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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학 산업에서는 고품질의 화합물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테일러 반응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회분식 

반응기와는 달리 연속생산이 가능한 형태의 반응기로 생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고른 혼합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테일러 반응기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테일러 반응기의 3 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응기의 

회전속도, 입구에서의 주입속도와 같은 운전조건에 따른 유동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입자추적을 통한 체류시간 측정으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적절한 

운전시간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반응기 내부의 유동은, 유동 특성을 구분하는 무차원 수인 

임계 테일러 수에 의해 구분되고 이는 반응기의 형상과 내부 실린더의 

회전속도, 그리고 반응기 내에 있는 반응물질의 축 방향 이동속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리고 반응기 내 입자의 체류시간은 입구에서의 주입유속이 

낮아질수록, 반응기 내부실린더의 회전속도가 높아질수록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테일러 반응기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 경제적인 생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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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테일러 반응기, 테일러 수, 레이놀즈 수, 테일러 와류, 반경비, 

체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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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테일러 반응기 

외부 실린더와 내부실린더로 구성된 동심환형관 형태의 혼합용기

에서 외부 실린더는 고정되어 있고 내부 실린더만 회전할 경우, 혼

합용기 내에서는 테일러 유동(Taylor flow)이 발생하며 이러한 유동을 

이용하여 반응기 내에서의 혼합과 반응을 용이하게 하는 반응기를 

테일러 반응기(Taylor reactor)라고 한다. [1] 테일러 반응기는 반응물

들을 테일러 와류를 통해 혼합하여 균일한 생성물을 얻는데 있어 

뛰어난 성능을 가진다. 이러한 뛰어난 혼합성은 균일한 혼합 및 화

학반응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1]  

테일러 반응기는 반응물질이 주입됨과 동시에 반응기가 작동하여 

입구에서부터 혼합된 생성물이 출구에 도달하기까지 연속적으로 반

응이 진행되며, 주입과 배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체영역

이 생기지 않는 연속식 반응기 이다. 반면에 기존에 사용하던 회분

식 반응기는 반응물질을 한꺼번에 주입하고 충분한 혼합시간이 지

난 후에 생성물을 얻는 비연속식 반응기의 특성을 가진다. 테일러 

반응기의 연속성은 반응물의 반응기 내 체류시간을 줄여주어 시간

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보다 균일하고 양질의 생성물

을 얻을 수 있어 생산 공정에서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

로 테일러 반응기는 기존의 회분식 반응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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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차전지 산업 및 결정화 등의 화학반응이 생산의 주된 절차

가 되는 화공산업에서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다. [2~4] 최근에는 

반응기의 입구에서 출구로 갈수록 내부 실린더와 외부 실린더의 지

름이 줄어드는 고깔 형태의 반응기나 기존에 사용되던 반응기의 크

기보다 작은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한 혼합, 그리고 화학반응의 속도

에 대해 연구하는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테일러 반응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5, 6] 특히 테일러 반응기가 리튬이온전지

의 양극재 생산에 사용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7] 양극재의 품질은 이차전지의 성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

어 양극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응물의 균일한 혼합이 필

수적이다.[8] 이러한 이유로 회분식 반응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생성

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테일러 반응기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Fig. 1.1 Lab-scale Taylo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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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리튬이온전지 양극재 

Fig. 1.2는 리튬이온 전지의 생산비용을 구성하는 원자재의 비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리튬이온 전지의 양

극재는 전체 리튬이온전지 생산비용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부분에 비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리튬이온 전지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양극재의 생산비

용을 절감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Fig. 

1.3에 나타나있는 LiCoO2  (LCO), LiMn2O4  (LMO), LiFePO4  (LFP), 

Li(NiCoMn)O2  (NMC) 는 리튬이온전지에 사용되는 양극재의 종류이

다. 이런 양극재들의 현재까지 수요와 2015년까지의 예상 수요량을 

나타낸 것인데, 이 중 NMC는 성능이 높고 안정성이 뛰어나며 하이

브리드 자동차 (HEV)나 전기자동차 (EV)의 양극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재업계에서는 

NMC를 고품질, 저가에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NMC

는 반응기 내에서 반응물질들의 화학, 침전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반응기의 입구에 금속액체 물질인 (NiMnCo)SO4와 NH3 , NaOH를 각

각 주입하면 침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공침공정이라 하며 

그 결과 (NiMnCo)(NH3)4(OH)2가 침전물로 생성된다. 생성된 침전물

에 열을 가하면 침전물질에서 NH3가 분리되며 (NiMnCo)(OH)2만 남

게 되어, 이것을 전지의 양극물질인 NMC로 사용할 수 있다.  



- 4 -  

 

 

Fig. 1.2 Li-ion battery production cost.  

 

Fig. 1.3 Demand of cathod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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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목표 

 본 연구에서는 테일러 유동을 이용한 NMC의 혼합과정을 연구하

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 (CFD)을 이용하였고, 테일러 반응기의 3차

원 유동을 전산모사하였다.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b-scale의 

테일러 반응기를 대상으로, 전산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2장에서

는 테일러 반응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테일러 유동의 유동해석을 위

해 사용된 지배방정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반응기 내부로 주입된 입

자들의 체류시간이 반응기 내부에 생성된 테일러 유동에 의해 받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입자의 체류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반

응기 내 입자에 가해지는 힘의 평형에 관한 식에 대하여 설명하였

다. 그리고 전산 해석 시 적용된 반응기의 각 경계의 조건에 대해서

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해석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Wereley와 Lueptow[9] 논문의 실험결과와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델

과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반응기 내부실린더의 회전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테일러 수 혹은 이에 상응 하는 레이놀즈 수의 영역

에서 생성되는 반응기 내 유동 형태의 변화를 가시화 하였고 이와 

같이 생성된 테일러 유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테일러 반응기 내에 

주입된 입자의 체류시간이 입구에서의 주입속도와 반응기 내벽의 

회전속도의 변화에 의해 받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때 주입된 

입자들은 NMC양극재 입자로 공침 과정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것

을 감안하여 화학반응은 고려하지 않고, 유동의 영향만을 고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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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반응기의 적절한 운전시간을 알아볼 수 있었다. 4장에

서는 3장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반응기의 작동 조건에 따른 반

응기 내부의 유동 특성과 주입된 입자의 체류시간에 대해 종합적으

로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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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2.1 테일러 유동 

테일러 유동은 중심을 공유하는 반지름이 다른 서로 다른 두 원

형 실린더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한다. 내부실린더 혹은 동시에 두 

실린더를 모두 회전시킬 때 각기 다른 형태의 유동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유동을 이용하여 혼합, 화학반응을 용이하게 만드는 장치

를 테일러 반응기라고 한다.  

반응기 내부실린더의 회전에 의해 생성된 테일러 유동은 무차원 

수인 테일러 수(Taylor number, Ta) 혹은 이에 상응하는 레이놀즈 수

(Reynolds number, Re)에 따라 각기 다른 유동형태를 보인다. [9, 10] 

그리고 각 무차원 수는  𝑇𝑇 = 𝑟𝑖𝑑3𝜔2

𝜈2
와 𝑅𝑅 = 𝑟𝑖𝜔𝑑

𝜈
로 정의된다. 여기서 

𝑟𝑖는 반응기 내부실린더의 반지름, 𝑑는 반응기의 외부실린더와 내부

실린더 사이의 간격, 𝜔는 내부실린더의 회전 각속도이며, 𝜈는 반응

기 내 작동유체의 동점성계수를 나타낸다. 각 무차원 수는 공통된 4

개의 변수들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반응기의 작동 조건에 따라 

상응하는 테일러 수와 레이놀즈 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축 방향의 

속도가 없는 무한히 긴 테일러 반응기에서 테일러 수(Ta)가 임계 테

일러 수(Tacr)인 1708 (Re=92)보다 작은 경우, 반응기 내부에서는 

Circular Couette Flow(CCF)라고 불리는 유동이 형성된다. 내부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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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테일러 수와 이에 상응하는 레이놀

즈 수는 증가하게 되고 테일러 수가 임계 테일러 수(Tacr)를 넘어서

는 경우, 반응기 내의 유동은 Taylor Vortex Flow(TVF)로 변하게 된다. 

테일러 와류(TVF)는 두 개의 와류가 한 쌍을 이루며 역방향으로 회

전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쌍을 이루는 와류들이 반응기의 축 

방향 전체에 걸쳐 적재되어 있는 띠 모양의 형태로 생성된다.[11] 이 

후 테일러 수가 증가하면서 평행한 띠가 적재 되어있는 형태를 보

이던 테일러 와류는 반응기의 둘레를 따라 물결모양의 파형을  보이

는 유동으로 바뀐다. 이를 Wavy Vortex Flow(WVF)라 한다. 하지만 테

일러 와류에서 웨이비 와류로 바뀌는 경계는 구분하기 쉽지 않다. 

WVF영역에서 반응기 내부실린더의 회전속도를 더 높여 테일러 수

(Ta)가 임계 테일러 수의 1000배 이상 𝑇𝑇 ≥ 1000 𝑇𝑇Cr (Re ≥ 2912)으

로 증가하는 경우 Turbulent Taylor Vortex Flow(TTVF)로 불리는 유동

으로 변하게 된다. 이 영역에서는 경계를 구분하기 힘들지만 TVF에

서와 같은 띠가 희미하게 생성되고 내부에서 생성되는 빠른 속도의 

와류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불규칙하고 소란스러운 형태를 보이는 

난류가 생성 된다. TVF에서 WVF로 변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WVF

에서 TTVF로 변하는 경계는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0, 12, 13] 그리고 유동 특성을 구분하는 임계 테일러 수(TaCr)는 

축 방향의 유속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위에서 언급한 임계 테일러 

수(TaCr) 1708은 축 방향의 유동이 없는 테일러 반응기 내에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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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테일러 유동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축 방향의 유동이 

있을 경우 다른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유지시켜도 내부실린더의 회

전속도가 더 빠른 조건에서 테일러 와류(TVF)가 발생한다. 이와 같

이 축 방향의 유동이 있으면 임계 테일러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는데, 이러한 축 방향의 유동속도와 임계 테일러 수의 관계는 

Chandrasekhar의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고 TaCr =1708+26.5Rez
2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 [14] 이는 축 방향의 유동이 없는 경우에 임계 테일

러 수는 1708인데 반해 축 방향의 유동이 있는 경우에는 축 방향의 

유동이 임계 테일러 수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영향은 축 방향

의 속도를 포함한 Rez에 의해 반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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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CFD해석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고, 비압축성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연속방정식 

∇ ∙ 𝐮 = 0       (2.1) 

 

운동량방정식 

𝜕𝐮
𝜕𝜕

+ �𝐮 ∙ ∇�𝐮 = − 1
𝜌
∇𝑝 + 𝜈∇2𝐮    (2.2) 

 

식 (2.1)에서 𝐮는 속도벡터, 식 (2.2)에서𝜌 , 𝜈는 각각 밀도와 동점

성 계수를 나타낸다. 회전하는 실린더 내의 레이놀즈 수 (Reynolds 

number)는 반응기의 형상과 내벽의 회전속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𝑅𝑅 = 𝑟𝑖𝜔𝑑
𝜈

       (2.3) 

여기서 𝑟𝑖는 반응기의 내부반지름, 𝜔는 반응기 내벽의 회전 각속

도, 𝑑는 반응기의 내벽과 외벽 사이의 간격을 나타낸다. 이때 회전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반응기 내의 유동은 난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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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천이되며, 이 경우 𝑘 − 𝜖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운동

에너지 𝑘와 운동에너지 소산율 𝜖의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

이 사용되었다. 

 

𝜕
𝜕𝜕

(𝜌𝑘) +
𝜕
𝜕𝑥𝑖

(𝜌𝑘𝑢𝑖) 

= 𝜕
𝜕𝑥𝑗

��𝜇 + 𝜇𝑡
𝜎𝑘
� 𝜕𝜕
𝜕𝑥𝑗
�+ 𝐺𝜕 + 𝐺𝑏 − 𝜌𝜖 − 𝑌𝑀 + 𝑆𝜕  (2.4) 

𝜕
𝜕𝜕

(𝜌𝜖) +
𝜕
𝜕𝑥𝑖

(𝜌𝜖𝑢𝑖) 

= 𝜕
𝜕𝑥𝑗

��𝜇 + 𝜇𝑡
𝜎𝜖
� 𝜕𝜕
𝜕𝑥𝑗
�+ 𝐶1𝜕

𝜕
𝜕

(𝐺𝜕 + 𝐶3𝜕𝐺𝑏)− 𝐶2𝜕𝜌
𝜕2

𝜕
+ 𝑆𝜕 (2.5) 

𝜇𝜕 = 𝜌𝐶𝜇
𝜕2

𝜕
      (2.6) 

여기서 𝐺𝜕 는 평균속도 구배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 운동에너지, 

𝐺𝑏는 부력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운동에너지, 𝑌𝑀은 압축성 난류 유

동에서 전체 소산율 중 변동팽창에 의한 소산율, 𝜇𝜕는 난류점성계수, 

𝑆𝜕와 𝑆𝜕는 각각 𝑘와 𝜖의 생성항을 나타낸다. 𝜎𝜕는 𝑘에 대한 프란틀 

수(Prandtl number), 𝜎𝜕는 𝜖  에 대한 프란틀 수를 의미하며, 𝐶1𝜕 , 𝐶2𝜕 , 

𝐶𝜇 는 상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𝜎𝜕 = 1.0,  𝜎𝜕 = 1.3,  𝐶1𝜕 = 1.44 , 

𝐶2𝜕 = 1.92, 𝐶𝜇 = 0.09이 사용되었으며, 이 값들은 실험을 통해 얻어

진 값 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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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자추적 모델 

화학반응을 통하여 생성된 NMC입자들의 반응기 내 체류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입자추적모델을 이용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하였다. 

입자추적 (Particle tracking)은 이산적인 입자들에 작용하는 힘의 균형

에 관한 식을 통해 수행된다. 식은 다음과 같다.  

 

𝑑𝑑𝑝
𝑑𝜕

= 𝐹𝐷�𝑢�⃗ − 𝑢𝑝����⃗ � + 𝑔�⃗ (𝜌𝑝−𝜌)
𝜌𝑝

+ �⃗�    (2.7) 

여기서 𝐹𝐷�𝑢�⃗ − 𝑢𝑝����⃗ �는 단위 입자의 단위 질량당 마찰력을 의미하며, 

�⃗�는 추가적인 가속도 항으로 이는 가해지는 힘을 단위입자의 질량

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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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석모델 및 격자 

이번 연구에 사용된 테일러 반응기의 형상은 Fig. 2.1과 같다. 이 

반응기는 1 L의 용량을 갖는 반응기로 Fig. 1.1에 소개된 전체 반

응기 형상에서 실제로 계산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을 해석 

형상으로 구성하였다. 작동 유체는 입구를 통해 주입되고, 중심을 

공유하는 직경이 서로 다른 실린더 사이의 공간에서는 테일러 유

동이 발생한다.  

 

Fig. 2.1 CFD model of Taylor reactor. 

Outlet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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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pecific size of Taylor reactor 

 Length (m) 

Ri 0.04245 

Ro 0.051 

d 0.00855 

L 0.417 

 

Fig. 2.1는 테일러 반응기의 CFD 모델을 보여준다. 그리고 테일러 

반응기의 상세한 치수는 Table 2.1에 표시하였다. 우측 상단에 있는 

4개의 주입구를 통해서 반응 유체가 주입되며, 주입된 반응유체는 

혼합, 반응 과정을 거쳐 좌측하단의 출구를 통해 빠져나가게 된다. 

해석을 위하여 약 280만개의 정규격자(mesh)를 구성 하였다. 본 해

석에 사용된 장비의 제원은 3.3GHz Dual CPU 6개이며 병렬처리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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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계조건 

유동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는 반응물의 주입구에 속도경계

(velocity boundary)을 적용하였고 세가지 경우 (0.5m/s, 0.75m/s, 1m/s)를 

고려하였다. 출구 조건으로는 압력경계 (pressure boundary)을 적용하

고 대기압 조건을 적용하였다. 이 외의 모든 부분은 점착조건을 구

현하기 위해 벽 조건 (wall boundary)을 적용하였다. 반응기 내부 실

린더에는 회전 각속도를 주기 위하여 moving wall condition을 적용하

여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자추적을 통한 체류시간 측정을 위해 화학반응이 완료되었다고 

가정된 NMC입자를 주입구를 통해 주입하였다. NMC 입자의 밀도는 

4700kg/m3으로 하였고, [16] NMC 입자의 지름은 8µm로 설정하였다. 

작동유체로는 13.68% Na2SO4 수용액을 사용하였고, Azizov의 실험논

문 값을 인용하여 밀도와 동점성계수는 각각 1123.9kg/m3과 

0.001438kg/m∙s로 하였다. [17] 

입자추적을 위하여 DPM (Discrete phase model)경계조건을 설정하였

으며, 출구에 escape, 출구를 제외한 모든 경계에 reflect를 설정하였

다. 해석에 사용된 각 경계조건들을 Table 2.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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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Boundary Conditions 

 B.C. DPM B.C. 

Inlet Velocity inlet Reflect 

Outlet Pressure out let Escape 

Inner wall Moving wall Reflect 

Outer wall Stationary wall Ref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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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3.1 모델의 타당성 검증 

 
(a) 

 
 (b) 

Fig. 3.1 Validation of Taylor flow. (a) Radial velocity, (b) Axi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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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된 수치해석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Wereley & Lueptow[9]의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

다. Fig. 3.1 (a)는 축 방향의 좌표에 따라 해당 좌표에서의 반경방향 

속도성분을 비교한 것이고, (b)는 반경방향의 좌표에 따라 해당 좌표

에서의 축 방향 속도 성분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가로축은 무차

원 수로 표시하였으며 각각 𝜁  와 𝜉로 정의 하였다. 먼저 𝜁는 축 방

향의 좌표를 반응기의 내부실린더와 외부 실린더의 간격으로 나누

어 무차원화 한 것이고  𝜁 = 𝑧
𝑑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𝜉는 

반경방향의 좌표에서 반응기 내부실린더의 반지름의 길이를 빼고 

그것을 내부실린더와 외부실린더의 간격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한 

것이며 𝜉 = (𝑟−𝑟𝑖)
𝑑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해석조건은 실험조건과 동일한 레이놀즈 수  Re = 124가 적용되었

으며, 내부반지름과 외부 반지름의 비율인 반경 비 𝜂는 0.83으로 동

일한 반응기의 형상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작동유체 또한 동일하게 

25℃ 물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3.1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 방향의 좌표를 따라 반경방향

의 속도성분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반경방향 속도성분의 최대값과 

최소값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실험결과와 시뮬레

이션 결과가 잘 일치함을 보였다. 또한 그래프는 파동형상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반응기 전반에 걸쳐 번갈아 가면서 반대방향으로 회

전하는 와류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도 성분도 파동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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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주기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파동형상 그래프에서 0의 값을 갖는 부분은 와류의 중심에서의 

속도가 0이 되는 것을 나타낸다. Fig. 3.1 (b)는 반경방향의 좌표에 따

른 축 방향의 속도성분을 비교한 것으로 실험값과 매우 근접한 경

향성을 보였다. Fig. 3.1 (a)와 동일한 이유로 와류의 중심에서는 속도

가 0이 되는 결과를 보였고 내벽과 외벽에서는 점착조건에 의해서 

축 방향의 속도가 0의 값을 가짐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적 모델이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비교적 타당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해 테일러 

수(Ta)의 증가에 따른 작동유체의 유동 특성과 입자의 체류시간에 

대한 관계를 수치해석적으로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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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테일러 유동 

Fig. 3.2는 내부실린더의 회전수 변화에 따른 반응기 내부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 반응기 단면의 속도벡터를 확대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각 경우의 레이놀즈 수와 회전수는 순서대로 (a) 

120(3.18rpm), (b) 130(3.43rpm), (c) 267(7.06rpm), (d) 800(21.15rpm)이다. 

Fig. 3.2의 (a)와 (b)는 임계 테일러 수(Tacr)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임계 

레이놀즈 수(Recr)보다 큰 영역으로 테일러 와류(TVF)가 생성되는 영

역의 케이스 이다. 테일러 와류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반응기 둘레를 따라 형성된 고리모양의 와류가 평행하게 적재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Fig. 3.2의 (c)와 (d)는 웨이비 와류(WVF)로 임계 

레이놀즈 수의 2.87배 정도 되는 영역에서 생성되었고 이는 반응기 

둘레에 물결치는 듯한 형태의 와류가 적재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반응기 내부실린더의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기 전

반에 걸쳐 적재되어 있는 고리모양의 와류가 더 빠른 속도로 회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반응기에 주입된 반응 물질을 더

욱 균일하게 혼합하고 화학반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양질의 생

성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반응기의 

단면을 통해 살펴본 와류는 낮은 회전속도에서는 작고 원형에 가까

웠던 와류의 크기가 반응기의 회전속도가 높아질 수록 점차 와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1 -  

 

 

(a)                   (b) 

 

(c)                       (d) 

Fig. 3.2 Contour and vector of velocity magnitude. 

(a) Re=102, (b) Re=120, (c) Re=267, (d) Re=800 

  

(m/s) (m/s) 

(m/s)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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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의 작동 중에 생성되는 와류는 두 개의 와류가 한 쌍을 이

루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동을 보인다. 이때 한 쌍의 와류 사

이를 물결 형태로 흐르는 유동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bypass유동

이라 한다. 반응기의 회전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반응기 내부에서 생

성되는 와류의 크기가 작았고 상대적으로 bypass유동이 생성될 수 

있는 영역이 넓었다 하지만 반응기의 회전속도가 증가하면서 와류

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bypass유동이 생성될 수 있는 영역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써 반응기의 회전속도와 와류의 크기는 비례

관계를 갖고 있으며 반응기의 회전속도와 bypass 유동은 반비례 관

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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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입자추적 (Particle tracking)  

앞 절에서 확인하였듯이 반응기 내부실린더의 회전속도가 증감함

에 따라 반응기 내의 유동형태는 Circular Couette Flow(CCF), Taylor 

Vortex Flow(TVF), Wavy Vortex Flow(WVF), 그리고 Turbulent Taylor 

Vortex Flow(TTVF)영역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에서의 유동은 각기 다

른 특징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특성에 의한 영향을 배제

하고 입자의 체류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반응기 내에 주입된 입자의 

체류시간은 테일러 유동(TVF) 영역에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체류시

간 측정에 사용된 물질은 NMC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자의 

밀도는 4700kg/m3, 지름은 8µm로 설정하였다. 반응기 내부에 주입된 

반응물은 반응과 입자의 성장 과정을 겪게 되지만 실제 NMC의 생

산 공정에서 반응물이 반응기에 주입됨과 동시에 반응을 일으키고 

적당한 크기의 입자로 성장하였다는 가정하에 반응기 내부에서의 

화학반응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정확한 체류시간 측정을 위해 주

입구를 통해 1215개의 충분한 수의 NMC입자를 주입하였다.  

반응기 입구에서의 주입속도는 축 방향의 유동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입속도 (0.5m/s, 0.75m/s, 1m/s)에 따라 임계 

테일러 수가 변하게 되고, 이는 앞서 설명된 Chandrasekhar[14]의 논

문에서 소개된 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각각의 주입속도에 대

해 임계 테일러 수는 339,119, 760,883, 1,351,352의 값을 가진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체류시간 측정을 위해 각 주입속도에 대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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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작동영역(101rpm, 117rpm, 134rpm, 151rpm)에 대한 계산을 수

행하였으며, 이는 테일러 수 1,813,001~4,079,509(Re=3000~4500)의 안

에 있는 범위로 𝑇𝑇𝑐𝑟 ≤ 𝑇𝑇 ≤ 1000𝑇𝑇𝑐𝑟 의 조건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Taylor Vortex Flow(TVF)가 생성되는 영역이다. 위 조건으로부

터 각 주입속도에 대한 반응기의 작동속도에 변화를 주었으며, 총 

12가지 조건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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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Simulated sequence of transient particle locations at Re=4500 

(𝐓𝐓 = 𝟒.𝟎𝟖 × 𝟏𝟎𝟔) and Vin = 1m/s 

t = 0.5 s, (b) t = 28.6 s, (c) t = 57.2 s, (d) t = 85.3 s, (e) t = 113.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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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는 시간에 따른 입자의 위치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Fig. 3.6에 표시된 결과 중 1m/s의 가장 마지막 케이스인 레이놀즈 

수(Re) 4500 (151rpm, Ta=4,079,509)인 영역, 즉 TVF영역에서 입구에 

최초 1215개의 NMC입자를 주입하고 28.6 s 마다 입자의 위치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주입된 입자들은 입구에서 출구까지 각기 다른 유선

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각 유선들은 각기 다른 속도를 갖고 있으며 

(a)와 같이 0.5 s에는 주입된 입자들이 대부분 인접한 위치에 모여있

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입자들이 각기 다른 유선을 타고 반응기의 

출구까지 이동하였기 때문에 각 입자는 반응기 내의 각기 다른 위

치에 존재하게 되며 해당 시간에 이미 반응기 밖으로 빠져나간 입

자도 있지만 반응기 내에 체류하는 입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d)와 (e)는 다른 입자들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반응기 

내에 체류하고 있는 두 개 입자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조건에

서 입자의 반응기 내 평균 체류시간은 22 s였지만 넓은 시간에 걸쳐 

입자의 체류시간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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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Histogram of particle residence time at Re=4500 and Vin = 1m/s. 

 

또한, Fig. 3.4은 Fig. 3.3와 동일한 조건에 대한 입자 체류시간 분포

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두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면 약 30 s까지 

72%(874개)의 입자가 반응기를 빠져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육

안으로 확인하기에 Fig. 3.3의 (b)와 비교하여도 거의 일치하는 결과

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주입된 충분한 수의 

입자들은 반응기내에 생성된 테일러 유동을 따라 출구까지 이동하

면서 넓은 시간에 걸쳐 각기 다른 체류시간을 보이고 있었으며, 또

한 다양한 이동 경로를 보임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입된 입자

들은 다양한 이동경로를 통해 출구로 빠져나감을 보였고, 길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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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s의 체류시간을 보였다. 

Fig. 3.5는 입구를 통해 주입된 입자의 체류시간과 작동유체의 반

응기 내 체류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여기서 작동유체의 체류시

간은 반응기의 용적을 유체의 체적유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반응기는 1 L의 용량을 갖는 반응기로 반응기 

입구에서의 유량을 각각 0.5 m/s, 0.75 m/s, 1 m/s로 변화시켜 가면서 

계산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체적유량으로 계산하여 유체의 체

류시간을 계산한 결과 입구에서의 유속이 0.5 m/s 인 경우 유체의 

반응기 내 체류시간은 약 25초, 0.75 m/s인 경우에는 약 16.5초, 1 m/s

인 경우에는 약 12.3초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

과를 바탕으로 반응기 내로 주입된 입자의 체류시간과 유체의 반응

기 내 체류시간을 비교한 결과가 Fig. 3.5의 (a), (b), (c)에 나타나 있

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응기 내에 주입된 입자의 체류시간은 작

동유체의 반응기 내 체류시간보다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반

응기 내에서 생성되는 테일러 와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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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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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Fig. 3.5 Particle and fluid residence time vs. Re at TVF region. 

(a) Inlet velocity 0.5 m/s, (b) Inlet velocity 0.75 m/s, (c) Inlet velocity 1 m/s 

 

본 논문에서는 비압축성 유체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

문에 반응기의 주입구로 주입된 유체는 동일한 주입속도에서 반응

기의 회전속도에 따른 체류시간의 변화 없이 모두 동일한 체류시간

을 보인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반응기로 주입된 입자는 테일러 

반응기 내부에서 형성되는 와류에 포함되어 출구까지 이동하게 되

고 입자가 타고 이동하는 유선에 따라서 입자 체류시간의 분포도 

다양해 지기 때문에 작동유체의 반응기내 체류시간 보다 입자의 반

응기 내 체류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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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Particle residence time vs. Re at TVF region. 

 

Fig. 3.6는 각 주입속도에 대한 다양한 작동영역에서 반응기에 주

입된 입자의 체류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세 그래프는 공통적으

로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체류시간이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반응기 내에서 생성된 와류 사이로 흐르는 bypass 유동이 입자

의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응기의 회전속가 낮을 때 

반응기 내부에서 생성되는 테일러 와류는 원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

고 그 크기 또한 작다. 그래서 전체 유동에서 테일러 와류가 차지하

는 비중은 작아지고 두 와류가 한 쌍을 이루며 반대 방향으로 회전

하는 유동 사이에 생성되는 bypass 유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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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 경우에 bypass유동을 타고 출구까지 이동하는 입자의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기 내에 주입된 입자의 체류시간은 감

소하게 된다. 하지만 반응기의 회전속도가 빨라지면서 반응기 내부

에서 생성되는 테일러 와류는 그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생성되는 

와류의 크기가 커지면서 와류들의 사이를 흐르는 유동인 bypass 유

동은 감소하게 되고 낮은 회전 속도에서는 bypass유동을 타고 이동

했던 입자들이 테일러 와류에 포함되어 출구까지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입자의 체류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반응기 내부

실린더의 회전속도에 의해 그 크기가 변하는 테일러 와류와 bypass 

유동은 테일러 반응기에 주입된 입자의 체류시간과 직접적인 연관

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구에서의 주입속도 또한 입자의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Fig. 

3.6에 나타나있듯이 동일한 레이놀즈 수의 경우에 모든 경우에서 입

구에서의 유속이 감소할수록 입자의 체류시간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입구를 통해 주입되는 반응물의 유량이 많을 

경우 반응기 내 축 방향의 이동속도가 빨라져 입자 체류시간의 감

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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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테일러 반응기 내벽의 회전속도 변화에 따른 반응

기 내의 유동특성과 그에 따라 주입된 NMC입자의 체류시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수치해석 모델의 검증을 

위해 Wereley와 Lueptow의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

으로 해석모델의 수치적 모델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실

험적으로 증명된 반응기 내부실린더의 회전속도 증가로 인한 레이

놀즈 수(Re)와 테일러 수(Ta)의 증가로 반응기 내에서 생성되는 유동 

형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반응기에 주입된 NMC입자의 체류시간을 측정하여 반응기 

회전속도에 따른 적절한 반응기의 작동시간을 알아보았다. 화학반응

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계산이 수행되었으며 반응기의 

회전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NMC입자의 체류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 결과로부터 NMC입자의 체류시간이 bypass유

동에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응기 입구에서의 주입속도가 입

자의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입자의 체류시간 측정을 위해 복잡한 화학 반응과 입

자의 성장과정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

다. 이 같은 결과는 산업현장에서 생산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반응

기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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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study of flow characteristics and 

particle residence time in a Taylor reactor 

 

Kyu-Hwa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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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emical industry, it is important to produce high quality product at a 

reasonable cost. The Taylor reactor attracts much attention because this can 

produce product continuously, resulting in the reduction of production time. 

Also, the Taylor reactor can produce high quality product using its evenly 

mixing performance. In this study, flow characteristics are investigated 

depending on operating condition such as inner cylinder rotation speed and 

fluid flow rate at inlet using 3-D numerical simulation. And particle residence 

time is also calculated using particle tracking simulation method. 

As a result, flow characteristics in a Taylor reactor is classified by Taylor 

number. And geometry of reactor, inner cylinder rotation speed and axial 

velocity in a Taylor reactor are major factors that affect flow characteristics. 

Particle residence time increase when fluid flow rate decrease at inlet and 

inner cylinder rotation speed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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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would help to find appropriate operation time to produce 

cathode material and save the manufactur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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