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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d Analysis on the Mixing Flows in a Tank with a

Bottom Agitator using a Hybrid Volume Measurement Technique

Deog Hee Doh, Chang Jae Lee and Tae Sil Baek

Abstract. Experimental data for the flows in a mixing tank with a bottom agitator are useful for the val-

idation of CFD commercial code. A hybrid volume PIV measurement technique was constructed to mea-

sure the flows inside of the mixing tank. The measurement system consists of three cameras. An agitator

was installed at the bottom of the tank and it rotates clockwise and counterclockwise. Using the con-

structed measurement system, instantaneous vector fields were obtained. A phase averaging technique was

adopted for the measured instantaneous three-dimensional velocity vector fields. Turbulent properties were

evaluated from the instantaneous vecto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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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혼합탱크 유동)

1. 연구 배경

교반탱크 내부의 유동은 일반적으로 강한 3차원성

을 지닐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포발생 등으

로 기액혼상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유동상태

에 대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해석 결

과에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실험적 검증이 필요하게

된다. Hu(1)는 고체/액체 이상유동의 교반기 내부에 대

한 CFD연구를 통하여 교반기 내부의 고체입자의 분포

를 예측한 바 있지만 심층적 실험결과와의 비교가 필

요하였다. 

Ochieng et al.(2)은 고체(니켈)입자의 크기에 따른 물

과의 혼합특성을 CFD해석으로 예측한 바 있지만 실험

결과와의 비교가 필요하였다. 

교반기내부 유동장 해석을 위한 실험적 연구로서

LDV(Laser Doppller Velocimetry)법, ET(Electrical

Tomography)과 ERT(Electrical Resistance Tomography)

법, Radioscopic법, Ultrasonic법, Endoscope법,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 등이 있다. LDV를 이용한

교반기 내부 이상유동 해석법(3)은 1점에 대한 속도정보

를 제공하게 되므로 유동장 전체에 대한 시간변화를 제

공하지 못한다. ET법 또는 ERT법(4), Radioscopic법(5)

과 Ultrasonic법(6)은 교반기 탱크가 불투명이더라도 내

부유동장의 농도분포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장

치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측정이 어렵다. 

Jeong과 Kim(7)은 PIV법을 이용하여 탱크내에서의

액체/액체 혼합에 관한 연구를 상세히 보고한 바 있지

만 2차원에 국한되었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볼륨 측

정법을 구축한 다음, 이를 교반탱크 내부 유동에 대한

3차원 측정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

으로 삼고 있다.

2. 하이브리드 볼륨측정법 원리
 

2.1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Fig. 1은 3차원 하이브리드 볼륨측정시스템의 배치

도를 나타낸다. 교반탱크(D=600 mm, H=600 mm)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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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Fig. 2와 같은 교반기(wd=400 mm, wh=45 mm)

가 설치되어 있다. 교반기는 Fig. 2의 옆모습으로 보이

는 날개가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유동장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직경 100 um전후의 미소입자(나일론, 비중

1.02)를 투입하였다. 유동장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레이

저광원(5W, Ar-ion)을 단면형상으로 조사(illuminating)

하였다. 가시화된 단면 내의 미소입자들의 거동으로부

터 유동장에 대한 3차원 속도성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2대의 고속카메라(Camera 1, Camera 2) (1 k×1 k, 500

fps)를 Fig. 1과 같이 설치하였다. Fig. 1의 Camera 3

은(1 k×1 k, 500 fps) Fig. 2에 나타나 있는 교반기가 시

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의 회전속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회전속도는 탱크하부에 설

치되어 교반기와 함께 회전하는 모터외곽에 표식된 점

의 이동량을 상호상관 PIV계산법(8)으로 구하였다. 

Fig. 3은 교반기의 정방향 및 역방향 회전속도를 측정

한 결과를 나타낸다. 가속과 감속이 최대 80 rpm을 기

준으로 반복되도록 하였다. 각 주기를 Fig. 4와 같이 8

등분으로 나누어 각 1/8T시각별 순간의 속도장을 측정

하였다. 측정법은 3차원 스테레오 PIV법(9)을 적용하였

다. Fig. 4에서 가속이 개시될 때의 날개위치를 기준위

치로 잡았다. 즉, Fig. 2의 교반기 날개(총 6개)중 1개의

날개위치가 임의의 위치를 통과하는 지점을 속도데이

터 샘플링 시작위치로 간주하였다. 시작위치는 레이저

위치인식기(laser tachometer, A2101)로 확인하였다. 

Fig. 2에 나타낸 좌표축 원점을 기준으로 91 mm의 높

이로 물을 채운 다음 교반기를 Fig. 3과 같이 회전시켜

발생되는 탱크내의 3차원 순간 속도장을 측정하였다. 

속도장 측정은 탱크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탱크내 유

동이 충분히 혼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30초 이후부

터 실시하였다. 한편, 탱크내의 유동장은 충분히 혼합된

상태인 관계로 통계적 정적상태(statistically stational)로

볼 수 있는 관계로, (1/8T)~(8/8T)사이의 각 시각에서의

Fig. 1. 3D hybrid volume measurement system. 

Fig. 2. Agitator shape and coordinate system.

Fig. 3. Rotational speed of RPM for clockwise and counterclock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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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속도장을 동일한 상태로 간주하여 난류통계량을

계산하였다. 즉, 각 주기 시각 (1/8T)~(8/8T)에서의 각

각의 순간 속도장을 동일 시각에서의 속도장으로 간주

하여 총 300장의 순간 속도장을 통계 처리함으로써 각

시각위치에서의 난류통계량을 얻었다. 

2.2 하이브리드 볼륨측정법 원리

하이브리드 볼륨측정법(hybrid volume)은 기본적으

로 스테레오 3차원 측정법에 기반하고 있다. 3차원 측

정을 위해서는 카메라에 대한 교정과정(calibration

work)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Doh 등의 10개 파라

미터법(9)을 적용하였다. Fig. 5는 Fig. 1의 2대 카메라

(Camera 1, Camera 2)에 대한 교정을 위한 교정판

(calibration plate)을 이동시키는 상황을 나타낸다. 교

정판 위에는 1600개의 기준점이 10 mm간격으로 바둑

판 격자모양(40×40)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교정판을

10 mm씩 이동시킴으로써 3차원 볼륨에 대한 위치정

보를 확보하였다. 교정과정에서는 절대좌표계에 대한

카메라의 상대적 위치정보, 카메라 기울기, 카메라 렌

즈 및 CCD 셀 중심위치가 구해진다. 교정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계산과정은 참고문헌(9)에 잘 기술되어 있

으나,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카메라좌표계(사

진좌표계)와 절대좌표계(physical coordinate)와의 상

관관계가 Fig. 6에 나타나있다. 

절대좌표계에 대한 사진좌표계의 기울기 각도(α, β,

κ)를 회전시켜 일직선상으로 두면 Fig. 6과 같이 된다.

축에 대한 회전행렬은 MM=MZMYMX가 되고 회전된 절

대좌표값은 (Xm, Ym, Zm)로 표시된다. 카메라의 z축과 절

대좌표계의 Z축을 일치시키기 위한 이동량을 (mx, my)

로 하였을 때, 절대좌표계상의 특징점점(측정점), (Xi,

Yi, Zi)과 사진좌표계의 투영점, (Xi, Yi)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공선 조건식을 다음 식 (1)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dis는 절대좌표계 O(0, 0, 0)점으로부터 카메

라 중심까지의 거리, (cx, cy)는 이미지 그래버에 따른

장방비를 고려한 렌즈 초점거리이며, (∆x, ∆y)은 다음

의 식 (2)로 표시되는 렌즈의 굴절량을 나타낸다. k1과

k2는 렌즈의 왜곡보정계수를 의미한다. 

(2)

이 식을 풀기 위하여 10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초기

F cx
Xm mx–

di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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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y
2

Zm–––
----------------------------------------------- x x∆–( ) 0=–=

G cy
Ym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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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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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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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ata sampling time under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Fig. 5. Calibration for volume measurement.

Fig. 6. Relation between photographic coordinate and

physical absolute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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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가정하고 Taylor급수에 의한 최소자승법으로 보

정량을 구하여 10개의 파라미터가 수렴될 때까지 근사

치를 보정하여 반복 계산함으로써 최종 파라미터를 구

하였다. 카메라의 파라미터가 구해지면 사진좌표(x, y)

와 절대좌표(X, Y, Z)간에 식 (1)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식 (3)을 유도해 낼 수 있다. 

(3)

여기서, MM은 회전변환행렬이며 B는 이의 역행렬

이다. 이때의 Xm, Ym, Zm은 다음 식 (4)로 표시된다.

(4)

카메라의 중심위치를 (X0, Y0, Z0)로 하면 이 점과

측정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식은 P(X,Y,Z) = P(a1t+

X0,a2t+Y0,a3t+Z0)로 표시되며 2 대의 카메라로 구성되

는 다음의 식 (5)로 표현되는 2개의 직선 방정식의 교

점이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표적물의 3차원 좌표이다.

(5)

여기서, t와 s는 최소자승법에 의하여 구해지며 최종

적으로 정의되는 측정점의 공간좌표는 두 직선이 교차

하는 중간점 식 (6)으로 정의하였다. 

(6)

 

카메라 교정판에 새겨진 격자상 기준점의 가공정밀

도는 ±0.01 mm이며, 이들 기준점 대한 3차원 위치점

을 계산해 본 결과, 카메라 교정과정에서 얻어진 측정

오차에서의 표준편차는 최소 0.05 mm 최대 0.30 mm

였다. 위치측정 오차에 대한 불확도 해석법(10)을 적용

해 본 결과, 측정신뢰도 95%에서 상대오차는 측정영

역 크기대비 3% 정도였다. 

 

3. 측정 결과 및 분석

Fig. 7은 측정된 속도장으로부터 속도벡터를 추출

(sampling)한 단면과 좌표정의를 나타낸다. Fig. 8은 수

직단면에서 날개 blade 1이 blade 2의 위치로 이동되

었을 때 (날개가 총 6개이므로 60o회전하였을 때를 의

미함)까지의 (1/8T) 순간에서부터 (3/8T), (5/8T) 및 (7/

8T)순간까지의 H1 plane과 H2 plane에서의 3차원 속

도장 볼륨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탱크내 속도장의 공간 분포

는 (4/8)T 간격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6개의

날개(blade) 간격간의 속도장의 공간분포가 날개의 위

치에 따라서도 유동형태가 다름을 시사한다. 이는 유

동특성이 날개의 형상과 회전속도에 따라서도 제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g. 9는 (1/8)T 순간에서, Fig. 7의 15mm선상(Line 1)

에서 샘플링한 3차원 속도(u, v, w) 프로파일을 나타낸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u와 v속도성분의 프로파일

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w성분은 탱크벽

면 쪽에서는 반전의 성분이 나타났는데 이는 탱크벽면

에서 발생한 와동이 휘말려 성분이 반전되고 있음을 시

사한다. 실제 유동영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은 line 1상에서의 다음 식 (7)로 정의되는 (1/

8)T와 (4/8)T에서의 난류운동에너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총 300장의 순간 속도장을 통계처리하였다.

(7)

여기서,  ( 는 시간평균)

두 시각에서의 난류운동에너지 분포가 유사한 형태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4/8)T 간격으

로 유동상태가 유사하게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탱크내 유동장은 매

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유동구조(coherent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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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ctor sampling planes and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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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가 발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탱크하부

에 설치된 교반기에 의한 혼합운동 에너지가 유동장

Fig. 8. Reconstructed volume vector field when the blade

1 (in Fig. 7) moved to the position of blade 2. 

Fig. 9. Velocity profiles at the horizontal line 1.

Fig. 10. Profile of turbulent kinetic energy at the

horizontal l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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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탱크중심을 X=0이라 하였을 때, X=0.23 m 근처에서

v속도성분이 에서 +로 변화하는 구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Fig. 7의 blade 1과 blade 2의 화살표가

위치하는 곳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교반기

의 형상은 u, w 속도성분보다 v 속도성분에 더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X=0.27 m 근처에서

극대값을 보이고 이후 급격히 상쇄되는 것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탱크벽면과 교반기 날개에 의한 유동의 전단

층이 존재하는 구간에 해당된다. 

4. 결 론

스테레오 PIV기법기반의 하이브리드 볼륨측정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3차원성이 매우 강하면

서 통계적 정상상태(statistical stationary)를 유지하는

혼합탱크 내부의 속도장 측정에 적용하였다. 그 과정

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로 정리될 수 있었다. 탱크내부

에는 교반기의 정회전과 역회전 1주기를 T라고 하였

을 때, (4/8)T 간격의 시간으로 조직적 유동상태를 보

였다. 

유동장에 크게 미치는 속도성분은 v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벽면에 가까운 X=0.27 m 부근에서는 최대

전단층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실험적 결과는 혼합 탱크 내에

설치된 교반기가 정회전과 역회전을 주기적으로 반복

하면서 형성된 혼합 유동장에 대한 것인데, 동일한 조

건에서의 선행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관계로 매우 의

미있는 실험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구축된 하이브리드 볼륨측정법은 본 연구에서

의 혼합탱크 내부 유동뿐만 아니라, 내부 유동이 복잡하

지만 규칙적인 통계적 정상상태(statistical stationary)의

경우에 매우 유용한 측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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