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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압출공정은 플라스틱재료, 의약품재료, 식료품재

료, 타이어 고무재료 등을 위시하여 최근에는 고분

자 복합재료, 철 및 세라믹재료와 바인더의 분말혼

합체 등과 같이 다양한 재료의 가공 및 성형공정으

로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압출공정

에서는 주로 단축압출기(Single Screw Extruder)와 

쌍축압출기(Twin Screw Extruder)를 사용하는데 

이중에서 단축압출기는 쌍축압출기에 비하여 가격

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혼합성능이 뒤떨어

지는 단점이 있다. 실제 산업체들은 경제적 측면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단축압출기를 쌍축압출기보

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고

무제품 및 타이어 압출 공정은 단축압출기를 사용

하고 있다. 따라서 단축압출기의 단점인 혼합성능

을 개선할 수 있다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혼합성능을 갖춘 혼합기로서의 단축압출기가 개발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단축 스크류 

압출기의 형상은 베럴속에 한개의 스크류가 회전

함으로써 가공재료를 주입구로부터 다이방향으로 

압출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타이어 압출 공정에서 

타이어는 일반적인 고무제품과는 달리 많은 반제

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타이어를 만든다. 그래서 반

제품의 생산 시, 재료가 정확하고 균일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다이에 여러 개를 복합하여 반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복합 압출기를 사용한다. 고무 

제품 제조 과정에서 처음 과정으로 '정련공정‘이라

고 부르고 고무혼합물의 각종 ingredients을 믹서를 

이용하여 혼합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제조 공

정상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이 공정이 잘못되어 생

산된 고무혼합물은 차후에 이어지는 공정에서 모

드 불량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혼합기와 

혼합 미케니즘, 공정 조건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본 총설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본 총설에서는 압

출된 고무의 다이 스웰 현상을 예측하여 최적의 다

이 형상을 제시하며, 스크류의 기하학적 형상의 변

화에 따른 유동 비교, 분석, 압출기 안에서 일어나

는 혼합 공정에서 고무 혼합 수치해석 및 효율적인 

혼합 미케니즘을 설계하는데 있다. 압출공정 스크

류 특성 결정을 위한 전체 형상계수, 다이 특성과

의 연관성, pin barrel screw 에서의 SC(screw char-
acteristics), RTD(residence time distribution), DC 
(deformation characteristics) 해석, 압출 다이 스웰

을 고려한 고무 점탄성 유동 수치 해석 및 압출 다

이 형상 최적 설계, 입자 분산 고무 혼합체의 점탄

성 유동 수치 해석 및 최적 설계 등이 중요한 설계 

기술로 들 수 있다.
  단축 압출 공정 관련 연구로 본 연구자에 의하

여 단축압출기 내에서의 변형정도를 예측하는 척

도로써 변형특성 즉 DC를 정의하고 이로부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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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단축압출기 내에서의 DC의 증가, 즉 혼합 정

도의 증가는 시간 또는 압출기의 길이에 대하여 

선형적임을 밝혀내었다.1) 이러한 압출공정의 정확

한 이해가 없이 실험에 의존하는 것이 국내의 실

정이나 미국, 일본 및 구미 국가에서는 이미 전산

이용해석법( Computer Aided Engineering )을 이

용하여 실제 산업현장과 연계시켜 실험적인 시행

착오법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산

이용해석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은 오로지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압출공정 과정을 

적당한 수학적 모델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연구와 수치해석적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고무 

압출 공정에서 혼합의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궁

극적으로는 단축압출기내의 혼합의 국소적, 국부

적 현상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스크류 내에 

존재하는 핀 위치와 형상을 최적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입자궤적, 체류시간, 포인카레 단면, 늘
림장 등을 공정인자와 기하학적 조건에 따라 수치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이를 통하여 

압출된 고무 제품의 치수 관리를 위하여는 다이 스

웰의 정도를 공정 조건, 다이 형상과 길이, 온도 조

건, 다이 내부의 코팅 정도에 따른 영향을 정확하

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

로 스크류 최적 설계와 연계하고 압출된 고무의 점

탄성 물성치를 실험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수치

적으로 다이 swell 현상을 예측하여 최적 다이  형

상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된 압출 생산과 

고품질을 유지하는 작업 공정 조건 즉, 공정윈도우

(operating window) 제시하여 최적 다이 형상 설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고무의 유변학적 성질

  복합고무의 일반적인 제조공정은 우선 복합 재료

를 물리적으로 혼합하여야 하는데 고무원료는 점도

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므로 소량 사용되는 고체 입

자 분말의 고른 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온도를 

고려한 mixing 기술이 우선 요구 된다. 본 총설에서

는 압출기 밖에서의 혼합 기술은 언급하지 않는다.

  압출기 내의 복잡한 유동과 다이 내부와 외부에

서의 다이 스웰은 점탄성 특성에 의해 일어나며 

주로 탄성 회복, 완화 시간의 중첩 모드에 의한 완

화 현상, 전단 응력 뿐만 아니라 수직 응력의 탄성 

효과, memory effect에서 기인하는 여러가지 점탄

성 특성을 고려한 유변학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고무 제품의 실험과 수치 해석에서 매우 중요하

다. 우선 중요 지배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지배 방정식

  - Mass conservation equation
∇∙ 

  - Momentum equation
∇∇∙  ∙∇

  - Energy equation
∙∇ ∇∙∇ ∇

○ Constitutive equations 
  - Generalised Newtonian models

  

  - Differential viscoelastic models

 









  이러한 유변학적 모델의 종류에 따른 shear rate - 
shear stress 그래프 비교가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

그림 1. Rheological model의 종류에 따른 shear

rate - shear stress 그래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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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 thinning 한 대표적 모델로 Power Law 
Model1)를 들 수 있으며 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n
은 Power Law index를 나타낸다.

    


  Cross 모델은 Generalized Newtonian인 점성  모

델 중 하나로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여기에서 는 zero-shear-rate viscosity, 는 완

화 시간, m은 Cross law index, 는 shear rate를 의

미한다.

그림 2. Generized Newtonian 유체의 유변학적

물성 모델.

  고무혼합물에서는  Scott - Hershel - Bulkley  
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고무-충진제 혼합물에서 

충진제 양을 많이 가할 경우 항복 응력이 증가하

는데, 전형적인 고무 혼합의 항복응력은 다음 식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재료에 대한 

대표적인 상수 값들이 문헌에 나타나 있다.2)

   

     

  하지만 고무 제품 성형의 경우 유동현상이나 다

이 스웰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는 점탄성 모

델이 필요하며 고무 점탄성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RPA 장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모델로는 비

선형 미분 점탄성 모델인 Phan-Thien-Tanner, 
Giesekus, White-Metzner  Model, PomPom , 
Leonov 모델3) 등이 있다. 
  아래 식은 대표적인 Giesekus 모델식을 나타내

고 있다.          
  

  수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간략화 된 점탄성 

모델 등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완화 시간이 2개 

이상의 경우 저장 탄성계수, 손실 탄성 계수 등을 

모두 고려한  모든 점탄성 상수들을 실험으로 측

정하여 얻기에는 많은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 

점탄성 물성치를 3차원 수치해석에 적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3. 단축 압출기 설계 기술 

  일반적으로 압출기는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플

라스틱 재료의 경우 고체 폴리머를 압출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이송영역(feeding zone), 폴리머의 압

축과 용융이 일어나는 압축영역(compressing 
zone), 완전히 녹은 고분자 유체가 압출되도록 계

량하는 계량영역(metering zone)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고무 제품의 경우는 플라스틱 재료와 달리 

압축 영역 되신 혼합을 증대시키는 핀과 유동  체

널의 조합 및 유동 체널의 길이가 일정하게 이루

어져 있고 L/D 가 스코치 고려로 작은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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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 예로 타이어 공정에서 tread, sidewall, 
bead filler 등 tire component에서 형상을 요하는 

반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단축 압축기의 내부 

형상 설계는 혼합, 스크류 특성(SC), 체류시간분포

(RTD), 변형 특성(DC) 및 온도 스코치를 방지하

기 위한 온도 조절 기능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

다. 압출기의 SC를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스크류와 

다이 특성이 서로 잘 연결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본 스크류 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핀 스크류를 

이용한 압출 공정 중에서 분산 고무 혼합체의 3차
원 유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혼합체의 압력구

배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유

동 속도장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축 

스크류 압출기 내의 고무 점탄성 유동 수치 해석 

및 스크류 형상 최적 설계를 위하여 스크류 압출

시 점탄성 고무 유변학적 모델 선정, 고무 물성, 
기하학적 조건, 운전 조건에 따른 스크류 압출기 

내의 고무 유동 수치해석, 압출공정 스크류특성 

결정을 위한 전체 형상계수4)등을 수행 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pin barrel screw에 대해서도 SC, 
RTD, DC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4-10)

  이를 위하여 단축압출기 안의 스크류상에 일어

나는 3차원 유동에 의한 혼합 현상을 이해하기 위

하여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입자 궤적 (particle 
trajectories), 포이카레 단면(Poicaré sections), 불안

정 다양군(unstable manifold) 등을 구하고 실제적

인 3차원 단축압출기 내의 혼합특성을 해석, 스크

류 압출시 점탄성 고무 유변학적 모델 선정, 압출

공정 스크류특성 결정을 위한 전체 형상계수4) 결
정, 고무 물성, 기하학적 조건, 운전 조건에 따른 

스크류 압출기 내의 고무 유동 수치해석 등을 수

행하여야 한다. 실제 실험은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무 압출용 압출기를 사용하여 스크류내에

서 발생하는 혼합 무늬 관찰 및 SEM측정, 다이로 

나온 제품의 표면 거칠기, 기계적 성질과 공정조

건과의 관계 규명, 압출 제품의 morphology 관찰 

및 SEM측정을 통해  수치적으로 얻은 결과와 실

험 결과 비교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수치적 접근 방법에서는 기존에는 3차원 Mesh 
및 Boundary condition 결정과 속도장을 구하기 위

해 스크류 유동 체널을 헬릭스 각도를 따라 펼치

고 이 공간에서 수치해석 해 왔지만 현재는 단축

압출기의 코일형 유로를 펴놓지 않는 원래 형태로 

해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3차원 Mesh와 경계조건

을 적용하여 3차원 유동장을 Polyflow 등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차원 유동장의 해를 구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스크류 체

널 내부에서 일어나는 drag flow와 pressure flow
의 개념도와 같이 압출기 내의 유동은 크게 drag 
flow와 압력 상승으로 인한 back flow로 이루여 

있고 핀에 의해 mixing이 증가 되게 된다.  스크류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치적으로는 back pressure 효
과를 주기 위해 Inlet의 압력을 (-)로 입력 스크류 

Inlet 압력이 스크류 outlet 압력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유체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흐름을 

유도한다. 결국  back pressure 원인은 다이에 의해

서 압력 차 발생하고 이로부터  다이 Inlet 압력 이 

스크류 내부 압력보다 커져 일어나다. drag flow는 

스크류의 회전으로 인해서 유체가 원래 진행 방향

으로 흐르게 되고 이들의 조합으로 스크류 축 방

향으로 앞뒤로 회전 유동읗 형성하면서 압출 된

다. 그림 6과 7은 실제 단축압출기 단면 형상 모델

링 및 핀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스크류특성(SC) 수치 해석 결과의 예를 보

여 주고 있다.

 

그림 3. 스크류 체널 내부에서 일어나는 오동

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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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크류 체널 내부에서 일어나는 drag

flow와 pressure flow의 개념도

그림 5. 스크류 특성과 다이 특성이 조합되었을 때

전체 압력 분포도.

그림 6. 실제 단축압출기 단면 형상 모델링.

그림 7. 핀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

하여 스크류특성(SC) 수치 해석 결과의 예.

  단축 압출 공정에서 운전 조건은 스크류와 다이 

특성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고 스크류 회전 속

도 및 베럴과 다이의 온도 설정, 다이의 기하학적 

형상, 사용 재료의 유변학적 특성에 따라 그 운전 

조건은 달라지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림 8은  

실제 단축 압출기 체널 안에서의 유선 궤적의 예

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8. 실제 단축 압출기 체널 안에서의

유선 궤적.

  3차원 입자추적과 변형구배텐서 구하기 위하여

는 우선 속도장으로부터 적분하여 유체 입자 추적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스크류상에서 발생하는 유

동장은 하나의 독립된 정규유동(regular flow)로 

볼 수 있고 이들의 유동장은 모두 이웃하는 두 유

선에 의해 닫혀져 있으며 이웃하는 두 유선으로 

이루어진 영역을 쉘이라 명명할 경우 임의의 한 

쉘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동장내에

서 변형전의인 재료백타 (material vector)가 일

정한 시간이 지난 후 변형된 Vectorx로 될 때 그

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 x
dt

= v( x) with x(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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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입자의 초기 출발점을 나타낸다. 위

와 같은 유동장에서 출발한 입자가 t초후에 가

질 수 있는 유동해(solution of motion)를 
라

고 한다면 3 차원 유동장의 해는 각각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11)

    
 with 

  

  이때 입자와 변형구배텐서(deformation gradient 
tensor)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혼합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Cauchy‐Green tensor 
C 를 구해야 하며 그 정의는 아래와 같다.

 FFC T ×=

  Where F  : deformation gradient tensor

  이렇게 구한 Cauchy‐Green tensor C 로부터 정

량적인 변형 특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여 

혼합정도를 수치 계산 할 수 있다.
  유체요소의 늘임(stretching)등의 DC를 계산하

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다. 우선 스트레인(strain)을 

나타내는 값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길이 늘임

(length stretch) 를 사용할 수 있고 

   lim
x→
X

x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구해질 수 있다. 

   C MM  

  여기서 ≡FT⋅F는 Cauch-Green strain 텐서

이고 벡터 M은 XdX로 나타나는 초기 방향 단

위 벡터이다. 미소 유체 요소벡터 x의 늘림율

(specific rate of stretching)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

다.11)

   lnD mm  

  여기에서 D는 ∇v∇vT로 정의되는 스트

레칭 텐서 (stretching tensor or rate of deformation 

tensor)이며 m은 변형된 유체선분의 방향 단위 

Vector로 아래 식으로부터 구해질 수 있다.

  m≡F⋅M  

  그리고 늘임율의 긴 시간에 대한 평균 (long 
time average)을 아래와 같이 이끌어 낼 수 있는데 

  XM  lim
→∞

 






ln

  lim
→∞


ln

 

  이것은 리아푸노프 지수로 알려져 있다. 카오스 

유동에서는 리아푸노프 지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

는데, 이것은 유체 선분이 평균적으로 지수 함수 

행태를 취하면서 늘어남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규 

유동에서의 리아푸노프 지수는 0이다. 
  늘임율은 Cauch-Schwarz부등식으로부터 그 값

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늘임 

효율(stretch efficiency) 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게 된다. 

  lnD  mm≦ Dmm  D  D

 

  XM≡lnD  D
≦

늘임 효율의 물리적인 의미는 소산된 에너지 중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유체 요소를 늘이는데 활용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pin barrel screw SC, RTD, 
DC 해석4-10)을 수행 할 수 있다. 고무 압출에 관련

한 대표 적 실험 연구는 K. C. Shin 와 J. L. White
에 의해 SBR/BR 고무 압출 핀 베럴 스크류의 특성

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핀의 도입으로 mix-
ing/homogenization 의 특성은 증가하지만 SC 인 

펌핑 효율은 떨어짐을 실험으로 보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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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in type mixing element.

그림 10. Pin barrel extruder12)

  실제 고무 혼합물의 점탄성 현상과 압출기 내의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역압력 구배에 의한  

다이 압력이 증가 등이 DC를 정가시키게 되고 이

로부터 압출 제품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불량의 

원인이 되곤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온도에 에너지 

관리는 압출기 설계에 있어 필수적이다. 

4. 다이 설계 기술 

  다이 설계에 대하여는 Walter Michaeli의 대표

적인 서적 "Extrusion Dies for Plastics and 
Rubber" 이 플리스틱과 고무 재료의 압출 다이 설

계 기술의 표준서로 알려져 있다.13) 아래 그림은 

일반작인 압출 다이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 일반작인 압출 다이 모식도.

  이러한 복잡한 형상의 다이 설계를 위하여는 우

선 원형다이와 평판 다이에 대한 유동 특성을 이

해하는 것이 기초이며 이와 관련식 수식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원형 다이의 압력 강하에 대한 설계 수식: Ref: 
Extrusion of Polymers: Theory and Practice by 
Chan I. Chung18)

  평팡 다이의 압력 강하에 대한 설계 수식: Ref: 
Extrusion of Polymers: Theory and Practice by 
Chan I. Chung18)

  타이어 압출 공정의 경우, 타이어는 일반적인 

고무제품과는 달리 많은 반제품들이 모여서 하나

의 타이어를 만든다. 그래서 반제품의 생산 시, 재
료가 정확하고 균일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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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러 개를 복합하여 반제품을 생산하기 위하

여, 복합 압출기를 사용한다. 그림 11에서같이 복

합 압출기는 여러 개의 압출기에서 생산된 배합물

들을 하나의 다이 헤드(Die Head)에 고무를 공통

으로 생산하기 위한 장비로써 이중 압출기(Duplex 
Extruder) 또는 삼중 압출기(Triplex Extruder)등이 

있으며, 또한 다른 반제품을 접착시키기 위해 주 

압출기에 보조 압출기가 달려 있는 형태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4중 혹은 5중의 압출기도 제작 

사용되고 있다. 압출기가 여러 대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압출기숫자 만큼의 서로 다른 배합고무

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부품으로 이루어진 

반제품도 쉽게 제조 할 수 있는 반면, 비용이 비싸

고 운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무가 결합된 최종 압출물을 얻기 위해서는 최종 

다이의 설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타이어 트

레드 압출에서 유동저항 개념을이용한 압출 유동 

체널 최적화를 문헌에 보고 하고 있다.14) 그림 12
에 Quadryplex 압출기의 모식도를 보여 주고 있다.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류민영 교수 연

구실에서 “스크류 압출기내에서 고무의 유동해석 

및 Tire Tread의 압출해석”,(2004),15) “Tire tread의 

Co-extrusion 해석 및 Die Design", (2005),16) 석사

학위논문으로 전재후가 타이어 트레드 압출의 3차
원 비등온 점탄성 해석(2006)을 수행하였다.17) 
  압출에서 다이 내부, 예를 들어 타이어 압출의 

경우 insert channel, preformer, final die 내부의 유

동 수치 해석, 고무 물성, 기하학적 조건, 운전 조

건에 따른 다이스웰 수치해석, 다이 압출 시 점탄

성 고무 유변학적 모델 선정, 다이 출구에서의 균

일도를 높여 압출된 고무의 품질을 향상등을 고려

하여 압출된 고무의 swell 현상을 예측하여 최적

의 최종 다이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적으

로 다이 내부 다층 압출에서 일어나는 경계면 점

탄성 해석은 아직도 실험과 그 결과를 비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치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

정이다.

그림 11. 압출기 수량과 종류.

그림 12. Quadryplex 압출기의 모식도.

  아래 그림은 고무 물성, 기하학적 조건, 운전 조건

에 따른 다이스웰 수치해석한 한예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4. 압출 다이 스웰 된 형상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이 스웰은 원형 단면

을 가진 다이 내의 고분자가 적당한 압출 속도의 

다이 내에서 포물선형으로 속도 프로파일이 나타

나고 다이 벽 근처의 고분자는 큰 shear가 일어나

지 않는다. 다이로부터 나오자마자 고분자 막대의 

표면 근방에 있는 고도로 배향된 분자는 무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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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려고 하며, 따라서 압출방향으로 수축이 일어

나지만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경방향으

로는 팽창이 일어나난다. 유동학적인 관점에서 보

면 다이 스웰은 다이내에서 강요된 탄성 변형의 회

복력으로 일어난 것이다. 낮은 탄성력을 갖는 유체

의 변형된 부분은 탄성변형 회복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17) 다이를 빠져나가면서 냉

각 효과,압출기 안에서의 불충분 혼합, 비대칭 온도 

분포,다이 안에서의 비대칭 점도 분포 및 변화, 균
일하지 않은 다이 스웰링, 균일한 제품 생산 불량 

등등을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die swell은 

shear rate 및 유량이 커질수록 커지며, 압출다이의 

길이가 길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19,20)

그림 15. 스웰되기 전 형상과 스웰된 후

형상 단면 비교

  이러한 다이 스웰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점탄성 고무 유변학적 모델을 선정하여 해석에 적

용하여 다이 스웰 후 형상의 변화 관찰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최적의 다이 형상를 

설계 할 수 있다.

5. 다이 전산 설계 기술 

  다이 전산 설계 기술의 목적으로는 다양한 압출 

제품 형상을 얻기 위한 전산 최적 해석, 튜브, 쉬
트, 필름, 타이어 트래드 압출을 위한 최적 다이 

형상 설계를 위한 폴리머나 고무 복합 재료의 다

이 스웰링 예측, 다이 길이, 유량, 점도, 점탄성, 스
크류 회전 속도, 베럴 및 다이 온도 설정에 따른 

다이 스웰링 현상 전산 수치 해석, 다이 내부와 외

부 유동, 열전달 현상 등을 수치해석하고 이로부

터 압력 변화, 속도 , 응력, 전단력 속도 분포 등을 

해석하여 최종 압출품의 광학적, 기계적 물성 예

측, 전산 수치 모사 결과와 실험 결과 비교 분석 

및 차이에 대한 해석, 실험 및 경험으로 최적 다이 

형상을 전산 수치 해석과 병행하여 다이 설계의 

과학화 및 시간 단축 등을 들 수 있다.
  접근 방법으로 압출 전용 상용 소프트웨어인 

Polyflow 및 자체 개발한 소스 코드 병행 하여 해

석의 유연성을 높이고, 역압출 설계기법(method of 
Inverse Extrusion) 사용하며, 기하학적 치수, 물성

치, 스크류, 베럴의 온도 설정, 압출 후 냉각 방법

에 따른 최종 제품의 치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 

전산 수치 해석하여 정확한 다이 형상 설계와 최종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 재료 물성치 모델화, 
압력 측정 방법, 온도 측정 방법, 최종 제품 물성 

및 품질 평과, 불량 원인 등을 전산 수치 결과와 상

호 비교 분석하고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이다.
  전산 설계 용 Polyflow21)는 점성 및 점탄성이 주

요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재료 가공의 전산모사 

분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며 비선형 점성 현

상 및 점탄성 효과가 지배적인 유동을 해석하도록 

설계된 범용 유한 요소 프로그램(finite flement pro-
gram)으로 고분자 및 고무 가공, 음식물, 유리 등 

Non-Newtonian 유체와 관련된 응용분야에 널리 사

용되고 있다. Polyflow의 주요 기능은 Generalized 
Newtonian과 점탄성(Viscoelastic) 유체의 압출 공

정에서 3차원 자유표면을 예측하며 물성과 공정조

건이 주어지면 Polyflow는 압출 전후의 모양을 예

측하고, 특히 역추적 압출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제

품의 단면 모양을 주면 자동으로 압출 다이모양을 

계산할 수 있다. Polyflow는 Solver에 해당하는 부

분으로 전 처리(Pre-process)와 후 처리(Post-proc-
ess)를 하기 위해서는 전 처리에서 Gambit, 후 처리

에서는 CFD-Post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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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flow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6. Polyflow 해석 수행 절차.

  Polyflow 사용한 수치 계산 흐름도를 아래에 정

리하였다. 

그림 17. Polyflow 수치 계산 흐름도.

그림 18. Gambit Journal file.

  최종적으로 해석에 필요한 Pre-process 부분을 

Gambit Journal file을 이용하여 3D Die swell 
Geometry와 Mesh, Boundary를 완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크립트 프로그램 구현은 전산 설계에서 

형상 설계 자동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이 스웰을 고려하기 위하여 자유 계면을 설정

하여야 하는데, 다이에서 나온 유체가 스웰 되는 

부분으로 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이의 끝부분

과 스웰이 시작되는 부분을 고정 지점으로 선택을 

한다. 아래그림에서 빨간 부분의 면들이 자유 계

면에 해당한다.

그림 19. Free surface condition 설정.

  Polyflow를 통해 해석이 수렴하게 되면 CFD - 
Post를 통해서 해석된 결과를 그래픽 및 데이터를 선

택하여 얻을 수 있고 변형된 Geometry와 Remeshing
된 Mesh, Pressure, Velocity 등을 얻을 수 있다. 이로

부터 압출 압출 다이 내부의 흐름, 압력분포, 압출 다

이에서 점탄성 모델과 다이 내부의 압력 분포와의 

상호 관계, Giesekus, PTT, Simplified Viscoselastic, 
Pom-Pom, Non-Newtonian등의 점탄성 모델에 따른 

압력강하 해석, 압출 다이에서 점탄성 모델과 형상

에 따른 내부의 흐름이 안정 관계 분석할 수 있다. 
아래 결과는 타이어 압출의 경우 타이어 트래드 압

출에서 insert channel, preformer, final die 내 압력 

분포 분석 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압출 다이에서 Circulation 
flow가 관찰 여부, PTT, Giesecus, Pom-Pom 모델

과 토출량, 이완시간, 압출 다이 형상에 따라 다른 

분포 분석, 압출 다이 스웰 비교 및 압출 다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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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점탄성 모델에서 토출량이 증가 할수록 압출 

다이 스웰양도 관계, 점탄성 모델의 압출 다이 스

웰 양이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 등을 연

구 할 수 있다.

그림 20. 압출 다이의 압력분포.

  아래 그림에서 후처리를 통해 변형된 Geometry
와 Remeshing된 Mesh 확인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1. 변형된 Geometry(좌)과

Remeshing된 Mesh(우).

  

  아래 그림에서 해석 결과에서 전체 Geometry나 

특정 Geometry에서 Shear rate나 Pressure와 

Velocity  contours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2. 전체 Geometry의 Share rate(좌), Pressure

(중), Velocity(오) contours 형상.

  또한 해석 결과에서 전체 Geometry의 Velocity 
field난 특정 Geometry에서 Velocity field도 확인

이 가능하다.

그림 23. 전체 Geometry Velocity field(좌)와

임의로 선택된 영역의 Velocity

field(우).

  아래 그림은 다양한 유변학적 물성 모델을 

달리 하였을 때 다이 스웰의 수치 결과 차이 

예를 보여 주고 있고 그림 25에서 유변학적 모

델에 따른 다이 스웰 수치 계산 형상 비교하여 

나타 내었는데 유변학적 모델 선정과 RPA 장
비를 통해 얻은 정확한 물성치 입력이 수치해

석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4. 유변학적 모델에 따른 다이 스웰 수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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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유변학적 모델에 따른 다이 스웰 수치

계산 형상 비교.

  타이어 트레드 압출에서 유동저항 개념을이용한 

압출 유동 체널 최적화에 대해 Ching‐Chih Lee1 
and Minwu Yao 등에 의해 2004년 문헌에 보고 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다이 체널 내부 유동에서 주

어진 압력하와 유량에 대해 다이 출구에서 가능한 

균일한 속도 분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일반적인 타이어 트래드 압출 다이

를 나타내며 수치적 메쉬 모델을 보야 주고 있다.

그림 26. 타이어 트래드 압출 다이 및 수치적

메쉬 모델.14)

  그림 27과 28에서 타이어 트래드 압출 다이 내

부 압력 분포,  타이어 트래드 압출 다이 내부 소

도장 분포를 각각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7. 타이어 트래드 압출 다이 내부 압력

분포.14)

그림 28. 타이어 트래드 압출 다이 내부 소도장

분포.14)

  본 논문에서는 벽면 슬립 효과 고려가 매우 중

요함을 지적하고 벽면 슬립을 전산 수치해석 하기 

전에 실험적으로 모델식 파라미터 찾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이 출구의 균인한 속도 분포와 다

이 내에서의 체류시간분포(RTD) 변형특성(DC) 등
을 조사하여 최적의 형상을 설계하게 되며 궁극적

으로 다리 스웰이 고려된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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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압출품의 최적 형상 치수와 우수한 표면 상태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우선 고무 혼합물

의 mixing 의한 균일한 분산이 이루어 져야 하며 

SC와 다이 특성을 모두 고려한 핀 형태의 스크류 

체널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고무 혼합물은 단

상이 아니고 다상 유동이며 유변학적으로 점탄성 

복합 유동이므로 모든 고무 혼합물의 유변학적 물

성치를 RPA 장비로 정확하게 그 탁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물성데이타는 첨탄성 수치 해석에서 

정확하게 반영 되어야 하먀 최종적으로 수치 결과

와 실험결과의 정성적 정량적 지표가 비교 분석되

어야 할 것이다.
  스크류 체널 유동에서는 스코치 발생을 조절하

기 위해 온도와 변형과의 관계를 선산 설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RTD, DC, mixing 해석이 스

크류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다이 형상의 최적 설계에서는 압출 역설계기법

(extrusion inversion method)가 활발하게 연구 되

고 있다. 최종 제품의 치수와 다이 치수가 다이 스

웰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자동적으로 다이 

형상을 예측할 수 있는 전산 수치 기법 개발이 매

우 중요하다. 
  실제 실험에서 양질의 압출 품과 다이 스웰 량 

조절을 하기 위해 다이 벅면을 코팅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며 코딩 재료와 상태에 따라 제품 상

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큰 연구 주제로 부상

하고 있다.22) 따라서 벽면의 슬립 모델을 수치해석

에 도입하여 코딩한 다이 실험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가 중요시 되고 있다.
  전산 수치 해석을 위한 Polyflow는 유한요소법

(FEM)을 사용한 CFD 코드, 3차원 자유경계

(three-dimensional free surfaces) 해석, 압출 역 설

계 가능, 점탄성 해석 가능하나 수렴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렴을 시키기 위해 no-slip, shear thining, 
점탄성 해석에 Evolution procedure 사용하여야 하

는데 이때 계산 시간 많이 걸리며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3차원 해석의 경우 완화시간의 

multi mode를 계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층 공압출의 경우 경계면이 벽면에서 고정

되는 문제가 있다. 사실 경계면의 위치는 수치적

으로 풀어야 하는 해 중에 하나인데 Polyflow는 

이를 완벽하게 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 따라서 다층 압출 공정에서 일어나는 경계면 

추적 기법의 전산 설계 기법이 점탄성과 해석과 

함께 이루어 지는 소스 코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중대 연구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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