요구된다.

Table 3. Contact model parameters

Parameter Powder-
Powder

Powder-
Container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0.5 0.5

Coefficient of rolling friction 0.05 0.05

Coefficient of restitution 0.85 0.85

Table 4에 주요 시뮬레이션 변수를 정리하였다. 이산
요소법에서 입자와 입자 사이 또는 입자와 구조물 사이
의 접촉 여부 검출은 매우 빈번하여 접촉 전체 시뮬레이
션 소요 시간 중 접촉 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
다. 이산요소법에서는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을 셀로 나눈 
뒤 셀 단위로 접촉 여부를 검사하는 이웃 셀 접촉 검출 
알고리즘 (neighboring cell contact detection 
algorithm)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셀 크기가 입자 지름
의 1.5배가 될 때 계산 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14] 본 연구에서도 배경 셀의 크기를 입자 직격
의 1.5배인 9mm로 설정하였다. 로봇의 운동 범위를 고
려하여 이산요소법 계산 영역을 230mm⨉400mm⨉
350mm로 정의한 뒤 9mm의 크기를 갖는 정육면체 셀 
45,630개로 분할하였다. 총 시뮬레이션 시간은 20초이
며 계산 시간 간격은 100μs로 설정하여 총 계산 스텝 수
는 2만 회이다. 이산요소법에서는 레일리 시간 간격
(Rayleigh time step)이 수치 적분 시 수렴성 확보를 위
한 임계 적분 시간의 기준값으로써 널리 활용하고 있다
[15]. 본 연구에서 채택한 계산 시간 간격은 레일리 임곗
값의 0.3배 이하 수준으로 실제 시뮬레이션 중 수치 해의 
불안정성 또는 발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뮬레이션 
시간 1초당 최대 100프레임을 재생할 수 있는 시뮬레이
션 결과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계산 데이터는 저장 
빈도는 10ms로 입력하였다.

Table 1에서 정의한 세 가지 교반 모드에 대한 이산
요소법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5초 간격으로 시각화
하여 Table 5에 시간순으로 나타내었다. 육안으로 관측
했을 때 모든 교반 모드에서 입자 혼합은 지속하고 있음
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교반 지수를 
사용하여 각 교반 모드에 대한 혼합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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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M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 Value

Total mass of particles (g) 500
Number of particles 1,770

Computation domain (mm3) 230 × 400 × 350
Cubic cell size (mm) 9.0

Number of cells 45,630
Computational time step (μs) 100

Simulation time (s) 20
Number of iterations 200,000

Data save interval (ms) 10
Number of saved time steps 2,000

Table 5. DEM mixing simulation results
Time 1-DOF 2-DOF 3-DOF

0s

10s

20s

30s

40s

50s

60s

3. 결과 분석

이산요소법 혼합 시뮬레이션 데이터로부터 교반 지수
를 계산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과 
EDEMp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EDEMpy는 상용 
이산요소법 소프트웨어 EDEM 결과로부터 계산 데이터 
추출 기능을 제공하는 Python 라이브러리이다. 교반 지
수는 두 입자 그룹의 무게 중심 간 거리를 정규화한 값을 
기반으로 정의하였다. 초기에 분리된 상태의 두 입자 그
룹의 무게 중심 간 거리를 교반 지수 0으로 정의하고 이
상적으로 완전 교반이 달성되어 두 입자 그룹의 무게 중
심이 정확히 일치한 경우를 교반 지수 1로 정의한다. 따
라서 교반 지수가 커질수록 더 균질한 혼합 상태를 나타
낸다고 볼 수 있다.

Fig. 3. Mixing index versus time curves for 1-, 2- and 
3-DOF mixing cases

Fig. 3은 시간에 따른 교반 지수의 변화 곡선을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회전하는 용기 벽면과의 마찰이 없이 
상단에 노출된 입자들이 빠르게 자유 표면상에서 유동하
기 때문에 교반 지수 값이 단조롭게 증가하지 않고 증감
을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반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1 자유도와 2 자유도의 모드에 비해 3 
자유도 교반 모드에서 교반 지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교반 자유도를 부가하는 
설계 방법이 교반 성능의 향상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반기의 성능은 최종 혼합물의 균질성뿐만 아니라 균
질 혼합에 도달하는 신속성에도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 혼합의 신속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교반 지수가 
항상 0.8 이상을 유지하게 되는 최소 시간을 80% 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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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교반 시간
을 계산한 결과를 Fig. 4에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교
반 시간이 빠를수록 교반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내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시뮬레이션 조건에서는 교반 
자유도가 높을수록 혼합 신속성이 개선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Fig. 4. Bar chart comparing the 80% mixing time for 1-, 
2- and 3-DOF mixing cases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자유도 로봇 
교반기 융합 디자인이 교반 균질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 
기존 1 자유도 드럼 믹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이
산요소법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관절 로봇팔에 혼합용 실린더 용기를 
장착한 다자유도 드럼 믹서 디자인을 제안하고 그 성능
을 예측하기 위해 이산요소법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다
자유도 드럼 믹서는 5 자유도 다관절 로봇팔의 말단에 
회전형 실린더 용기를 장착한 융합구조로 설계되었다. 교
반 용기의 운동 자유도와 교반 성능의 상관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1 자유도부터 3 자유도까지 서로 다른 3가지 
자유도를 갖는 교반 모드를 설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
해 이산요소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과
정에서 생성한 입자는 비응집성 구형 입자로써 헤르츠 
민들린 접촉 알고리즘과 구름마찰 모델을 사용하여 입자 
거동을 계산하였다. 정성적 분석을 위해 세 가지 교반 모
드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시각화한 결과를 제시하
였고 정량적 분석을 위해 교반 지수와 교반 시간을 계산
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로봇과 혼합 용기의 기하학
적 특성이나 운전 조건 등 한정된 설계 및 구동 조건에서 
전산 해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시뮬레이션 조건에서는 

혼합 용기의 운동 자유도가 높을수록 교반 균질성이나 
신속성의 측면에서 교반 성능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반기 용기의 회전 속도 제어에 크게 의
존하던 교반 최적화 방식을 본 연구에서 운동 자유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산업용 교반기의 융
합 설계 기술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최근에 기계 기술의 지능화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스
마트 제조 기술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로봇 제조 분야에
서 프로그램 가능한 로봇의 범용성과 입자 교반 기술의 
성숙성을 융합한 차세대 교반 기술 진보에 본 연구의 결
과가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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