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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irred tanks are widely used in various industries for mixing operations and 

chemical reactions for single- or multi-phase fluid systems. In this study, a numerical study 

was conducted to predict the mixing characteristics in a simple stirred tank. The flow in the 

model stirred tank was calculated utilizing the multiple reference frame (MRF) and the 

sliding mesh (SM) capabilities of a commercial CFD code (Fluent 6.2). The results of the 

flow simulation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mixing efficiency, and the applicability of MRF 

and SM methods wa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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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  난류 운동에 지 (m2/s2)

  :  도 (kg/m3)

  :  난류 운동에 지 소산율

1. 서 론

교반 탱크(stirred tank)는 회 하는 임펠러

(impeller)를 이용하여 단상 는 다상의 유체를 

지속 으로 유동시키는 장치로, 유체의 혼합이나 

고상, 기상, 액상 간의 상호작용이 요한 화학반

응, 폐수처리, 콜로이드 분산 등 다양한 산업분야

에서 많이 용되는 공정이다. 실제 교반 탱크의 

형상에 비례하는 모델을 제작하고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실험  연구는 시간  비용

인 측면에서 제약이 크며, 실제 크기에 한 

연구는 매우 어렵다.
(1)

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교반 탱크 내 유

동 특성에 한 해석  연구는 에서 기술한 실

험  연구의 단 을 보완할 수 있어 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석  연구는 실험에 

비해 비용 감  결과 획득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일단 해석 모델에 한 격자가 완성되면 

다양한 운 조건에 따른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

다. 한 교반 탱크 내 유동상황에 한 실험에 

비해 상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으로 교반 탱크 내의 회  유동의 해석

은 두 가지 기법에 의해 처리된다. 첫 번째는 여

러 개의 서로 다른 좌표계를 혼용하여 임펠러의 

회 을 고려하는 다 좌표계(MRF: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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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lculation grid for the impeller.

Fig. 2 Calculation grid for the stirred tank.

Fig. 1 Geometry of the stirred tank considered 

in this study.

reference frame) 기법이다. MRF는 비교  간단

한 해석모델의 설정을 통해 교반 탱크 내 회  

유동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MRF를 통해 얻

어진 해석 결과는 특정 시 에서의 유동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격자의 이동을 통해 임펠러의 회

효과를 처리하는 이동 격자(SM: sliding mesh) 

기법이다. SM 기법은 서로 독립 인 두 개 이상

의 격자공간이 상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는 상황

을 해석할 수 있어 정확한 비정상 상태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SM 기법은 격자생성  모델

설정에 MRF 기법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

하다.
(1,4)

본 논문에서는 MRF  SM 기법을 용하여 

교반 탱크 내 회  유동의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에는 상용 CFD 코드인 Fluent 6.2
(5)
를 사용

하 으며, 속도, 유동선, 난류강도 분포 등을 통

해 교반 탱크 내부 유동  혼합특성 악하

다.

2. 해 석

2.1 격자구성

산유체역학 해석에는 기본 인 교반 탱크

(stirred tank)  임펠러(impeller) 형상이 고려되

었다. 즉, Fig. 1과 같이 기존의 연구(1-4)에서 다

루어진 기하학  형상을 참조하여 교반 탱크 모

델을 생성하 다. 임펠러 형상은 6개의 회 날

(blade)을 갖는 표 인 디스크 타입의 Rushton 

터빈 형태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 교반

탱크 내 회 유동을 조 하기 한 배 (baffle 

plate)도 탱크 내벽의 면 각각 90° 치에 생성

하 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고려된 교반 탱크 시스

템의 체 인 격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

상 모델을 통해 다양한 해석 기법을 검토하고 격

자 생성 시 문제   해석의 정확도와 계산시간

에 있어서 효율 인 해석 기법의 선정에 해 언

한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고속으로 회 하는 

임펠러 주 의 격자는 매우 조 하게 구성되었

다. 이 역은 교반 탱크 내에서 유동장의 형태

가 가장 복잡한 역이며, 따라서 해석의 정확도

를 확보하기 하여 격자 도를 높게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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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H×W×L)

Grid no.

(EA)
Mesh type

MRF 1.366
×
0.683
×
0.683

250,000
HEX. 

Cooper

SM 635,000 HEX

Table 1 Geometry and mesh information for 

stirred tank simulation.

Fig. 4 Definition of stationary and rotational 

domains for simulation of the stirred tank.

Property Parameter

Density (kg/m3) 998.2

Viscosity (kg․m/s) 0.001003

Temperature (K) 298.15

Rotational speed (rpm) 1200

Reference pressure (bar) 1

Table 2 Fluid properties (liquid water) and 

operation conditions.

것이 필요하다. 실제 해석 모델의 설정 시에도 

임펠러 부분의 격자생성이 가장 오랜 시간을 필

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교반탱크의 나머지 역

에서는 해석 시간의 최 화를 하여 도를 

여 격자를 생성하 다. 형상모델  생성된 격자

의 정보는 Table 1에 정리하 다.

2.2 해석모델

교반탱크의 해석에는 상용 CFD 코드인 Fluent 

6.2
(5)
를 사용하 다. 고속의 회 에 의한 유동

상을 해석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의    

난류모델을 용하 다.

   (1)

  

       

         (2)

 
     





 식 (1) 과 (2)는 각각 난류운동에 지( )  

난류 운동에 지 소산율()의 지배방정식이다.(5)

본 논문에서는 MRF  SM 기법을 이용하여 

교반탱크 내부의 회 유동의 해석결과를 제시한

다. 이를 하여 Fig. 4처럼 임펠러 주 의 고속

으로 회 하는 역과 외부의 고정된 역을 구

별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MRF 기법에서는 회

역에 일정한 각속도의 회 (rotational) 좌표

계를 설정하여 임펠러 회 에 의한 운동량 달

을 고려하게 된다. SM 기법에서는 일정한 각속

도로 회 역의 격자를 이동시키며 고정 역과

의 경계에서는 보간을 통해 압력  유동장을 매

칭시킨다.

 가장 기본 인 물이 교반탱크 내부에 존재한

다고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 물성은  

Table 2에 정리되어있다. Table 2의 운 조건에

서 임펠러의 회  속도는 1200 rpm(125.66 rad/s)

으로 가정되었으며, 이는 심으로부터 약 10 cm 

떨어진 회 날 끝단에서의 12 m/s 정도의 고속

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펠러 의한 교반 

탱크 내 유체의 회 유동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혼합특성을 악한다. 한 회 유동을 처리하는 

MRF  SM 기법을 비교하여 유동 해석에 한

활용성을 살펴본다.

3. 해석결과

3.1 MRF를 이용한 결과

MRF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한 교반탱크 내부

의 속도분포가 Figs. 5와 6에 나타내어져 있다. 

Fig. 5는 체 인 속도분포를 나타내며, Fig. 6

은 여섯 개의 내부 수평면에서의 속도분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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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ath-line distribution in the stirred 

tank: MRF simulation.

Fig. 8 Turbulent kinetic energy distribution in 

the stirred tank: MRF simulation.

Fig. 5 Fluid velocity distribution in the stirred 

tank: MRF simulation.

Fig. 6 Fluid velocity distribution in horizontal 

planes of the stirred tank: MRF simulation.

여 다. 해석결과 회 날 끝단에서의 속도가 약 

14.8 m/s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 값은 임펠

러 회 속도와 유사하다. 체 인 유동은 교반

탱크의 상부와 하부에서 임펠러 방향으로 흡입되

며, 회  모멘텀을 받아 탱크 벽면 방향으로 고

속으로 토출되어 이후 벽면에 부딪  순환하는 

구조를 갖는다. Fig. 6에서  임펠러의 회 에 의

해 상, 하부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회 하는 유

동이 찰되며 임펠러와의 거리에 따라 속도는 

차 감소하 다.

유동패턴을 보다 자세하게 찰하기 해 Fig. 

7에서 유 선(path line)을 가시화하 다. Figs. 5

와 6에서 찰된, 상, 하부 모두에서 임펠러 방향

으로 흡입된 후 벽면 방향으로 고속으로 토출되

는 형상은 Fig. 7의 유 선에서도 잘 찰된다. 

정체 역이 거의 없이 유 선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유체의 혼합 측면에서는 혼합에 잘 이루어

지는 것으로 단된다.

Fig. 8은 산해석으로 얻어진 임펠러 주 의 

난류강도의 분포로, 난류 운동에 지(turbulent 

kinetic energy)가 5, 10, 20, 40 m2/s2인 등에 지 

표면(iso-surface)을 나타낸다. 이러한 난류 운동

에 지는 주유동 성분과 독립 인 섭동성분의 크

기와 련되며, 즉 유체 혼합의 지표가 된다. 따

라서 Fig. 8에서처럼 가장 높은 난류 에 지가 

찰되는 회 날 부근에서 가장 활발한 혼합이 

기 된다, 유체의 혼합이 요한 공정에서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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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luid velocity distribution near the 

impeller in the stirred tank: SM simulation.

Fig. 9 Fluid velocity distribution in the stirred 

tank: SM simulation.

Fig. 11 Path-line distribution in the stirred 

tank: SM simulation.

 

Fig. 12 Turbulent kinetic energy distribution 

in the stirred tank: SM simulation.

날 부근과 같은 혼합이 활발한 역의 격자를 

조 하게 생성하여한다.

3.2 SM을 이용한 결과

 SM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한 교반 탱크 내부

의 속도분포를 Figs. 9과 10에 나타내었다. 칭

인 형상을 고려한 MRF 기법과는 다르게 SM

에서는 교반 탱크의  역에 해 격자를 구성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 회 날 끝단

에서의 속도가 약 14.5 m/s로 나타났으며 체

인 유동은 MRF를 이용한 결과와 유사하게 임펠

러 방향으로 흡입된 후 임펠러의 회 에 의해 탱

크 벽면으로 토출 순환되는 구조를 갖는다.

 Fig. 11은 SM 기법으로 얻어진 유 선(path 

line)으로 MRF 해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교반 탱

크 내부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단된다. 유

체 혼합은 체 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되어진다. 그러나 MRF 기법에 비해 SM 기법

의 결과는 보다 강화된 회 유동을 측하고 있

으며 특히 임펠러의 상부에서는 소용돌이 형태의 

유동이 크게 나타난다.

Fig. 12는 교반 탱크 내 난류 운동에 지

(turbulent kinetic energy)가 8, 10, 12, 14, 16, 18 

m2/s2 인 등에 지 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SM 

기법을 이용한 해석에서 난류 운동에 지의 최

값은 약 18.46 m2/s2로 MRF 기법보다 작게 나타

났지만, 체 으로는 난류에 지가 높은 역이 

더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측되었다. 특히 이러

한 역이 임펠러 치 수평면에 고르게 분포되

어 있는 것으로 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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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 의

이상의 교반 탱크 내부의 유동 해석에서 MRF

와 SM 기법 모두 체 인 유동장을 유사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가지 기법 모

두 유체가 임펠러로 흡입되어 벽면으로 토출되는 

체 인 순환 패턴  약 15 m/s 정도의 임펠

러 회 날 끝단에서의 유체속도를 유사하게 측

하 다. 그러나 MRF와 SM 기법이 측한 유

선  난류 운동에 지의 분포는 상당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 사용한 Fluent 6.2에서는 다양한 설

비에서 나타나는 회 유동의 해석을 해 MRF

와 SM 기법을 제공한다. 앞서 언 한 로 MRF 

기법은 회 유동을 유도하는 임펠러와 같은 회

체 형상의 효과가 요하지 않은 유동에 해 추

천된다. 즉, 형상효과가 무시되는 경우 특정 시

의 유동장을 나타내는 MRF의 해석결과를 정상

상태에서의 유동장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반면에 회 에 따른 회 체의 형상이 체 유

동장에 미치는 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SM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즉, 격자계의 이동

을 통해 회 체의 회 에 의한 형상효과를 정확

하게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교반 탱크와 같이 

임펠러의 형상효과가 요한 문제에서는 MRF에 

비해 SM 기법이 더 하며, 이는 본 해석결과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RF 기법과는 다르게 SM 기법으로 얻어진 

유 선 분포는 임펠러 상부에서 소용돌이 형상의 

흡입유동을 측하고 있다. 한 난류 운동에

지가 MRF 기법에서는 임펠러 회 날 주 의 국

한되어 높게 측되는 것에 비하여, SM 기법에

서는 유체가 토출되는 수평면에서 더욱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측되었다. 따라서 SM 기법의 

해석결과가 실제 교반탱크에서 찰되는 유동패

턴과 더욱 좋은 일치성을 보이는 것으로 단된

다.

5. 결 론

본 연구는 상용 CFD 코드인 Fluent 6.2의 

MRF와 SM 기법을 이용해 교반 탱크 내 회 유

동을 해석하 다. 한 효율 인 회 유동 해석 

기법을 제시하기 해 두 기법의 내부 속도 분

포, 유 선  난류 운동에 지의 해석결과를 비

교하 다.  

MRF 기법은 SM 기법에 비해 내부의 격자 구

성  해석 속도에 한 장 을 나타냈다. 그러

나 회 체의 형상 효과가 요시 되는 교반 탱크 

내 유동 해석 시 격자계의 이동을 통해 회 체의 

회 에 의한 형상효과를 정확하게 고려하는 SM 

기법의 사용이 더욱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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