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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침전 및 결정화 등을 통한 입자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구 및 결정/침전 또는 다른 입자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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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 장치, 휘젓개 날, 방사상 유동 날개바퀴, 말단 침전 영역, 발효기

명세서

  발명의 배경

기술분야

  본 발명은 침전 또는 결정 등에 의한 입자의 제조에 사용하는 기구 및, 실질적으로 일정한 고유 동력 강도를 유지하면서

기구의 규모 변화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단백질 및 효소 등의 생물학적 제품, 약품 및 정밀 화학

제품 등의 소 유기 분자 및, 무기 염 등의 무기 물질을 결정화할 수 있도록 형성될 수 있다.

배경기술

  드래프트 튜브 결정화 장치는 아디프산 및 펜타에리트리톨 등의 유기 화합물과, 석고, 플루오르화 칼슘, 황산 나트륨 등

의 무기 화합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많은 다른 종류의 물질 및 입자를 생산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미국특허 제 1,997,277호(Burke)는 증발성 냉각에 의해 용액으로부터 단일 핵 결정을 형성하는 기구를 기술한다.

  입자, 특별하게는 미세 입자의 제조는, 경구, 피하, 주입 또는 흡입용 제약, 생물 약제, 기능 식품, 진단 제제, 농화학제, 안

료, 식품 성분, 식품 제형물, 음료, 정밀 화학약품, 화장품, 전자 소재, 무기물 및 금속 등의 많은 용도에 사용된다. 몇몇 예

에서, 현재의 침전 및 결정화 기술은 적당한 크기 및 크기 분포를 갖는 결정을 신뢰도 높게 제조하지 못한다. 몇몇 예에서,

고체/액체 분리를 용이하게 하고 제품의 분말 유동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큰 결정이 바람직하다. 흡입 가능한 제약 등

의 다른 예에서는, 좁은 크기 범위(예를 들면, 1-5 미크론)의 미세 입자가 바람직하다.

  입자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결정화 공정 기술자에게 있어 어렵고도 때로는 성공적이지 못한 도전이다. 당업계의 대부

분의 방법은 (i) 혼합 및 교반 시스템 및 (ii) 결정화 장치 내에서 재생, 용해 및 강화되는 다양한 크기 비율을 가능하게 하는

분류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미세 입자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에 있어서, 때로는 제분, 압착 또는 분쇄 공정이 결정

화된 입자를 원하는 크기 및 분포 범위 내로 감소시키기 위한 후처리로서 필요하다. 만일 후처리 제분 단계가 아닌 결정화

장치를 조정함으로써 제품 크기가 적절하게 직접 조절된다면, 공정은 더 간단해지고, 더 튼튼해지며, 입자 표면은 더 깨끗

해져 먼지가 적어지고 입자 성질(예를 들면, 유동, 정제 내로의 압밀성 등)이 향상되며, 건조 분말로 흡입되는 치료용 제품

의 분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추가로, 결정화 장치는 통상 용기의 지름과 높이 및, 교반날의 지름과 피치 또는 두께 사이의 기하 비율이 일정하도록 설

계된다. 그러나, 실제 결정화에 있어 이 일정 기하 규모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결정화 장치 내의 교반 시스템의 일정 기하 규모는 최적화된 것이 아닌데, 이는 용기 내의 슬러리 펌프 작용과 슬러리로

의 교반 전달 에너지의 고유 동력 강도(SPI, specific power intensity)가 서로에 대해 비례적으로 규모화되지 않아서, 단

위(예를 들면, 교반 지름)의 척도를 바꾸면 펌핑 속도 및 SPI 설계 매개변수가 바뀐다. 그러므로 설계자의 수수께끼는 어떤

매개변수를 상수로 유지하고, 어떤 매개변수를 가변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절충하여 두 매개변수 모두를 가변적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헌[A. W. Nienow, "The Effect of Agitation on the Crystal Growth and

Nucleation Rates and on Secondary Nucleati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ion of Chemical Engineers, 54, pp.

205-207]을 인용한 문헌[Crystallization, Third Edition, by J. W. Mullin, Butterworth-Heinemann, 1993]은 실험실,

파일럿 및 최고 용량의 결정화 장치에서 팁 속도를 상수로 유지할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더 큰 지름의 날개바퀴에 있어서

는, 이것은 고유 동력 강도를 가변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팁 속도보다는 마찰 및 2차 핵생성 속도에 더 관련이 큰 것이다.

  본원 발명은 결정/침전 또는 다른 입자를 제조하는 효율적이고 용량 가변적인 기구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원 발명에 의

해 제공되는 한 장점은 높은 내부 펌핑(또는 순환) 속도인데, 이는 낮은 고유 동력 투입을 요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좋은

물질 전달 환경 및 기계적으로 민감한 결정/침전 또는 입자에 대한 최소의 파손/마찰/손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본 기

구는 특히 생물 제품(예를 들면, 단백질) 및 제약품 등의 소 유기 분자 등 기계적으로 민감한 고체 제품에 특히 이롭다.

  추가로, 본원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은 본 기구가 결정화 용도로만이 아니라, 발효기, 추출기 및 액체/유제 분리기, 비균일

촉매화 공정용 반응기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용도로의 일반적인 공정 용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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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용도에 있어서, 본 기구는 (러쉬톤(Rushton) 터빈, 고정 피치 날개바퀴, 수중익, 잠수함형 날개바퀴, 로토-스테이터

등의) 다른 공정 용기에 비해 실질적으로 낮은 슬러리에의 고유 동력 투입으로도 주입 흐름의 매우 좋은 혼합 및 빠른 희석

을 제공한다.

  본원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은 본원이 공-침전, 한층 더한 성장, 또는 코팅을 위한 시드 결정 또는 다른 입자를 포함하는 유

체의 주입을 가능하게 하는 데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공정 용기인 기구와, 결정/입자의 형성에 관한 향상된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실험실 규모, 파일럿 규

모 또는 공업적 규모의 결정화 또는 침전 공정용 구성을 제공한다. 본원에서 논의되는 특별한 매개변수에 기반하여, 본원

발명에 따르는 기구 및 방법은 또한, 결정화/침전 공정 중 형성되는 결정/입자의 크기를, 예를 들면 드래프트 튜브 격벽 유

형 결정화 장치 등의 결정화 관련 업계에서 현재 이루어진 것보다 더 잘 조절할 수 있다.

  추가로, 상업적인 결정화 장치는 성능에 있어 통상 결정 핵생성의 바람직한 속도보다 높아서, 제한적 또는 방해적이다.

원하는 핵생성 속도보다 빠른 것을 다루기 위한 기술은 많은 해에 걸쳐 실험되어 왔고, 대부분의 결정학 교과서에 기술되

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미세 파괴; 순수 액체 전진 및 이중 철수 등을 포함한다. 이 세 가지 기술 각각은 결정 슬러리가

분류되는 것(예를 들면 순수 액체, 미세 및 조대 분획으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류는 통상 현탁 분리 장치 및 사이클론

등의 외부 분류 장치를 통해 달성된다.

  미세 파괴의 경우에 있어서, 결정의 미세 단편은 이들을 용해하는(예를 들면, 열 교환기, 희석 장치) 시스템을 통과하고,

순수 액체가 결정화 장치로 회수된다. 이것은 배치(batch) 결정화 작업에 있어 특히 유용하나, 연속 공정에서도 광범위하

게 실시된다. 순수 액체 전진의 경우, 분류는 극도에 이르는데, 분류 장치로부터 수집된 분획은 본질적으로 결정이 없으며,

몇 개의 연속 무기 결정화/침전 공정에 사용된다. 이중 철수는 연속 결정화 공정에 사용되는데, 미세 분획의 분류된 흐름

뿐 아니라, 대표적인 슬러리 스트림이 제거되고, 다운스트림의 분리 장치로 보내진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더 큰 생성 결정 크기가 장치로부터 발생하고, 이들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며, 또한 결정화

장치의 다운스트림(예를 들면 원심분리기, 여과 프레스 등)에서 필요한 분리 장치에의 더 적은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본원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은 당업계에서 발견되는 다른 결정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더 큰 결정/침전/입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제조 속도 한계에 다다른 공정에 있어, 더 큰 평균 결정 크기의 제조를 통해 더 높은 제조 속도가

같은 다운스트림 분리 장치에 대해 가능할 수 있다. 슬러리를 순수, 미세 및 조대 분획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 이점을 이용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이다.

  본원 발명의 잠재적 용도는 매우 넓은데, 예를 들면, 본원 발명에 의해 생성되는 입자를 이용할 수 있는 산업은 약제, 기능

식품, 진단 제제, 중합체 중간체, 농화학제, 안료, 식품 성분, 식품 제형물, 음료, 세포 배양 및 그 생성물, 정밀 화학약품, 화

장품, 전자 소재, 무기물 및 금속 등을 포함한다.

  발명의 요약

  본원 발명은

  (a) 용기;

  (b) 상부 플레이트와 기저 플레이트를 선택적으로 가지는 방사상 유동 교반기; 및

  (c) 단단히 붙어있는 다수의 격벽을 가지며, 통기관과 용기의 측벽 사이에 도관을 형성하도록 용기 내에 배치되고, 용기

지름 크기의 약 0.7배의 지름을 갖는 통기관

  을 포함하는 결정화/침전 기구에 관한 것이다.

  본원 발명은 또한,

  유체가 결정화/침전될 하나 이상의 용해된 물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유체를 기구에 공급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용해된 물질이 상기 하나 이상의 유체로부터 입자로 결정화/침전되도록 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유체를 교반

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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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상의 유체 및 입자들이 본원 발명의 기구를 빠져나가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입자를 결정화/침전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원 발명의 한 실시태양의 측단면도를 나타낸다.

  도 2는 본원 발명에 의한 날개바퀴의 상면도를 나타낸다.

  도 3은 본원 발명에 의한 날개바퀴의 측면도를 나타낸다.

  도 4는 본원 발명에 의한 날개바퀴의 한 실시태양의 하면도를 나타낸다.

  도 5는 본원 발명에 의한 날개바퀴의 한 실시태양의 측면도를 나타낸다.

  도 6은 본원 발명에 따르는 통기관의 또 다른 실시태양의 측면도를 나타낸다.

  도 7은 본원 발명의 또 다른 실시태양의 측단면도를 나타낸다.

  도 8은 본원 발명의 또 다른 실시태양의 측단면도를 나타낸다.

  도 9는 본원 발명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나타낸다.

  도 10은 본원 발명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나타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 발명은 결정/침전 또는 다른 입자를 형성하는 기구 및 이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원 발

명은 결정화될 화합물에 따라 다양한 입자의 결정/침전/입자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는, 결정/

침전 또는 다른 입자들은 약 0.5미크론 내지 3000미크론 범위 내에 있으나, 결정/침전/입자 크기를 조절하는 능력에 기인

하여, 더 작거나 더 큰 입자 크기 역시 본원 발명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원 발명은 당업계의 다른 결정화 장치

에 의해 일반적으로 방출되는 것보다 더 큰 결정의 제조 및, 더 좁은 크기 분포 또는 더 좁은 크기 분포의 미세 결정의 제조

를 가능하게 한다.

  본원 발명은 또한 다른 용량의 공정 용기(예를 들면, 실험실 용량 대 제조용 용량)에서 같은 크기 및 크기 범위의 결정을

만드는 능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본원이 일정한 고유 동력 강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본원 발명의 용량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원 발명의 기구는 배치 또는 연속 구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원 발명의 기구는 용매, 액체, 슬러리, 현탁액, 액화 기체, 초 임계 유체, 아임계 유체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

는, 공급물/반응물로 작용하는 다양한 유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본원 발명은 제약, 생물 약제, 기능 식품, 진단 제제, 농화학제, 안료, 식품 성분, 식품 제형물, 음료, 정밀 화학약품, 화장

품, 전자 소재, 무기물 및 금속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침전 또는 결정화되는 입자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다른 공업적 분

야의 결정/침전 입자들은 본원에 기술된 것과 같은 일반적인 기술들을 당업자에 의해 쉽게 변형하여 제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정화 장치 교반에 대한 잠재적으로 상충하는 요구들, 예를 들면 (1) 양호한 혼합과 균일한 입자 현탁; 및

(2) 입자 손상의 최소화와 2차 결정 핵생성 등이 있다. 양호한 혼합은 일반적으로 교반기로부터의 높은 용적 유속 및 임의

의 공급물 스트림의 초기 분산에 있어서의 교란 지역에 의해 제공된다. 균일한 입자 현탁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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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는 상류에서의 유체 속도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을 발생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이것

이 또한 입자를 손상시키고 2차 핵생성을 유발하는 조건의 형성을 보통 수반하기 때문이다. 본원 발명은 당업계의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키는 기구 및 방법 모두를 제공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용어 "전단 영역"은 예를 들면, 날개바퀴 날의 꼭대기와 격벽 사이의 영역, 기저 플레이트 개구 및 교

반기-휘저음 용적 등의 전단력에 관계되는 본원 발명 내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용어 "전단력"은 교반기-휘저음 용적에서 발생하는 명목상의 전단 속도, 신장력, 교란, 공동 현상 및

표면의 충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본 발명의 기구에 의해 발생하는 혼합/분산 및 기계적인 힘 모두를 포괄한

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용어 "결정화" 및/또는 "침전"은 전형적인 용매/반용매 결정화/침전; 온도 의존성 결정화/침전; "염석"

결정화/침전; pH 의존성 결정화/침전; "냉각 강제" 결정화/침전; 화학 및/또는 물리적 반응에 기반한 결정화/침전; 등을 포

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 유체로부터 입자를 제조하는 임의의 방법을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생물 약제"는, 예를 들면 단백질, 펩티드, 백신, 핵산, 면역 글로불린, 다당류, 세포 생성물, 식물 추출

물, 동물 추출물, 재조합 단백질, 효소 및 이들의 조합 등, 생물학적 출처 또는 그와 균등한 화학적으로 합성된 제품으로부

터 유도되는 치료 화합물을 포함한다.

  본원 발명은 일반적으로;

  (a) 용기;

  (b) 상부 플레이트와 기저 플레이트를 선택적으로 가지는 교반기; 및

  (c) 단단히 붙어있는 다수의 격벽을 가지며, 통기관과 용기의 측벽 사이에 도관을 형성하도록 용기 내에 배치되고, 용기

지름 크기의 약 0.7배의 지름을 갖는 통기관

  을 포함하는 기구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본원 발명의 기구(30)의 치수는 (예를 들면 약 1cm에서 약 15미터 이상까지) 다양한데, 이는 본 발명이 다양

한 크기로 용량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수는 본원 발명의 용량화된 버젼에 순응하기 위해 바뀔 것이다. 본원

발명의 용량은 실질적으로 바뀌어, 이러한 기구 형태가 낮은 제조 속도(예를 들면 0.0005kg/h)에서 다양한 용기 크기를

거쳐 건조 중량 기준 약 300,000kg/h 결정 제품용으로까지 설계될 수 있다.

  본원 발명의 용기(1)는 결정화/침전 또는 입자 형성 기술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임의의 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

하게는, 용기는 측벽(2)과 분사구, 공급 관 등이 삽입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구멍(II)을 가지는 밀폐된 원통형 외형이다.

  용기는 예를 들면, 유리섬유, 강철, 바람직하게는 스테인레스강, 더욱 바람직하게는 탄소강, PVC, 유리 등의 본원 발명에

의해 형성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임의의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원 발명의 용기는 스테인레스강이다.

  용기는 하나 이상의 구멍(11), 바람직하게는 다수의 구멍을 가져, 증기 및/또는 액체의 도입 및/또는 제거, 및/또는 용기

로부터 제품의 철수 및/또는, 과정상의 위생 요구의 일부로서 세척 및/또는 멸균(적소에의)을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관 및/

또는 분사구의 삽입 또는 부착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 이상의 구멍 및 그 결과로서의 하나 이상의 입구 관, 선 분사구 등은

용기 상의 어느 곳에나 위치할 수 있다.

  용기는 또한, 통기관의 안정성 및 지지를 제공하는, 용기 측벽 및 통기관에 붙어 있는 중심 지지체(8)를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다.

  제 2 격벽(9)은 용기 측벽에 선택적으로 부착되어 담긴 공급물/반응물이 실질적으로 통기관의 내부 부분 쪽으로 하향 유

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돌리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용기 치수는 사용되는 용량에 따라 다양하다. 당업자는 본원에 개시된 것에 비추어, 기구의 용량화에 있어 용기에 행해져

야 하는 필요한 조정들을 인식하고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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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원 발명의 또 다른 실시태양은 순수 액체 및/또는 미세 결정/침전/입자 분획을 외부 분류 장

치의 필요 없이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변 침강 영역(10)을 갖는 용기를 제공한다. 주변 침전 용기(10)는 용기를 감싸서

연속 주변 지역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는 용기의 일부분만을 감싸서 액체 수준 아래의 용기 높이를 따라 임의의 지점에 위

치할 수도 있다. 주변 침강 영역(10)은 일반적으로 슬러리로 채워지지만, 용기의 나머지에서 보이는 교반의 정도에 종속되

지 않으며, 그러므로, 용기 내의 슬러리의 순환으로부터 보호된다. 이러한 식으로, 주변 침강 영역(10)은 결정이 슬러리 밖

에서 침강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더 큰 결정이 더 작은 결정보다 더 빨리 침강된다. 그 결과, 슬러리의 일

부분이 주변 침강 영역의 꼭대기에서 이탈될 수 있는데(즉, 도 7에 그려진 제거 구멍을 통해), 그로 인해 순수 액체 또는 미

세 분획의 분류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결정 크기는 내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현탁 분리 장치, 사이

클론 등의 외부 분류기의 높은 가격, 구동 및 공간 필요성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당업자는 본원에 개시된 것에 비추어, 폭 및 깊이 등의 주변 침강 영역의 치수들이 다양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얻

으려는 결정/침전 또는 다른 입자들의 유형, 크기 및 크기 분포, 결정/입자 또는 다른 입자에 대해 사용되는 유체의 유형 및

용기의 구동 조건 등의 특정한 매개변수들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원 발명의 교반기(13)는 공급물 스트림의 혼합, 농축 공급물의 용기 내용물과의 빠른 희석, 슬러리 내의 결정/침전/입

자의 현탁 및 기구 전체에 대한 유체의 순환을 제공한다. 이러한 속성은 튼튼한 구동과 일정한 결정/침전/입자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본원 발명의 교반기(13)는 통기관의 상부 또는 하부 중 한 곳(또는 양쪽 모두)에 위치한 방사상 유

동 날개바퀴, 통기관의 중간 부분의 축 방향 유동 추진기 또는 잠수함 추진기, 이중 추진기 또는 다중 추진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필요한 액체 순환을 제공할 수 있는 임의의 구성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원 발명의 교반기는 방

사상 유동 교반기, 더욱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날, 기저 플레이트 및 선택적인 상부 플레이트를 갖는 방사상 유동 교반

기이다. 전형적인 상용 결정화 장치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분당 회전수(rpm) 및 더 작은 교반기 지름으로 사용되어 본원

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고유 동력 강도를 가져오는 축상 유동 날개바퀴를 사용한다.

  교반기는 예를 들면, 유리섬유, 강철, 바람직하게는 스테인레스강, PVC, 티타늄, 유리 등의 본원 발명에 의해 형성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임의의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원 발명의 교반기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티타늄이다.

  방사상 유동 날개바퀴는 예를 들면, 날의 수, 날의 크기, 날의 공격 각도 및 분당 회전수 등의, 구동자가 교란 혼합의 성질

및 결정이 노출되는 전단력을 조절하기 위해 조작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란 감쇠 정

도의 간접 조절은 농축된 공급물 스트림의 혼합 및 희석, 결정의 현탁, 거품의 혼입 및 말단 침강 영역 등의 결정 침전 지역

의 완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날의 크기, rpm 및 분리도는 날개바퀴에 의해 유체로 주입되는 교란뿐 아니라, 교란의 용량(통상 입실론이

라 불리는 교란 에너지 소실을 통해)에도 영향을 준다. 더 큰 날개바퀴와 동일한 동력 수준에서의 작은, 더 높은 속도의 날

개바퀴는 더 높은 진동수(및 더 작은 용량)에서 더 힘찬 교란을 생성하지만, 이 교란은 더 빨리 쇠퇴한다. 이것은 결정화 장

치에 있어 특히 그러한데, 이는 높은 고체 함량이 교란 속도 스펙트럼에 있어 더 높은 진동수에서 더 큰 소실을 이끌기 때

문이다.

  본원 발명의 방사상 유동 날개바퀴는 여러 가지 구성을 포함할 수 있는데, 날개바퀴는 하나 이상의 날, 선택적인 상부 플

레이트 및 기저 플레이트를 포함한다.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날개바퀴는 도 2, 3, 4 및 5에 나타난 구성을 포함한다.

  날개바퀴의 하나 이상의 날은 적당한 지름의 날개바퀴 및 기구 전체에 대한 유체의 순환을 위한 필요한 펌핑 속도를 제공

하는 한 임의의 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는, 날의 높이는 교반기 지름의 약 육 분의 1(1/6)이다. 하나 이상의 날

의 폭은 날의 각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형적으로는 교반기의 지름을 (8x날 각도의 cos)로 나눈 것과 같도록 결정된다.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날이 55도의 날 각도를 갖는 10피트의 지름(120인치)을 갖는 교반기를 사용하는 경우, 날의 높이

는 약 120인치 x 1/6, 또는 20인치이고, 폭은 120/(8x cos 55) 또는 (8x0.574), 또는 약 26인치이다.

  일반적으로, 날은 기구 전체에 대한 유체의 필요한 순환을 제공할 수 있는 임의의 각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원 발명

의 날 각도는 전형적으로는 약 45도 내지 약 65도이다. 바람직하게는, 날의 각도는 약 55도이다.

  날개바퀴의 날이 분리된 유동(6-10도의 낮은 각도에서의 공격 각도에서 발생하는) 상태인 한, 날의 양력(날에 가해지는

방사상 방향으로의 힘, 예를 들면 날개바퀴의 반대쪽으로 펌프되는 유체)는 본질적으로 날의 각도에 독립적이나, 날의 인

력(날의 움직임의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공격 각도에 의존한다. 분리된 유동은 서로 독립적인 날의 양력 및 날의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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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날의 양력이 상수라면, 인력은 날의 유효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날의 인력으로부터의 에너

지는 거의 완전하게 교란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날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교란 및 혼합으로 변하는 에너지의 양을 조

절할 수 있다. 유속은 날개 바퀴의 rpm, 교란 에너지는 날의 각도 및 rpm에 의해 조절된다.

  교반기의 분당 회전수(RPM, revolutions per minute)는 본원 발명의 기구의 용량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기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최대 허용 가능 RPM은 작아진다.

  날개바퀴의 선택적인 상부 플레이트(14)는 일반적으로 개별 날의 거리 위로 뻗어 있어, 이의 폭은 실질적으로 날의 길이

와 같고, 일반적으로 고리형 구성이다. 상부 플레이트(14)의 존재는 유동에 깊은 영향을 주는데, 이는 유동은 상부 플레이

트(14)를 돌아 나가서 음압과 더불어 플레이트 밑에 고도로 분리된 유동을 갖는 고도의 교란 영역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 교란 지역은 매우 높은 교란 소멸을 가지며, 전체 단면의 단지 작은 부분에 걸쳐서만 일어나지만, 에너지 효율적이

지는 못하다. 플레이트의 제거, 또는 플레이트의 내부 지름을 사실상 속이 꽉 찬 디스크(고리형이 아니라)가 되는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이 날개바퀴의 효율을 개선할 것이다.

  교반기 기저 플레이트(15)는 도 3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 이상의 교반기 날 아래에 위치하고, 추진축을 받아들일 수 있

는 구멍을 가진 실질적으로 속이 꽉 찬 구조이다.

  다른 방법으로, 기저 플레이트(15)는 또한, 기저 플레이트가 공급물 및/또는 반응물이 용기 내에서 도입 및 분배되는 비

점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개구(16를을, 바람직하게는 다수의 개구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도 3에

서 도시하는 방사상 유동 교반기에 있어서, 비점원 공급물/반응물 첨가는 공급물/반응물을 교반기의 기저 플레이트(15) 아

래로 도입함으로써 달성된다. 개선된 공급물/반응물의 희석/분산은 교반 첨가 하에서의 사용에 의해 제공되는데, 여기서

교반기 기저 플레이트는 통기관의 반지름보다 큰, 용기의 내부 반지름까지의 반지름을 가진다. 그 결과 공급물 및/또는 반

응물은 이 개구(16)를 통해 흘러, 이것이 교반기의 날을 지날 때 빠른 혼합 지역을 통해 방사상으로 퍼질 수 있다. 바람직하

게는 이러한 경우에, 하나 이상의 휘젓개 날(17), 바람직하게는 다수의 휘젓개 날이 사용되어 공급물 및/또는 반응물의 분

배를 돕는다. 도 4 및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형적으로는 다수의 휘젓개 날(17)이 기저 플레이트(15)의 아래쪽에 위치하

여, 서로에게 수직으로 기저 플레이트(15)의 세로 및 가로축을 따라 축 방향으로 뻗어 있고, 임의의 길이일 수 있으나, 일반

적으로는 기저 플레이트 지름보다 작거나 이와 같은 길이를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휘젓개 날의 높이는 추진축에서 멀어지

는 방향으로 뻗어갈수록 점점 작아진다(예를 들면, 추진축에서 가장 가까운 쪽 끝은 1.75의 높이를, 반대쪽 끝은 약 1.25의

높이를 가질 수 있다).

  비점원 공급물/반응물 첨가는 상업적 실시에 있어 교반기 기저 플레이트가 통기관 반지름과 같은 반지름을 갖는 경우에

사용되어 왔으나, 본원 발명에서는 교반기 기저 플레이트(15)의 반지름을 더 늘린다. 이 신장은 교반기(13)에 의해 달성되

는 내부 순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장은 교반기 기저 플레이트(15) 내의 개구를 통해 공급 유동을 우회시켜 고농도

공급물/반응물의 분율을 감소시킨다. 교반기 기저 플레이트(15)의 반지름이 클수록, 교반기(13)와 기구 용기의 내벽 사이

의 간격을 통과하는 공급물/반응물이 적어진다.

  전형적으로, 분출 관 등의 점원(point source)이 통상 상업적 결정화 장치에 사용되지만, 이러한 유형의 공업적 장치는

배출구 근처의 높은 과포화 영역과, 그 결과 공급되는 액체가 희석되고 결정화 장치 용기 내에서 분산될 때 높은 과포화 플

럼을 갖는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다.

  기저 플레이트(15)의 개구(16)는 슬롯, 원형, 삼각형 또는 정사각형 또는 이들의 혼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임

의의 형태 및/또는 크기일 수 있다. 이것은 유체가 전단 영역을 통과하여 유체와 친밀한 혼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개구(16)의 크기 및/또는 형태는 본원 발명에 따르는 생성 결정의 크기 또는 형태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이들의 기구 내

에서의 유체의 유동 패턴에 주는 영향에 기인하여, 전단력의 생성에 영향을 준다. 결정의 크기는 유체 스트림, 날개바퀴

rpm, 다양한 입구 스트림의 유속 및 이들 서로에 대한 상대 유속의 화학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원 발명의 교반기(13)는 예를 들면, 약 10cm 내지 약 550cm의 넓은 범위의 지름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사

용되는 기구의 용량에 의존적이다. 바람직한 교반기, 날개바퀴는 (하나의 날 끝에서 반대쪽 또 다른 날 끝까지 측정하여)

사용되는 용기의 지름의 약 0.4 내지 0.7배의 지름을 가질 수 있다. 당업자는 본원에 개시된 것들에 비추어, 교반기(13)의

측정이 기구의 용량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아래 제공되는 용량 다양화 방법에 의해 정의될 것이

기는 하지만, 이러한 측정 변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인지하고 이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원 발명의 교반기에 의해 발생하는 용적 유속(또는 펌핑 속도, 단위 시간당 펌핑되는 슬러리의 부피) 및 그

로 인한 선속도(예를 들면, 평균 선속도는 교반기 펌핑 속도를 관심 영역의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다)는 교반기(13)의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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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면, 약 10피트의 지름을 가지는 교반기는 일반적으로 약 112,800gpm의 용적 유속 및 약 30rpm

에서 약 3.2ft/초의 선속도를 갖는다. 유사하게, 고유 동력 투입은 교반기 각속도의 세제곱을 이용하여 정해진다. 그러므

로, 비교적 넓은 지름을 갖는 것은 동일한 용적 유속에 있어 교반기(13)를 비교적 천천히 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

적으로, 교반기(13)의 지름을 증가시키는 것은 주어진 용적 유속 및 평균 선속도에서의 고유 동력 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다. 이것은 문헌[D. A. Green in "Crystallizer Mixing: Understanding and Modeling Crystallizer Mixing and

Suspension Flow" in Handbook of Industrial Crystallization, A. S. Myerson, ed. Butterworth-Heinemann, 12/01]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교반기의 날의 끝은 용기 벽의 인접 위치에 너무 가깝게 접근할 수 없다

는 것이며, 이것이 (결정 마찰에 의해) 2차 핵생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반기(13)는 회전 가능하도록 설치된 추진축(18)과 연결된다. 추진축(18)은 교대로, 일반적으로는 모터 또는 교반기를

결정화되는 용액 또는 슬러리를 혼합 및 현탁하는 데 적절할 정도로 충분한 속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추진력과 연결된

다. 회전 가능하도록 설치된 추진축(18)은 속이 꽉 찬 축이거나, 또는 역으로, 교반기-휘저음 용적(19) 내의 유체를 침착시

키는 하나 또는 다중의 내부 관으로 작용하도록 중공형일 수도 있다. 유사하게, 교반기 자체 또한 속이 비어서, 하나 이상

의 유체 스트림이 교반기를 통화하여 공급되고, 여기서 교반기를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점,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날 및/또는 날 끝에서 분산될 수 있다.

  본원 발명의 통기관(23)은 일반적으로 이를 둘러싼 유체의 순환을 인도하는 데 사용되며, 이에 의해 결정/침전/입자의 형

성 및 균일한 분배를 이끄는 공급물/반응물의 밀접한 혼합을 제공한다. 더욱 특별하게는, 통기관(23)은 용기의 통기관 벽

(25)의 외부 부분과 원통형 내관(26) 사이의 채널(24)을 제공한다. 방사상 유동 교반기의 휘저음 용적으로 들어온 뒤, 유체

는 격벽에 의해 통기관의 상부 쪽으로 실질적으로 상향으로 인도된다. 그 뒤 유체는 채널(24)로 흐르고, 최종적으로는, 관

의 상부에 부어져 넘칠 때까지 통기관(23)의 길이를 따라 이동함으로써 날개바퀴 쪽으로 되돌아간다. 선택적으로는, 그리

고 배치 용도에서 특별한 용도로서, 용기 용적이 최대한 사용되지 않거나 배치 전체에 걸쳐 슬러리 충만 수준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본원 발명의 통기관(23)은 통기관의 높이를 따라 위치한 하나 이상의 윈도우(27), 바람직하게는 다수의 윈

도우를 더 포함한다. 이는 통기관의 바깥쪽에서는 위쪽으로, 통기관의 안쪽에서는 아래쪽으로의 슬러리의 강제 순환을 가

능하게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통기관(23)의 상부에의 기구 중심을 향한 유동이 분리되기 때문에, 통기관의 상부의 내부를 따르는

유동은 위쪽을 향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상부에 있는 통기관의 약 70%만이 실제 사용되고, 이는 통기관(23)의 유효 영역

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본원 발명의 윈도우(27)는 통기관의 더 높은 퍼센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바람직하게는, 통기관(23)은 용기 내에 집중적으로 배열되는 원통이며, 여기에서 통기관은 용기 지름의 약 0.7배의 지름

을 갖는다. 이 통기관의 용도는 통상적인 결정화 장치 통기관 이상의 장점을 갖는데, 이는 기하학적으로, 이것이 통기관 내

부 및 외부의 동일한 용적을 가능하게 하는 지름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하게는, 통기관은 점점 가늘어지는 원통이며, 여기

에서 가늘어지는 통기관은 상부 지름(28) 및 하부 지름(29)을 갖는데, 상부 지름은 하부 지름보다 크다. 통기관은 선형 또

는 비-선형 방식이거나, 절두체 또는 원뿔 및 직선 원통 형태로 점점 가늘어질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통기관은 상부가 나

팔 또는 트럼펫의 말단처럼 생겨 깔때기 모양으로 벌어져 나온, 그로 인해 원통의 하부보다 더 큰 지름을 갖는 실질적인 직

선 원통형일 수 있다. 구성은 슬러리 내의 결정/침전/입자의 침전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결정은 당업자에 의해

내려질 수 있다. 점점 가늘어지는 구성은 통기관의 외부를 들어올리는 반면 슬러리 유동을 촉진한다. 일반적으로 통기관

밖으로 올라오는 슬러리는 통기관 내부로 떨어지는 슬러리의 속도와 같을 수 있다. 이는 통기관의 위쪽 및 아래쪽 동일한

슬러리 유속을 수반한다. 통기관의 내부 및 외부 공급물/반응물의 동일 속력은 가속 및 감속시의 추가적인 전단력의 발생

을 막는다. 유동 고유 중력에 비해 더 크고 밀한 결정의 예에서, 결정은 통기관(중력에 의한) 밖에서 결정을 포함하는 유체

보다 더 느린 속도로 자랄 것이다. 이것은 통기관 바깥의 결정의 퇴적 및 비극적인 플럭게이지를 야기할 수 있다. 결정화되

는 몇몇의 물질에 있어서, 점점 가늘어지는 통기관은 원통형 용기 지름의 통기관 이상의 추가적인 개량물인데, 이는 이것

이 중력에 반하여 슬러리를 가속하도록 강제하고 이로 인해 통기관 밖에서의 침전 및 퇴적 현상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점

점 가늘어지는 통기관의 치수를 결정하는 지침은 통기관의 용기 외부 및 내부 영역 양쪽의 용적이 본질적으로 같도록 유지

하는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통기관(23)은 액체 유동이 통기관의 상부를 향해 수직 이동하도록 인도하고 액체가 교반기에 의해

소용돌이치며 순환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격벽(12)을 더 포함한다. 격벽(12)은 용기 내에 유지되는 소용돌이의 정도, 고리 내

의 교란 소실률에 강한 효과를 가지며, 격벽 내의 물질의 분배에 영향을 준다.

  통기관(23)은 예를 들면, 유리섬유, 강철, 바람직하게는 스테인레스강, PVC, 유리 등의 본원 발명에 의해 형성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임의의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원 발명의 통기관은 스테인레스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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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실시태양은 통기관 벽 사이에 공동이 존재하는 중공 통기관을 포함한다. 이 공동은 공급물/반응물의 기구에의 도

입 및/또는 기구 및 그 내용물을 가열 또는 냉각하기 위한 열전달 방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태양은, 말단 침강 영역을 갖는 통기관을 포함하는데, 이 영역은 용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말단 침강 영역과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말단 침강 영역은 통기관의 바깥쪽 또는 중공 통기관의 공동 내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용기

와 비교할 때 더 작은 크기의 통기관에 기인한, 크기, 지름, 높이 등의 차이에 대한 치수 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용기(1) 및 통기관(23) 내의 정밀하게 균일한 입자 분배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류 영역에 비해 상류 방향에서 더 높은 속

도가 필요한데, 이는 상류에서는 입자가 평균 유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침전되나, 하류에서는 침전 속도 및 평균 유동 속

도 둘 다가 동일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는 입자 손상 및 2차 핵생성을 야기하며 통기관 밖의 비극적인 입자 퇴적을 피하

게 해 준다. 그러나, 상류 대 하류의 평균 속도 비율은 현탁액의 성질, 유동 조건 및 결정/침전/입자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

는 공급물/반응물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비율은 언급될 수 없고, 공정 조건의 모든 세트마다 최적화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슬러리의 선속도는 초당 약 0.1 내지 약 1.8미터, 바람직하게는 초당 약 0.9미터 범위이다. 더

높은 상류 속도는 또한 재순환 영역에서의 슬러리/액체의 혼합을 개선한다. 이 영역은 격리되기 쉬운데, 특히 현탁 수준이

통기관 상부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극단적인 예에서는, 거의 입자가 없는 액체층이 순환되는 현

탁액 위에 형성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더 높은 상류 현탁 속도를 이용하여 감소할 수 있다. 통기관 바깥쪽의 채널을 이탈하

는 더 빠른 유체의 추진력이 유체를 통기관 위의 더 높은 영역으로 보내고 이 영역에서의 혼합을 개선한다.

  선택적으로는, 용기는 2차 핵생성을 최소화하고 빠른 외피 제거를 돕기 위한 영구적 또는 열 제거 가능 코팅제로 코팅된,

교반기(13), 통기관(23)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임의의 내부 부품 및 내부 부위를 가질 수 있다.

  적당한 연성 코팅제는 폴리에틸렌,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네오프렌, 라텍스, 고무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성 코팅제가 본원 발명에 의해 계획되는데, 이는 결정의, 용기의 강철 벽 등 및 교반기의 날 등의 그 내부의 임의의 부품

등 단단한 표면에의 충돌이 2차 핵생성 속도에의 주요 공헌자이기 대문이다. 내부 및 유동 부품에의 연성 코팅은 충돌시의

결정의 분열을 감소시키고, 생물학적 제품에 특별한 이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2차 핵생성 속도는 감소할 수 있고 더 큰 결

정 크기가 달성될 수 있다. 본원 발명의 기구의 내부 및 유동 부품에의 연성 코팅제의 사용은 특히 생물학적 제품과 관련

유용하다.

  본원 발명의 또 다른 실시태양은 통기관 내 (상기 언급한) 상부에의 넓은 재순환 영역을 감소시키기 위해 용기의 측벽에

붙어 있는 선택적인 제 2 격벽(9)의 사용을 계획한다. 통기관은 더 부드러운 전환을 만들기 위해 액체 방향으로 더 제 2 격

벽(9)을 사용하도록 조절될 수 있는데, 이는 격벽이 통기관 상부에서 상류로부터 하류로의 전환을 만들기 때문이다. 재순

환은 통가관 상부에서 상류로부터 하류로의 180도 방향 전환을 만드는 액체의 추진력으로부터의 결과이다. 액체의 유동은

즉각적으로 예리한 180도 방향 전환을 만들 수는 없으며, 특히 전환이 통기관 부근 위치에서 즉각적으로 가장 격렬한 상류

부분에서 그러하다. 그 결과, 유동은 전환하고 통기관 내부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상부에서 통기관으로부터 분리되나, 그

대신 통기관 내부 및 부근의 약하게 재순환되는 영역 내부의 하류 중심을 형성한다. 이것은 하류를 고속 중심으로 압축시

킨다.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의 통기관 상부는 이 영역의 크기 및 속도 모두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또한 통기관 위의 영역으

로 상류 속도를 국소적으로 증가시키는 수단인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영역의 개선된 혼합이라는 장점을 갖는

다.

  일반적으로, 기구(30)는 하나 이상의 구멍(11) 및/또는 하나 이상의 공급물/혼합물 관을 통해 기구 내로 도입되는 유체

(공급물/반응물)를 가짐에 의해 작동한다. 유체는 용기(1) 내부에, 바람직하게는 교반기와 가까운 근접거리에 퇴적되고,

교반기로 공급된다. 유체는 교반기의 회전에 의해 교반기-휘저음 용적(19) 내부에서 빠르게 회전된다. 급회전 교반기에

의해 발생하는 원심력은 유체를 용기(1)의 측벽(2)을 향한 방사상 방향으로 퍼내고 결국에는 격벽(12)을 통과한다. 유체가

용기 측벽 및/또는 격벽에 도달하면, 이들의 유동은 격벽 및 통기관의 존재에 의해 축 방향 및 위쪽 방향으로 인도된다. 하

나 이상의 구멍으로부터 교반기-휘저음 용적을 통해 격벽을 통과하고 통기관의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이 통로는 유동 스트

림의 좋은 혼합을 유발한다. 게다가, 높은 순환 유속은 공급 스트림과 용기 내용물과의 높은 희석 속도를 가능하게 한다.

공급물/혼합물 스트림은 당장의 단일 혼합물이 유동 방향을 통기관의 상부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 뒤 통기관의 내부

부분을 통과하는 아래쪽으로 전환함에 따라 더욱 혼합된다. 후속적으로 새로 형성된 결정/침전 또는 다른 입자들은 용기를

빠져나기기 전에 원하는 크기로 자라고 단리 또는 그 후의 과정에서 수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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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물/반응물의 화학 및 그 결과로서의 과포화는 결정의 형성 및 성장을 명령하는데, 이의 다양한 메카니즘은 아래에 기

술되는 방법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결정/침전/입자 형성 기술로 알려진 통상적인 메카니즘을 포함한다. 당업자

에게 있어, 본원 발명의 방법에 의해 수득되는 결정의 크기는 공정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할 것

이다. 예를 들면, 결정화 장치의 rpm의 상승은 종종 더 미세한 입자를 유발하며, 첨가 및/또는 교반 속도의 조정은 과포화

및 혼합도를 변경하여 입자 크기를 변경할 것이다. 당업자는 일상적인 실험 기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개별 상황에 가장 최

적화된 매개변수들을 결정할 수 있다.

  본원 발명에서, 용매의 선택은 결정화/침전될 물질의 용해도에 의존한다. 바람직하게는, 실질적으로 포화 또는 과포화된

용액이 각각의 관을 통해 공급되는 공급물/반응물 유동 스트림의 혼합에 의해 얻어진다. 당업자에게 알려진 반용매 결정/

침전 기법과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유체가 일반적으로 침전될 물질을 포함하는 용매이다. 하나보다 많은 공급 스트림이

관련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연관된 제 2 유체는 반용매, 반응물, 침전물, pH 전환제, 중화제, 용해된 염 또는 완충제, 냉각

또는 가열 유체 및 압축 기체이다.

  결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 2 공급 첨가의 경우, 특별한 공급 스트림 및 제 2 공급 스트림(예를 들면, 반용매)의 선택은 침

전되는 화합물의 용해도 특성을 고려하여 당업자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반용매는, 예를 들어 물에 녹

는 수용성 물질일 수 있고, 적당한 수-혼합성 반용매(예를 들면,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디메틸 술폭사이드 등, 또는 이들

의 혼합물), 예를 들면, 20중량% 메탄올과 80중량% 에탄올 등을 사용하여 침전된다. 추가적인 반용매의 예는, 예를 들면

경유 또는 에틸 아세테이트에 녹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디에틸 에테르 또는 시클로헥산에서 침전될 수 있는 덜 수용성인 물

질을 포함할 수 있다.

  반응성 있는 침전/결정의 예는 높은 pH에서 물에 녹고 낮은 pH의 산성화된 물에서 침전되는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추

가적인 반응성 있는 예는 처음에는 분리된 수용액에 녹은, 두 무기 이온 간의 빠른 반응을 포함한다. 이러한 반응성 있는

침전 또는 결정화의 한 예는, 무기 염류(예를 들면 Al(OH)3 또는 Ca5(PO4)3OH, 또는 CaF2 등의 광전자 재료 등)의 형성

또는 pH 변화에 종속하는 고체 상을 형성하는 화합물(예를 들면 단백질 용액의 pH를 산 또는 염기로 단백질의 등전점을

향하여 조절하여 침전을 일으키는 것; 이에 더하여 한 예는 낮은 pH에서는 물에 잘 녹지 않으나 더 높은 pH에서는 훨씬 더

잘 녹는 이부프로펜 등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카르복실산일 수 있다)의 결정/침전 등 많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염석 침전/결정 예는 완충 수용액에 녹고 예를 들어 물에 녹는 염(염화나트륨 또는 황산 암모늄 등)의 용액과 잘 혼합하여

침전 또는 결정되는 단백질 또는 펩티드 등의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냉각 강제 결정/침전 예는 용매에 녹고 충격 냉각에 의해 결정화/침전되는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 2 액체 스

트림은 예를 들면 물, 에틸렌 글리콜 또는 암모니아 등의 냉장 용매일 수 있다.

  작동 온도는 물질의 용해도 및 그로 인한 공정 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변수이다. 많은 물질에 있어, 수율은

낮은 온도에서의 작동에 의해 최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반용매의 주의 깊은 선택은 공정의 상온 작동에서의 수율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공정의 수율을 최대화하는 것은, 본원 발명의 방법의 본질적인 관점이 아니다. 본원 발명은 단

지 결정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도가 적당할 것을 필요로 할 뿐이다. 결정화가 일어나는 온도는 용해도 자료로부터 결정

되는데, 몇몇의 예에서, 용해도 자료는 문헌[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73rd edition, CRC Press] 또는 과학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표에서 이용 가능하다.

  본원 발명이 연속 공정의 일부로서 이용되는 경우, 관을 통한 용매 및 반용매의 첨가 속도는 관의 비-제한적 예 등 임의의

알려진 방법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업자는, 조절 밸브의 사용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형적인

결정화 장치에의 유속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인지하고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일 방법이 본원 발명에 적

용 가능하다. 용매 및 반용매 첨가 속도는 이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유체는 유출과 동일한 속

도로 첨가되는데, 즉 용매 및 반용매의 주입 유속의 합은 공정을 빠져나가는 슬러리의 속도와 동일하다. 둘 이상의 공급물/

반응물 스트림이 이용되는 경우, 둘 이상의 주입 스트림의 속도는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물질의 상 도표에 의해 결정되는

임의의 값일 수 있다. 만일 하나 이상의 유체가 슬러리/현탁이라면, 결정/침전의 시딩이 유발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공정

에 의한 결정/침전은 결정화/침전되는 것과 같은 물질 또는 예를 들면, 용기로 공급되는 하나 이상의 유체 스트림에 현탁된

다른 물질 위로 결정화/침전될 수 있다.

  본원 발명의 기구를 빠져나감에 있어, 침전/결정 입자들은 (예를 들면, 여과, 원심분리 등으로) 유체 혼합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침전된 화합물은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건조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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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는 접시-건조, 오븐-건조, 가열-건조 및 공기-건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건조 단계에 앞서

서, 건조 및 침전 입자는, 예를 들면 여과, 침전, 원심분리 등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체/액체 분리 기법을 사용하

여 합쳐진 유체 혼합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원 발명은 액체용 담체 입자 또는 결정 또는 침전의 시드로 사용될 수 있는 임의의 다양한 작은 고 표면적

입자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결정/침전은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동시에 또는 후속적

으로, 수분 장벽, 미각 차폐제, 또는 결정화된 약제의 특징을 강화하는 다른 첨가제로 코팅된다. 이와 비슷하게, 활성 물질

의 결정/입자는 다른 제제(부형제, 계면활성제, 중합체 등)와 함께 제형되어 적당한 투약 형태(예를 들면, 정제, 캡슐 등)의

물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원 발명의 방법에 있어, 물질에 더하여, 계면활성제, 유액화제 및 안정제가 또 다른 유

체 스트림으로서 전단 영역으로 도입되어 침전된 분산액을 안정시킬 수 있다.

  본원 발명의 기구는 또한 (i) 본 용기의 발효기로서의 사용 (ii) 발효중 액체/액체 추출용으로의 고리형 침전 영역의 사용

및 (iii) 본 용기의 비균일 촉매 반응용으로의 사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결정/침전 또는 입자 형성이 아닌 공정

에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용기(1)는 또한 세포 배양 목적의 발효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설계의 발효기로부터의 생성물의 현장(in situ) 제거는 위에서 기술된 최소한으로 교반되는 말단 침강 영역(10)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것은 액체/액체 추출 방식을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더 낮은 밀도의 액체가 말단 침강 영역

상부를 향해 점진적으로 농축된다.

  본 용기(1)를 발효기로 사용함에 있어, 교반기(13)의 최소 동력 투입 특성은 기계적으로 민감한 미생물들이 고전단력에

의 노출 없이 현탁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면, 진균 효모가 세포 배양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세포 배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교반기에 의한 다른 방법으로는 모두 부서져 버린다.

  세포 생성물이 역치 농도를 초과하거나 생성물 억제를 유발하는 경우에, 세포 생성물이 사실상 세포에 독성을 띠는 발효

생성물에 있어서, 생성물의 현장 제거는 용기 내에 혼합될 수 없는 추출 용매를 유제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유제는 몇 개의 가능한 위치에서 발효기로 도입될 수 있는데, 이로써 유제는 세포, 생성물 및

배지와 함께 용기(1) 전체를 순환한다.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공급물/반응물 스트림이 교반기 기저 플레이트 아래 및/또는

통기관 내부에 교반기와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는 업스트림 살포기로 도입된다. 독성 있는(또는 다른) 생성물은 추출 용매

내부로 분별될 것이다. 발효를 종료함이 없이 발효 생성물을 회수하기 위해, 추출 용매는 말단 침강 영역(10)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농축되고 제거될 수 있다. 이 영역에서, 유기 액체(비중이 세포 배양 배지보다 낮은) 등의 추출 용매는 고리 영

역에서 상승하고 상부를 향해 점진적으로 농축된다. 농축 및 유착된 분산액은 말단 침강 영역(10)의 상부에 있는 제거 분

사구를 통해 발효기로부터 연속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이 물질은 추출 용매로부터 생성물을 분리하기 위한 제거 공정으로

보내어질 수 있다. 재생된 추출 용매는 유제화 단계로 되돌려진 뒤, 발효기 용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

  본원 발명은 또한 비균일 촉매 반응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고속 내부 순환이 좋은 물질 전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

다. 게다가, 낮은 고유 동력 투입은 통상적인 교반 탱크 반응기보다 더 낮은 촉매 입자의 마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장

점이 비균일 촉매에 있어 일반적인 유용성을 갖는데 비해, 고정된 효소 및 가교된 촉매 결정(CLECR)(알터스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은 본 기구의 감소한 고유 동력 강도 특성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기계적으로 민감한 비균일 촉매이다.

  생물학적 제품은 천연물, 합성물, 또는 반-합성물(예를 들면 펩티드, 단백질, 효소, 뉴클레오티드 등)이며, 벌크 용기 내

에서 결정화되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다(예를 들면 글루코스 이성질화 효소). 또한 생물학적 제품은 비-결정 또는 반결정

상태(예를 들면 간장 단백질 단리물)로 침전되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다. 이러한 침전의 경우에 있어, 생물학적 생성물의 침

전 과정의 물리적 특징은, 입자의 좋은 현탁의 이점 및 실제로 가능한 한 낮은 고유 동력 강도의 이점 등의 몇 가지의 결정

화의 공정 작동 원리를 따른다. 생물학적 제품은 일반적으로 더 작은 분자, 염 또는 무기물보다 기계적인 손상에 더 민감한

입자들로 결정화된다. 그러므로 본 결정화 장치의 용기의 부드러운 교반 특징은 생물학적 제품의 결정화에 있어 특별한 유

용성을 가진다. 이의 이유는 결정의 파손이 최소화된다는 것인데, 이는 현저하게 낮은 2차 핵생성 및 이로 인한 더 큰 평균

결정 크기 및 더 좁은 크기 분포를 야기한다. 더 큰 결정은 더 작은 결정보다 더 순수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불순물들은 결

정의 표면에 점착되는 모액에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더 큰 결정은 더 작은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가진다. 더 큰 결정

크기는 또한 다운스트림 고체/액체 분리를 달성하기 더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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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제품의 결정화는 통상 염석 기법 또는 pH 조정법을 사용하여 달성된다. 이러한 결정화의 예에서, 농축된 염석

용액 또는 산/염기를 도입하는 방법은 핵생성 및 결정/침전의 형성 속도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 본 용기에 사용되는 비점원

공급물/반응물 기법은 생물학적 제품을 결정화하는데 있어 더 통상적인 살포기 유형의 공급물/반응물 도입 관에 비해 현저

한 장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도입점 주위의 매우 미세한 침전의 형성을 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크고 더 좋은

결정 입자의 형성을 유발한다.

  가공을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많은 제약학적 결정화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제품도 배치 구동방식에 가장 적당

하다. 이러한 예에서, 열적 기법에 의해 결정이 도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기 내의 액체 수준은 결정화 배치의 시간

경과중 증가한다. 통기관을 가지는 용기의 경우, 낮은 액체 높이가 통기관 상부를 넘는 액체/슬러리 통로가 교반기를 향해

재순환되어 내려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는 배치의 초기에 액체 순환 문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액체/슬러리 수준이 통기관 높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통기관 내에 열린 윈도우가 위치되어 통기관의 바깥쪽으로부터 통기

관의 안쪽으로의 액체/슬러리의 통로를 가능하도록 해 준다. 이것은 액체 수준이 통기관 높이보다 낮을 때, 배치 반응시간

동안의 슬러리/액체의 재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생물학적 제품은, 예를 들면, 식품 또는 식품 원료를 포함한다. 결정화 및 침전될 수 있는 수용성 및 수 불용성 식품 및 식

품 원료는 탄수화물, 다당류, 올리고당류, 이당류, 단당류, 단백질, 펩티드, 아미노산, 지질, 지방산, 식물화학물질, 비타민,

무기질, 염류, 식품 색소, 효소, 감미료, 케이킹 방지제, 항산화제, 폴리펩티드, 소유기분자 치료제, 보조인자, 뉴클레오티

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RNA 서열, DNA 서열, 백신, 면역글로불린, 단일클론 또는 다른 항체, 바이러스, 유전자 치료 벡

터, 탄수화물, 다당류, 올리고당류, 이당류, 단당류, 착색제 및 다른 안료,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

  본원 발명의 기구에서 결정화/침전될 수 있는 또 다른 물질들은 위에서 정의된 생물 약제, 예를 들면 곡물 보호 약품 등의

약제 화합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원 발명은 벌크 결정화(약 50미크론)에 의해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것보

다 더 미세하거나 더 조대한 약제 결정을 만드는 능력을 제공하며, 그러므로 본원 발명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약제가 제분

공정과 관련된 필요성/비용/오염 및, 시클로덱스트린 또는 계면활성제 등의 용해도 강화제의 도입의 필요성 없이도 더 높

은 분산 속도를 가지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제약학적 또는 생물 약제학적 물질은 폐 전달 기전, 비경구적 전달 기전, 경피 전달 기전, 경구 전달 기전, 안내 전달 기전,

좌약 또는 질 전달 기전, 이내 전달 기전, 비내 전달 기전 및 이식성 전달 기전을 통해 전달되는 것들일 수 있다.

  본원 발명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제약학적 물질은 수용성 및 수 불용성 제약 물질, 동화 작용성 스테로이드, 강

장제, 진통제, 마취제, 제산제, 항부정맥제, 항천식제, 항생제, 항우식제, 항응고제, 항파킨슨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항당

뇨제, 지사제, 구토 억제제, 항간질작용제, 항진균제, 구충제, 항치핵제, 항히스타민제, 항호르몬제, 항고혈압제, 항저혈압

제, 항염증제, 항무스카린제, 항곰팡이제, 항종양제, 항비만제, 항치석제, 항원생동물성제, 항정신제제, 방부제, 항진경제,

항혈전제, 진해제, 항바이러스제, 불안완화제, 수렴약제, 베타-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차단제, 담즙산, 구강 청결제, 기관제

경련 약제, 기관지 확장제, 칼슘 채널 차단제, 강심배당체, 피임약,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소염제, 진단제, 소화 촉진제, 이뇨

제, 도파민 작용제, 전해질, 구토제, 거담제, 지혈제, 호르몬, 호르몬 대체 치료제, 최면제, 저혈당 약제, 면역 억제제, 발기

부전치료제, 완하제, 지질 조절제, 점액 용해제, 근육 이완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기능식품, 통증 완화제, 부교감

신경 억제제, 부교감신경 유사작용약물, 프로스타글란딘, 정신흥분제, 향정신제, 진정제, 성 스테로이드제, 진경제, 스테로

이드, 흥분제, 술폰아미드, 교감신경 억제제, 교감신경 유사작용약물, 교감신경 흥분제, 갑상선 유사작용약물, 갑상선 기능

촉진 약물, 혈관확장제, 비타민, 크산틴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 8 및/또는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본원 발명은 또한 생물학적 제품 결정화 장치를 장착한 폐쇄 루프 내의 한외 여과 구

동(또는 다른 교차 유동 여과 장치)의 사용을 고려한다. 과포화는 한외 여과 구동막 표면에서 농도에 의해 유도된다. 이것

은 염석 또는 반응성 결정화에 비해 독특한 장점을 가지는데, 이는 더 높은 과포화가 공급물/반응물 도입 지역보다는, 막

영역에 걸쳐 잘 분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정화 장치와 직렬인 막 공정의 사용은 염석이 결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

되는 더욱 묽은 선택보다 더 작은 부피의 배치가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펩티드, 효소, 단백질 및 다당류 등을 포함

하는, 각각이 한외 여과막의 기공 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대분자형 생물학적 제품에 있어서, 농축을 위한 막 공정의 직

렬식 사용은 연속 재순환을 경험하는 결정화 장치와 막 공정의 유용한 조합을 제공한다. 만일 미세 입자 파괴 시스템이 막

장치 이전에 사용된다면, 유량은 최대가 될 것이다. 만일 미세 입자 파괴 장치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교차 유동 한외 여과

장치는 막 표면의 결정의 오염을 최소화하기에 바람직할 것이다. 결정화 장치와 직렬로서의 막 공정의 유사한 유용성은 마

이크로여과, 나노여과 및 역삼투압 막의 경우에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의 유용성은 생물학적 분자로 제한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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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결정화 장치의 적절한 청결(CIP, Clean in place) 및/또는 적절한 살균(SIP, Sterilize in place) 특징은 식품 및 치료

제 제품용 가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원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추가적 특징이다. 식품 등급 결정화 공정은 CIP 및

SIP 능력을 유사하게 필요로 한다. 배치의 완결 시점에서 유체의 청결 및 유체의 살균의 자동 도입을 위한 분사기 및 라인

역시 본원에서 이 시스템에 제공된다.

  생물학적 제품의 결정화는 생물 공학 및 식품 공업에서 빠르게 부각되는 결정화/침전 기법의 용도이다. 여기에서 부드러

운 교반 시스템, 비점원 공급물/반응물 도입 시스템 및 막 농도의 직렬적 사용 과정은 현재 사용되는 교반 탱크 유형의 결

정화 장치에 비해 작동 면에서 핵심적인 장점을 제공한다. 기구의 고유 동력 강도 조절이 결정적이다. 고유 동력 강도(SPI,

specific power intensity)는 종종 결정 성질을 조절하며, 예를 들면 분말 제품의 유동성 등이다. 입자 손상 및 2차 핵생성

은 고유 동력 강도, 즉 교반기에 공급되는 동력을 휘저음 용적 내의 질량으로 나는 값에 의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펌

핑 및 분리된 전단 영역을 사용하여 두 요인을 독립적으로 다양하게 하는 결정화 장치 루프는 문헌["Influence of

different scales of mixing in reaction crystallization:, by Marika Torbacke and Ake Rasmuson,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56(2001) 2459-2473]에 기술되어 있다.

  이는 두 요인의 조절 필요성을 도시하는 한편, 또한 본원 발명에서 행해진 것과 같은, 단일 교반기에서 어떻게 두 요인을

조절하는지 산업계에서의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원 발명은 임의의 용량에서 필요한 펌핑 속도와 고유 동력 강도를 제공하는 교반기의 설계 방법을 제공한다.

  다음의 정의는 본원 발명의 방법을 더 기술하고 정의하기 위해 기술된다.

  본원에서 사용된 "교반기 펌핑 속도"는 결정을 균일하게 현탁하고 과포화 생산 지역을 희석하며 이들을 원하는 결정 용적

을 통틀어 가능한 한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해, 통기관 주위의 필요한 순환 유동을 기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학식을 사용

하여 정의될 수 있다. 교반기 펌핑 속도는 문헌 [Perry's Chemical Engineer's Handbook, Seventh Edition, McGraw-

Hill, NY, 1997 (equation 18-2)]에서 수학식 I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어진다.

  

Q=NQ * D3 * N

  여기서 Q는 교반기 방출 속도(예를 들면 M3/초), NQ는 방출 계수(단위 없음), D는 교반기 지름(예를 들면 미터), 그리고

N은 회전속도(예를 들면 초당 회전수)이다.

  본원에서 사용된 "고유 동력 강도"(SPI)는 슬러리가 통기관로를 지날 때 (혼합 관련문헌에 종종 사용되는 용기의 평균값

과 달리) 각각의 회전 중 교반기에 의해 교반기를 통과하는 슬러리에게 주어지는 혼합의 강도를 기술한다. 수학적으로는,

SPI는 교반기의 동력 투입을 교반기의 휘저음 용적 내의 슬러리 질량으로 나는 값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이는 수학식 II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SPI=교반기 동력 / (교반기 용적 * Rho)

  여기서 교반기 동력(예를 들면 와트)은 하기 수학식 IV에 주어진 교반기로부터 슬러리로의 투입이며, 분모는 교반기의 휘

저음 용적 내의 질량(이 경우에는 세제곱 미터단위를 세제곱 미터당 킬로그램으로 나눈 것, 또는 단순히 킬로그램)이다.

Rho는 슬러리 밀도(예를 들면, 세제곱 미터당 킬로그램)이다.

  "교반기 용적"은 교반기의 넓이를 그 높이(단순 기하학에 의한)와 곱한 것이며, 수학식 III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휘저

음 용적의 질량은 다음과 같다.

  

교반기 용적 내의 질량 = π * D2 * H * Rh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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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H는 교반기의 수직 높이(예를 들면, 미터)이다.

  "교반기 동력"은 문헌 [Perry's Handbook](위에서 인용한 식 18-3)에서 수학식 IV 형태로 주어진다.

  

P = Np * N3 * D5 * Rho

  여기서 Np는 동력수(단위 없음), N은 회전 속도(예를 들면, 초당 회전수), D는 교반기 지름(예를 들면, 미터), 그리고 Rho

는 슬러리 밀도(예를 들면, 세제곱 미터당 킬로그램)이다.

  수학식 III 및 IV가 수학식 II로 치환되는 경우, SPI는

  SPI= Np * D5 * N3 * Rho / (π * D2 * H * Rho/4)

  로 표현되고,

  

SPI = K * D3 * N3 / H

  로 간략화되는데, 여기서 K = 4 * Np / π 이다.

  일반적으로, 펌핑 속도와 고유 동력 강도(SPI) 값은 서로에 대해 비례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그러므로 단위 용량을 바

꾸면, 이러한 중요한 교반기 설계 매개변수들이 바뀌며, 설계자의 수수께끼는 어떤 매개변수를 상수로 유지하고, 어떤 매

개변수를 다양하게 할 것인지, 또는 절충하여 두 매개변수 모두를 다양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펌핑 속도(수학식

I)는 회전 속력에 직접 비례하며, 이에 비해 고유 동력 강도(수학식 V)는 회전 속력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기하학적으로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하면서 둘 다를 비례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원 발명은 교반기 높이(수학식에서 H)의 변화 작용에 의해 이러한 두 주된 변수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공하

는데, 이는 방출 계수 NQ 및 동력수(Np) 모두가 이 교반기에 있어 높이와 비례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어

진 교반기 지름에 있어, SPI는 다른 높이의 교반기에 대해 상수를 유지하는 데 비해(치환되는 질량 역시 높이에 따라 선형

으로 변하므로), 펌핑 속도는 높이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한다. 이에 의해, 결정화 장치가 규모 확대 또는 축소됨에 따라 펌

핑 속도 및 SPI 모두의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미리 선택된 지름(D), 교반기 회전 속력(N), 동력수(Np) 및 고유 동력 강도(SPI)를 가지는 통기관 결정화 장치 교반기에

서, 교반기의 높이 (H)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수학식에 따르는 H 값을 계산함으로써 제공된다.

  H = K * D2 * N3 / SPI

  여기서 K = 4 * Np / π이다.

  도시의 목적으로서, 예를 들면, 다른 공급 순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8인치 지름, 2.5갤론 파일럿 장치를 사용하여 파

일럿 시험 프로그램에서 설계되는 12피트의 지름을 가진 공장 결정화 장치가 있다고 하자. 만일 8인치 결정화 장치가 순환

속도(및 그로 인한 날 끝 속력)로 계산된다면, 다음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정화 장치  교반기 지름
교반기 높이

in

회전 속력

1/분

순환 속도

ft/초

SPI

W/Kg

 12 ft  8.4 ft  18.9  22  2.8  3.5

 8 in  5.5 in  1.03  403  2.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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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은 공장 장치에 비해 매우 높은 SPI를 나타내므로, 이것은 상업용 크기의 장치보다 더 미세한 결정을 만드는 경향

이 있다. 그러므로, 작은 용량 장치 내의 본래 높은 SPI는 더 높은 결정 마찰 및, 이로 인해, 더 작은 평균 결정 크기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본원 발명에 따르는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위에서 나타난 비교예에서와 같이 순환 속도는 상수로 유지될 수 있

으나, SPI는 낮아진다. 이 교반기 설계 절차는 그러므로, 서로에게 가능한 한 가깝도록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용량 크기의

장치를 만드는 수단을 개시한다. 두 배의 높이를 가지는 파일럿 교반기의 경우, 다음의 결과가 나타난다.

  

 장치  교반기 지름
교반기 높이

in

회전 속력

1/분

순환 속도

ft/초

SPI

W/Kg

 12 ft  4 ft  18.9  22  2.8  3.5

 8 in  5.5 in  2.06  202  2.8  8.0

  이렇게 SPI는 8분의 1로 낮아졌다. 원한다면, 이 8-in 장치는 절반의 속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SPI를 더욱 낮추

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아마도, 예를 들면, 이러한 결정은 매우 깨지기 쉬운 바늘이다), 높이가 3배인 파일럿 교반기를 원

속력의 1/3로 운전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장치  교반기 지름
교반기 높이

in

회전 속력

1/분

순환 속도

ft/초

SPI

W/Kg

 12 ft  8.4 ft  18.9  22  2.8  3.5

 8 in  5.5 in  3.1  134  2.8  2.4

  3.1-인치의 높이를 갖는 교반기는 사업적 크기의 장치보다 낮은 SPI를 제공하며, 높이에서의 작은 감소 및 속력에서의

비례적인 증가는 기구의 설계가 같은 유동 및 SPI를 가지는 상업적 크기의 장치와 동일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시예

  실시예 1 - 휘젓개 날 실험

  이 실시예는 본원 발명의 기구의 사용이 당업계의 다른 결정화 장치를 사용하여 나타나는 것보다 더 나은 순환 및 결정

현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정화 장치는 36인치 지름, 25인치 지름의 깨끗한 용기, 점점 가늘어지지 않는(곧은)

통기관 및 동력원으로서 가변 속력 추진기를 사용하는 25인치 지름의 방사상 유동 교반기를 가진다. 교반기는 가변 속력

DC 추진기를 사용하여 바닥에서 추진되었다. 도 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부 플레이트 쪽으로 네 개의 10.5인치 길이의

휘젓개 날이 아래에 붙어 있었다. 이들의 높이는 점점 가늘어져서, 추진축 끝에서는 1.75 인치였으며, 반대편 끝에서는

1.25 인치였다. 실험에서 사용되는 입자들은 150 내지 200미크론, 비중 2.9g/cm3, 1중량%의 모래 입자의 물인 유체 용액

이었다. 측정 결과는 아래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RPM  % 현탁된 고체 (대조군)
% 현탁된 고체

(휘젓개 날을 사용)

 40  60  70

 50  70  80

 60  80  90

 80  90  95

 100  9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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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를 외삽하면, 대조군의 기구의 경우 약 122 RPM이 모든 모래 입자를 현탁하는데 필요하나, 휘젓개 날을 사용한

기구에서는 약 100 RPM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2 RPM의 차이는 미미해 보일지 모르나, 동력이 RPM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모래 입자를 물속에 현탁시키고 용기 바닥으로부터 떨어내는데 대조군의 기구

는 휘젓개 날을 사용한 기구보다 73%(1.2^3/1)의 동력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실시예 2 - 합성 석고 공정

  이온 교환수지 재생으로부터의 3중량%, 40gpm의 약한 황산 스트림을 20중량 석회 슬러리를 사용하여 중화시켜 다음의

반응식으로 나타나는 합성 또는 화학적 석고를 생산하였다.

  H2SO4 + Ca(OH)2 -> CaSO4:2H2O

  10리터의 통기관 파일럿 결정화 장치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통기관은 약 200rpm에서 5.5인치의 지름을 가지며, 약

8W/Kg의 SPI를 제공하였다. 생성되는 결정은 바늘 형이었고, 비교적 미세하였다(100미크론보다 작은 평균 지름, 중

량%(쿠울터 카운터(Coulter Counter, 등록상표)에 의함). 이중 철수 절차는 체류 시간을 두 배로 하고(농도를 두 배로 함

으로써) 결정을 농축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이는 결정 크기를 극적으로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후속적으로, 10 ft 용기 지름

의 부르크(Burke) 유형의 장치를 상부에 침강 영역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CC에 의해 생성된 결정의 평균 지름은 400미

크론보다 컸다(중량 % 기준).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용기;

  (b) 상부 플레이트와 기저 플레이트를 선택적으로 가지는 방사상 유동 교반기; 및

  (c) 단단히 붙어있는 다수의 격벽을 가지며, 통기관과 용기의 측벽 사이에 도관을 형성하도록 용기 내에 배치되고, 용기

지름 크기의 약 0.7배의 지름을 갖는 통기관

  을 포함하는 결정화/침전 기구.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용기가 강철, 유리, 유리섬유 및 PVC를 포함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물질로 구성되는 기구.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용기가 말단 침강 영역을 더 포함하는 기구.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용기가 통기관 위로 용기 측벽에 붙어 있는 하나 이상의 제 2 격벽을 더 포함하는 기구.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용기가 중심 지지체를 더 포함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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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교반기가 방사상 유동 날개바퀴인 기구.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교반기가 강철, 유리섬유, 티타늄, 유리 및 PVC를 포함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물질로 구성되는 기

구.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기저 플레이트가 하나 이상의 개구를 더 포함하는 기구.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기저 플레이트가 하나 이상의 휘젓개 날을 더 포함하는 기구.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기저 플레이트가 통기관의 지름보다 크거나 같은 반지름을 갖는 기구.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통기관이 원통형인 기구.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통기관이 점점 가늘어지는 기구.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통기관이 중공형인 기구.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중공 통기관이 말단 침강 영역을 더 포함하는 기구.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중공 통기관이 열 교환기를 더 포함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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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통기관이 말단 침강 영역을 더 포함하는 기구.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통기관이 하나 이상의 윈도우를 더 포함하는 기구.

청구항 18.

  제 1항에 있어서, 통기관이 강철, 유리섬유, 유리 및 PVC를 포함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물질로 구성되는 기구.

청구항 19.

  제 1항에 있어서, 용기, 교반기, 통기관 및 이들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다수 격벽의 하나 이상의 내부 부분이 적당한 연성

코팅제로 코팅된 기구.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적당한 연성 코팅제가 폴리에틸렌,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네오프렌, 라텍스 및

고무를 포함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기구.

청구항 21.

  제 1항의 기구를 포함하는 발효기.

청구항 22.

  제 1항의 기구를 포함하는 비균일 촉매 반응 용기.

청구항 23.

  유체가 결정화/침전될 하나 이상의 용해된 물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유체를 제 1항의 기구에 공급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용해된 물질이 상기 하나 이상의 유체로부터 입자로 결정화/침전되도록 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유체를 교반

하는 단계; 및

  하나 이상의 유체 및 입자들이 제 1항의 기구를 빠져나가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입자를 결정화/침전시키는 방법.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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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용해된 물질이 생물학적 제품, 제약학적 물질 및 생물 약제학적 물질을 포함하는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제품이 천연물, 합성물, 또는 반-합성물인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제품이 단백질, 효소, 펩티드, 폴리펩티드, 아미노산, 소유기분자 치료제, 보조인자, 뉴클레

오티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RNA 서열, DNA 서열, 백신, 면역글로불린, 단일클론 또는 다른 항체, 바이러스, 유전자 치

료 벡터, 탄수화물, 다당류, 올리고당류, 이당류, 단당류, 지질, 지방산, 식물화학물질, 비타민, 무기질, 염류, 식품 색소 및

다른 안료, 감미료, 케이킹 방지제, 증점제, 유액화제, 안정제, 항-미생물 제제, 항산화제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군

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4항에 있어서, 제약학적 물질이 동화 작용성 스테로이드, 강장제, 진통제, 마취제, 제산제, 항부정맥제, 항천식제, 항

생제, 항우식제, 항응고제, 항파킨슨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항당뇨제, 지사제, 구토 억제제, 항간질작용제, 항진균제, 구충

제, 항치핵제, 항히스타민제, 항호르몬제, 항고혈압제, 항저혈압제, 항염증제, 항무스카린제, 항곰팡이제, 항종양제, 항비

만제, 항치석제, 항원생동물성제, 항정신제제, 방부제, 항진경제, 항혈전제, 진해제, 항바이러스제, 불안완화제, 수렴약제,

베타-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차단제, 담즙산, 구강 청결제, 기관제 경련 약제, 기관지 확장제, 칼슘 채널 차단제, 강심배당체,

피임약,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소염제, 진단제, 소화 촉진제, 이뇨제, 도파민 작용제, 전해질, 구토제, 거담제, 지혈제, 호르

몬, 호르몬 대체 치료제, 최면제, 저혈당 약제, 면역 억제제, 발기부전치료제, 완하제, 지질 조절제, 점액 용해제, 근육 이완

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기능식품, 통증 완화제, 부교감신경 억제제, 부교감신경 유사작용약물, 프로스타글란딘,

정신흥분제, 향정신제, 진정제, 성 스테로이드제, 진경제, 스테로이드, 흥분제, 술폰아미드, 교감신경 억제제, 교감신경 유

사작용약물, 교감신경 흥분제, 갑상선 유사작용약물, 갑상선 기능촉진 약물, 혈관확장제, 비타민, 크산틴 및 이들의 혼합물

을 포함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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