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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work a numerical study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flow and mixing process has been 
conducted in a static mixer used in the system of catalytic combustor of the fuel cell power plant. After 
introducing the model description and final governing equations the present numerical approach is applied to 
the analysis of static mixer, which may have one or more helical elements inside the circular tube by changing 
such various parameters as incoming mass flow rates and the number of helical elements.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static mixer is efficient in mixing fuel and air, more optimization processes are required to 
achieve the appropriate mixing characteristics in front of the honeycomb type catalytic combustor used in the 
MCFC power plant 

기호설명 
 
D  : 질량 전달 계수 
Re  : 레이놀즈 수 
J  : 질량 플럭스 
µ  : 점성계수 
τ  : 전단응력 

1. 서 론 

혼합 제어(mixing control)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예를 들
어, 화학공업에서는 급속반응을 위한 반응물과 촉
매의 혼합, 그리고 상하수도 처리시설의 경우 오
염물질 제거를 위한 산소농도 증가작업 및 소독작
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염소 투입작업에 사용한
다. 한편, 자동차 및 선박과 같은 수송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NOx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Urea-SCR 
촉매의 경우 배기관 내 분사된 urea 의 배기가스의 
적절한 혼합율이 SCR 촉매의 NOx 전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유체의 혼합
을 위한 혼합기(mixing components)는 크게 교반기
(agitator)와 스태틱 믹서(static mixer)의 2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여기에서 교반기는 동력이 공급되는 
교반익(impeller)를 이용하여 혼합과정을 수행하고, 
스태틱 믹서는 원형관 내부의 헬리컬 엘리먼트
(helical element)를 고정시키고 교반익을 작동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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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별도의 외부동력공급 없이 2 가지 이상의 
혼합대상 유체가 헬리컬 엘리먼트가 설치된 원형
관속을 연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유동분할(flow 
division), 재순환(rotational circulation) 그리고 반경
반향 혼합(radial mixing)등의 복합적인 작용을 거쳐 
혼합 과정이 완성된다. 이러한 경우 혼합 과정 시 
발생되는 압력강하가 다른 장치와는 달리 매우 낮
기 때문에 효율적인 혼합 공정에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스태틱 믹서에 대한 연구동
향을 살펴보자. Chandra and Kale(1)은 다양한 종류의 
유동에 대한 레이놀즈 수와 압력강하에 대한 상관
관계를 실험을 통하여 정량화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고, Hobbs and Muzzio(2~5)는 kenics형 스태틱 믹서
를 이용하여 낮은 레이놀즈 수에서의 혼합특성을 
Lagrangian 방법을 사용하여 각 단면에서의 3D 혼
합유동에 대한 수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2) 또

한 엘리멘트의 주변 유동장에 추가로 6 개의 
kenics 형 헬리컬 엘리먼트를 적용하여 혼합 특성
에 대한 해석연구를 수행하였다.(3) 한편, 속도가 
매우 낮은 유동(Re≤10) 조건에서 kenics 스태틱 
믹서 내부 헬리컬 엘리먼트를 통과하는 유체의 흐
름을 추적하여 믹서 내부의 유동특성을 파악하
고,(4) 유체입자의 흐름 추적기법을 응용하여 표준 
kenics 스태틱 믹서기의 혼합율을 향상시키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5) Fourcade and Wadley(6)는 CFD입
자 추적기법과 LIF(Laser Induced Fluorescence) 이미
지 기법을 적용하여 kenics 형과  SMX 형의 스태
틱 믹서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과 실험연구를 병
행하였다. Khinast and Bauer(7)는 촉매가 코팅된 원
형관에 kenics형 스태틱 믹서를 장착하여 CO변환
을 연구하였고, Song and Han(8)은 관 마찰손실계수
와 레이놀즈 수를 변화시키면서 엘리먼트의 종횡
비와 압력 손실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Rener and 
Östergren(9)은 kenics 와 KM 믹서기를 이용하여 형
상에 따라 변하는 2 차유동(secondary flow)의 혼합 
과정을 수치적으로 연구하였다. 한편, Yang. And 
Park(10,11)은 스태틱 믹서를 개발하고 또한 압력강
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압력 손실량에 대한 
실험·수치적 연구와 혼합율 측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스태틱 믹서는 응용분야
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혼합부 
즉, 엘리먼트의 복잡성 때문에 체계적인 실험 연
구나 수치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스태틱 믹서는 용융탄
산염 연료전지(MCFC) 발전시스템의 BOP(balance 
of plant)의 촉매연소기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연료

전지 스택(fuel-cell stack)에서 나오는 off-gas 가 촉
매 연소기에서 안정적인 연소를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산화제로 사용되는 공기와 높은 수준의 
혼합율을 달성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
세대 대용량 발전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는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 (MCFC) 발전시스템의 BOP 개발. 
특히, 스택의 off-gas 를 안정적으로 연소시키는 촉
매연소기의 개발을 위한 스태틱 믹서의 혼합특성
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스태틱 믹서를 
구성하는 헬리컬 엘리먼트의 개수와 다양한 유동 
조건에서 스태틱 믹서의 혼합특성을 평가하였다. 
 

2. 본 론 

2.1 해석모델 
Fig. 1 은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헬리컬 

엘리먼트가 배열된 kenics 타입의 스태틱 믹서 내
부의 유동의 한 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돌출부위
에서 유입된 off-gas 는 헬리컬 엘리먼트를 통과하
면서 입구에서 들어오는 공기와 혼합이 되고 있는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관 내에 장착된 헬리컬 엘
리먼트의 형상은 스테인리스 또는 플라스틱 평판
의 왼쪽과 오른쪽 끝면을 180˚트위스트(twist) 되
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 이 트위스트 된 헬리컬 
엘리먼트들은 90˚교차되어 이어지는 엘리먼트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태
틱 믹서 내부의 유동 및 혼합특성을 고찰하기 위
하여 FVM 을 기반으로 하는 FIRE(v8.4) 상용코드
를 이용하였다. 특히 본 코드에 적용된 촉매반응 
모듈을 이용하면 촉매연소를 타 코드에 비해 효과
적으로 모사가 가능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다음은 지배방정식과 해석 모델을 살펴본다. 

 
 

 
 
Fig. 1 Schematic of the internal flow in a kenics type 

static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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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id system used in this work 
 
 

 
 

Fig. 3 Simulation case of the kenics type static mixer 
 
 

2.2 지배방정식 
스태틱 믹서 내부의 헬리컬 엘리먼트에 의한 혼

합과정을 계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질량 보존

과 운동량 보존 그리고 화학종 보존식을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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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jτ 와 jj 는 Stoke’s 와 Fick’s 의 법칙을 이

용한 속도와 농도의 구배(gradient)에 의하여 아래
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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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난류유동은 k ε−  난류모델(8)을 적용하였다. 
 

2.3 해석 조건 
3 차원 CAD 에서 생성된 형상(*.STL) 데이터를 

FIRE 내부의 격자 생성 preprocessor 인 FAME 
Hybrid 를 이용하여 헬리컬 엘리먼트가 설치된 유
동공간에 대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Fig.2는 완성
된 격자를 보여주고 있다. 엘리먼트 표면에는 정
확한 계산을 위하여 조밀한 계산 격자를 적용 엘
리먼트 표면에 의한 영향을 해석 가능하도록 하였
다. 한편, Fig. 3 은 스태틱 믹서기의 수직 단면 형
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스태틱 믹서가 없는 경우 
및 1개, 2개, 그리고 3개가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입구 윗부분에 돌출된 부분은 연료전지 스
택에서 배출된 off-gas 의 스태틱 믹서 유입 유로
인 직경 50mm 인 원형관을 나타내고 있는데, 입
구에서 유입된 공기와 off gas는 원형관 내부의 헬
리컬 엘리먼트를 통과하면서 혼합된다. 생성된 각 
Case의 계산 격자 수는 Case 1, Case 2, Case 3, Case 
4가 각각 127,820개, 186,257개, 253,367개, 그리고 
321,996개이다. 
한편, 스태틱 믹서 해석에 사용된 해석조건은 

헬리컬 엘리먼트의 수량 변화(Case2, Case3, Case4)
와 레이놀즈 수에 의해 정의된 질량유량의 변화
(Q1, Q2, Q3)로서 Table 1에 정리하였다. 유입조건 
Inlet A1 은 스태틱 믹서로 유입 되는 총 질량유량
( λ =1)의 67.3%인 0.00578kg/s 의 공기가 유입되고 
유입 조건 Inlet A2 에는 유입 총 유량의 32.7%인 
off-gas 가 유입된다. 또한 유량 조건 Q2, Q3 도 기
준이 되는 Q1 과 같은 조성비율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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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undary conditions of the static mixer  

Name Properties Remarks 
0.00389 air at Inlet A1 

Q1 0.00578 0.00189 off-gas at Inlet A2
0.0394 Air at Inlet A1 

Q2 0.0585 0.0191 off-gas at Inlet A2
0.0591 Air at Inlet 01 

Inlet 
condition 

Mass 
flow 
rate 

(kg/s) 
Q3 0.0878 0.0287 off-gas at Inlet A2

Outlet 
condition 

Static 
pressure 0.1 MPa 

Atmospheric 
Pressure 

Air Internal Data 
Media Off-gas Internal Data 

Density 0.31 kg/m3 Internal Data Properties 

Temperature 773.15 K Internal Data 
 

Table 2 Composition of the stack off-gas 

Species H2 CO CO2 CH4 H2O 
Mass Fraction 6.14E-03 9.77E-03 5.90E-01 1.45E-02 3.80E-01
 
 
 

 
 
Fig. 4 Streak line profile in the static mixer cross section 

(flow direction) 
 
여기에서, 유량 조건 Q1 은 5kW 급 용융탄산염 연
료 전지 발전 시스템의 스택에서 배출되는 off-gas
의 계측된 조성 비율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Q2 와 Q3 는 유입되는 off-gas 의 레이놀즈 수가 
3,500 과 5,250 일 때의 질량유량을 기준으로 하였
다. Table 2는 연료전지 스택에서 나오는 off-gas의 
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내부 유동 
촉매연소기는 연료로 사용되는 off-gas 와 산화

제로 사용되는 공기와의 적절한 혼합율을 필요로 
한다. 불균일 혼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상연소에 
따른 고온영역(hot spot)의 발생에 의한 촉매의 파
손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합
율 향상을 위하여 Fig. 1 과 같은 혼합기 모델을 
대상으로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4 는 
헬리컬 엘리먼트의 유무 및 개수의 변화에 따른 
유동 및 혼합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Case 1 의 경
우 입구에서 유입된 off-gas 는 좌측 공기입구에서 
들어오는 공기와 충돌 후 혼합되지 않은 채 출구
로 빠져 나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헬
리컬 엘리먼트가 존재할 경우 스태틱 믹서로 인해 
분사된 off-gas 와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는 헬리컬 
엘리먼트 형상에 따라 나선형 회전으로 인한 스월 
성분을 갖게 되고, 이 때 이어지는 각 헬리컬 엘
리먼트에 의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동의 
분할 및 재순환을 반복하면서 혼합과정이 완성된
다. 이러한 혼합과정은 엘리먼트 개수만큼 반복되
면서 off-gas 와 공기의 균일 혼합을 유도한다. 한
편, Case 3의 경우 수평으로 장착된 엘리먼트가 오
히려 off-gas 의 분할을 억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2 혼합 특성 
Fig. 5 는 스태틱 믹서의 헬리컬 엘리먼트가 설
치 되어있는 지점의 출구 부분(Fig. 3 참조)에서의 
등속선도와 유동벡터, 그리고 CH4 의 농도를 각 
Case 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에서 질량유량은
각각 0.00578kg/s, 0.0585kg/s, 그리고 0.0878kg/s 이
다. 헬리컬 엘리먼트가 설치되지 않은 Case 1 의 
경우 믹서의 아랫부분에서 유속이 빠르지만 CH4 
농도는 유속이 빠르지 않는 부분인 양쪽 ① 지역
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유량이 
0.0585kg/s 인 (b)의 경우 벡터 그림을 살펴보면 (c)
의 경우보다 더 큰 스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스태틱 믹서 내의 한정된 공간(Fig. 2 참조)에서 유
량이 증가할 경우(유속 증가) 일반적으로 헬리컬 
엘리먼트에 의하여 스월이 발생한다. 하지만 유량
이 큰 경우 스월을 발생시키는 반경 반향 속도성
분보다 출구로 유출되려고 하는 축방향 속도성분
이 크기 때문에 유량이 크게 증가할 때 스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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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1 (0.00578 kg/s) 

 

 
(b) Q2 (0.0585 kg/s) 

 

 
 

(c) Q3 (0.0878 kg/s) 
 
Fig. 5 Comparison of the velocity contour and CH4 

concentration at static mixer outlet  

 
 

Fig. 6 Comparison of pressure drop 
 
 
감소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유량조
건에서 CH4 의 농도는 헬리컬 엘리먼트의 수가 증
가할수록 등고선의 개수가 적어지고 있는데 이것
은 CH4 의 농도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엘리먼트의 개수가 많을수록 혼합의 정
도가 우수함을 나타낸다. 특히 Fig. 5 의 (a), (b), 
그리고 (c)에서 헬리컬 엘리먼트 수량이 3 개인 
Case 4 에서 CH4 농도는 모든 유량 조건에서 균일
하고 동일한 혼합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Q2 
과 Q3 의 경우 Q1 과 유사한 혼합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정 레이놀즈 수 이
상의 스태틱 믹서에서는 그 이상의 혼합율 개선의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3.3 압력 강하 
Fig. 6 은 off-gas 의 레이놀즈 수에 대한 헬리컬 
엘리먼트의 개수를 변화시킨 경우의 압력강하 정
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유량이 Q2 와 Q3
인 경우 압력강하는 헬리컬 엘리먼트 개수의 증가
만큼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유량이 작은 Q1 의 
경우 헬리컬 엘리먼트의 개수를 증가시켜도 압력
강하는 1Pa 정도로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낮은 레이놀즈 수의 유동에서는 헬리컬 엘리먼
트의 개수가 압력강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음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Hobbs 등(3)의 연구와 같이 
엘리먼트의 개수는 압력강하에 대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레이놀즈 수는 지수적인 영향을 주기 때
문에 낮은 레이놀즈 수의 경우 엘리먼트의 개수가 
압력강하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레이놀즈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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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calculated concentrations of CH4 

and O2 at mixer outlet 
 
큰 유동의 경우 헬리컬 엘리먼트의 개수는 압력강 
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헬리컬 
엘리먼트의 형상 또한 압력강하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한편 Q1 의 경우 압력강하
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Q3의 경우 Q2에 비하
여 모든 Case 에서 평균 43.1%의 추가적인 압력강
하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Q3 의 기울기 ⓑ
는 Q2 의 기울기 ⓐ 에 비하여 22.2%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술한 지수적인 증가를 나타낸다. 
 

3.4 출구부 유동 
Fig. 7 은 스태틱 믹서 출구의 횡단면(r)을 입구 
반경(Dinlet)으로 무차원화하여 출구에서의 O2 와 
CH4의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O2는 
산화제로써 공기 입구부에서 유입되고, CH4은 off-
gas 의 성분으로서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발전시스

템의 스택에서 배출되어 믹서 상단의 입구를 통하
여 믹서 내부로 유입된다. 그리고 CH4 는 촉매 연
소기의 주된 연료성분으로서 off-gas 내의 가연성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헬리컬 엘리먼
트가 3개 설치된 Case 4의 경우 헬리컬 엘리먼트
가 없는 Case 1 의 경우에 비하여 농도 분포가 매
우 균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off-gas 와 공기가 
엘리먼트를 통과하면서 유동분할, 재순환, 그리고 
반경반향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혼합이 고르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표준편차 기법을 이용하여 CH4 의 혼합율

을 비교하였는데, 유량이 작은 Q1 일 때 혼합율은 
Case 1에 비하여 Case 2는 63.4%, Case 3는 59.8% , 
그리고 Case 4 는 97.5% 향상되는데, 엘리먼트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혼합율이 크게 변하고 있다. 
유량이 가장 큰 Q3의 경우 Case 2는 51.1%, Case 
3 은 46.5% 그리고 Case 4 는 82.4% 의 혼합율을 
보인다. 이와 같이 엘리먼트의 개수에 따라 혼합
율의 변화를 보이지만 3 개의 엘리먼트를 사용한 
경우 가장 높은 혼합율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헬리컬 엘리먼트를 갖는 kenics 
형 스태틱 믹서 내부에 장착되는 헬리컬 엘리먼트 
수와 입구 off-gas 의 유량을 조건으로 하여 스태
틱 믹서 내의 공기와 off-gas 의 유동 및 혼합 특
성을 고찰하였다. 스태틱 믹서 내의 혼합 현상은 
헬리컬 엘리먼트에 의해 유도된 스월에 의하여 발
생하였고, 이후 유체는 유동분할, 재순환 그리고 
반경방향 혼합을 반복함으로서 혼합이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주연료인 CH4 의 혼합율은 믹서 
내부의 혼합부(cavity)의 길이와 엘리먼트의 장착 
형상(수평/수직)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3 개의 헬리컬 엘리먼트를 사용
하였을 경우 최대 97.5%의 혼합율을 얻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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