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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umerical analysis of the diesel engine performance and pollutant emissions was conducted by 0D
simulation based on the CMC combustion model for turbulent diffusion flames. For the combustion analysis,
the CMC model, the skeletal mechanism for n-heptane and the NOx mechanism included in GRI 3.0 were
used. The evaporation process of fuel was simulated using the multizone spray model, and the density
weighted PDF for the mixture fraction was calculated in real time based on the momentum conservation
principle with the empirical models for spray tip velocity.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a multiple
flame structure to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multi-stage fuel injection method, and the predicted results
well matched to the experimental data for the pressure variations. It also shows goo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ults for 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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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al mean enthalpy

1. 서 론
최근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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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 swirl ratio
S : spray tip penetration
Greek letters
 : mixture fraction
ρ : density
 : equivalence ratio
Subscripts
a : air
f : fuel

산업체는 엔진의 소형화를 비롯하여 연료 분사 기술 및 과
급 시스템 개선 등 엔진 성능 향상과 유해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내연기관의 설계 및
개발에 있어서 수치 해석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좋은 도구이며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수치 해석은 0D 또는 1D 모델로부터 3D 모델까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며, 오픈소스코드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포
함하여 다수의 열유체 수치해석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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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 모델은 수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계산영역을 설정
할 때 연소실을 하나의 계산영역으로 설정하는 single-

기 위해 조건평균 스칼라소산율(Conditional mean scalar
dissipation rate, CSDR)에 대한 모델을 수정하였다. 기존

zone 모델과 연소실을 여러 개의 계산영역으로 나눈 multizone 모델로 세분할 수 있다. Single-zone 모델은 연소실
내의 질량과 에너지 보존만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므로

0D 연소모델과 달리 0D-CMC모델은 연료에 따른 화학반
응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개별 화학종의 질량 변화를 계
산할 수 있고, 혼합분율에 대한 개별 화학종의 분포를 계

계산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난류 유동에 의한 온도
및 화학적 조성의 공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배기 물질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1-3]. 반면, 3D

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시험용 엔진을 대상으로 공연비(Air/fuel ratio, A/F)에 대
한 parametric study를 수행하였고, 주어진 엔진을 대상으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모델은 비정상 질
량, 운동량 및 에너지 보존식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복
잡한 형상에 대한 난류 특성 및 연소, 열전달 등 연소실 내

다양한 운전 조건에 대해 동일한 모델 상수를 적용하였다.

의 물리적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계산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스템 레벨에서의 해석 수
행에는 한계가 있다.
상기 0D 모델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디젤
연료가 분사된 이후 분무의 침투 거리와 속도에 대한 실험
식에 기반한 유사차원해석기법이 개발되었고, 분무 영역
을 다수의 zone으로 구분하여 각 zone별로 연료 증발 및
공기와 연료의 혼합 과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러나 초기 multi-zone 모델은 연료가 증발되면 곧
바로 연소 반응이 시작된다고 가정함에 따라 배기 예측에
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4-6]. 이를 극복하기 위해 0D 해
석기법에 n-heptane의 상세화학반응에 기반한 Conditional
moment closure(CMC) 모델을 적용하여 시험용 디젤 엔
진을 대상으로 넓은 범위의 운전조건에 대한 코드 검증이
수행되었다[7-9]. 여기서 CMC 모델을 다단 분사 조건에
적용하기 위해 각각의 분사에 대해 독립적인 화염 구조를
부여하였으며, 서로 다른 화염 간의 상호 작용은 배제하였
다. 이에 따라 연료를 분사할 때마다 각각의 확률밀도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계산하여, 화염 그
룹별로 화학종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적인
물리현상에는 정확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부적인 열
유동 해석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3차원 해석을 통해 보
다 정교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 그룹에 의해 엔진의 시스템 레벨
해석을 위한 0D 해석이 수행되고 있으며, GT-POWER와
같은 1D 엔진 사이클 해석프로그램에 multi-zone 연소 모
델을 결합시켜 상용프로그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서 취약한 연소 모델을 보완하거나 다양한 연소 문제에 대
해 연구자가 원하는 모델을 채택하여 해석의 정확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10-15].
본 연구에서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과정을 보다 정확하
게 모사할 수 있도록 분무영역에 유입되는 공기 질량에 대
한 모델을 수정하였으며, 배기물질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

2.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 방정식
0D 해석은 질량과 에너지 보존식만 수치적으로 풀기 때
문에 3차원 운동량 보존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연소실 내
부 혼합기의 열역학적 특성이나 화학적 조성의 공간적인
변화는 알 수 없다.개방형 시스템에 대한 질량 보존은 식
(1)과 같으며, IVC부터 EVO까지의 구간에서는 연료유량
만 고려하면 된다.












(1)

위 식에서 첨자 i는 검사면 i를 나타낸다. 연소실 내부 기
체의 전체질량에 대한 연료의 질량분율( ) 변화율과 당량
비의 변화율은 각각 식 (2), (3)과 같이 구한다.










  



(2)


 


    

(3)

개방형 시스템의 에너지 보존식은 식 (4)와 같고, 열손
실은 연소실 내부 기체와 벽 사이의 대류 열전달과 연료의
증발 잠열 총합으로 식 (5)와 같이 구해진다.


   




   




       




















(4)
(5)

식 (5)에 포함된 열전달 계수  는 Hohenberg [16]의 관
계식을 이용해 구해지며, 증발 잠열은 Borman과 Johnson
[17]의 모델에 의해 구해진다. 식 (4)와 이상기체의 상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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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을 이용해 연소실 기체의 평균온도 변화율에 대한 식
(6)을 유도할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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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2 분무의 도달 거리와 속도
노즐에서 연료가 분사될 때 분무의 초기 속도는 연료 분
 )을 이용해 식 (11)과 같이 계산한다.
사율( 




  


(11)

분무의 도달 거리(S)와 속도(V) 및 미립화 시점(tb)은 식
(12) ~ (14)와 같다.




   












 
   


     




 


(12)

(13)

(10)

 
 

 에 대한 5개의 상미분방정
 
수치적으로는 
식을 동시에 계산하여 매 time step마다 새로운  
   의 값을 구한 뒤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에 대입하

여 연소실 평균압력을 구한다.

2.2 Multizone 분무 모델
2.2.1 분무의 영역 분할
디젤 엔진에서 액체 상태의 연료가 분사되면 Fig. 1에 보
이는 것과 같이 분사방향으로 설정된 축방향(L)과 반경방
향(M)으로 분무 영역을 분할한다. 이 때 분할 간격 및 총
분무 영역의 개수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본 연구
에서는 연료의 분사 이후 크랭크각이 0.5° 증가할 때마다
축방향으로 새로운 분무 영역을 하나씩 생성하고, 해당 영
역에 대해 반경방향으로는 10개의 세부 영역으로 분할하
였다. 따라서 연료의 분사기간이 길어지면 해석에 사용되
는 연료의 총 분무 영역 개수가 증가하게 되며, 분무가 연
소실 벽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 후 반시계 방위각 방향
으로 12개 영역으로 추가로 분할된다.


  


 

exp    ×       

(14)

분무가 벽에 충돌하고 난 후 반경방향의 중심(M=1) 영
역에 대한 분무의 도달 거리와 속도는 각각 식 (15), (16)과
같다.
  

(15)

   

(16)

  
  
    

(17)

벽 충돌 후 반경방향으로 M번 째 영역의 속도는 식 (18)
과 같다.
              (18)

연소실 내에 스월이 있을 때에는 분무의 진행이 스월의
강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때에는 보정상수(Cs)를
기존의 속도식에 곱하여 식 (19)와 같이 스월의 영향을 반
영한다. Cs는 식(20)과 같이 정의된다.
   ·

Fig. 1. Schematic diagram of spray zoning model.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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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2.3 혼합기 형성
연료 분사 후 분무 영역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질량은 운
동량 보존에 기초하여 식 (21) ~ (23)과 같이 계산한다.
        




        


(21)



 
 

   


  







       
  

(28)



(29)

2.3 밀도가중 PDF,  
공간적분된 형태의 밀도가중 PDF(  )와 혼합분율
(  )은 각각 식 (30), (31)와 같이 정의된다.



(22)




    

 









(30)

(23)

식 (23)의 C는 보정 상수로서 벽 충돌 전(Cf)과 후(Cw)에
서로 다른 값을 사용한다. Hiroyasu 등[4]이 제안한 값은
벽 충돌 전에는    , 충돌 후에는     이다. 그
러나 성능과 배기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엔진
에 따른 최적값을 시행착오적으로 찾아야 하며, 본 연구에
서는 광범위한 운전 조건에 동일한 상수를 사용하기 위해
엔진의 운전 조건에 관계된 변수를 조합하여 식 (24)와
(25)의 관계식을 사용하였다.


    
     
      

  
  





  








화학종 i에 대한 조건평균 질량분율 Qi는 혼합분율  에
대해서 식 (32)와 같이 정의된다.
   〈   〉

(32)

(25)

(26)

연료의 미립화 이후 연소실 내부 기체로부터의 열전달
에 의해 연료가 증발하는 과정은 식 (27) ~ (29)에 의해 모
델링된다[17].



2.4 Conditional moment closure(CMC) 모델

위 식에서 Yi는 화학종 i에 대한 질량분율이고,  는 혼합

2.2.4 연료 증발



  는 Favre PDF로서  -공간 [0, 1]에서
식 (30)에서 
적분된 값은 1이다.

분율의 표본변수이다. 〈〉은 혼합분율에 대한 Yi의 조건
평균을 의미한다. ISR (Incompletely stirred reactor)[20]
가정 하에서 공간 적분된 형태의 CMC 지배방정식은 식

SMD(Sauter mean diameter, d32)는 식 (26)과 같이 주어
진다[19].

 


    


  
  

(31)

(24)

연료는 액체 상태로 분사되어 미립화 시점에 순간적으
로 작은 액적으로 분할된다고 가정하고, 모든 액적의

   
 


 
 
    

(27)

(33), (34)과 같다.

 
〈
〉
〈  〉






(33)


 
 
〈
〉
   




 


〈

〉

(34)

1차 CMC 모델에 대한 조건평균 반응률(〈  〉)은 식
(35)과 같이 조건평균 질량분율과 엔탈피의 함수로 모델
링된다.

〈〉≃   ⋯   

(35)

조건평균 스칼라소산율은 AMC(Amplitude mapping
closure)[21] 모델에 의해 식 (36)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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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       



(36)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무 혼합 및 조건평균 스칼라소산율에

위 식에서 erf는 error function을 나타낸다. 3D해석과 달
리 0D 코드에서는 유동장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stoi-

대한 모델 상수를 나타낸다.
주어진 6개의 운전 조건에 대해 동일한 모델 상수를 사
용하여 일관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모델 상수의 최적값



chiometric 혼합분율에서의 CSDR은 식 (37)과 같이 모델
링하였다.




   


  
〈   〉  




 



수 있다.
0D CMC-ISR 모델은 복수화염구조 모델로 확장되었으
며, 각 화염그룹의 밀도가중 PDF 역시 독립적으로 정의된
다. 화염그룹 j에 속한 화학종 i의 Favre 평균 질량분율
 )과 연소실 내부에 존재하는 화학종 i의 전체질량
(
(  )은 각각 식 (38)과 (39)에 의해 계산된다.

   

(38)

  

(39)

 

















 

3. 해석결과 및 고찰

(37)

식 (36)에 포함된 상수 Csdr은 식 (36)와 (37)로부터 구할




은 시행착오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3.1 화염구조
연소실 내부 화학종의 질량은 식 (39)와 같이 계산되며,
Fig. 2는 case 6의 크랭크각이 18.3 °ATDC 일 때, 화염구
조를 나타낸다.  -공간에서 조건평균 온도는 stoichiometric 혼합분율 부근에서 최대값을 나타내고, 연료와 산
화제 모두 이론과 부합하는 분포를 보여준다. 밀도가중
PDF의 경우 그래프가 부드러운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전체 분무영역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분
무영역의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보다 부드러운 밀도가중
PDF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multizone 분무 모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test engine
Displacement volume

396 cm3

Clearance volume

4 cm3

Stroke

8.45 cm

Bore

7.72 cm

Connecting rod

14.0 cm

Fueling system

Common rail

IVC

-146° ATDC

EVO

134° ATDC

2.5 화학반응모델
CMC 계산에 필요한 화학종들의 조건평균 반응률은
skeletal chemistry를 이용하여 CHEMKIN 서브루틴에 의
해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n-heptane의 반응 메커
니즘은 44개의 화학종에 대해 저온 및 고온에서의 반응을
모두 고려한 112개의 화학반응으로 구성되어 있고[9],
GRI 3.0[22]의 NOx 메커니즘이 추가되었다. 연료의 증발
과 공기와의 혼합과정 계산에서는 n-dodecane의 물성치
[17]를 사용하였다.

2.6 엔진규격 및 운전조건
Table 1과 2는 본 연구에서 모사된 엔진규격과 운전조
건을 나타낸다. Case 1-6의 운전 조건은 모두 동일한 엔진
속도(2500 rpm) 및 출력을 가지며, A/F와 EGR rate에 따
른 parametric study를 위한 조건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컴퓨터의 CPU는 Intel® Core™ i9-9900k (3.6
GHz) 모델이며 단일 코어를 사용하여 4회의 연료 분사 조
건에 대해 총 계산 시간이 평균 3분을 넘지 않는다. 화학반
응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획기적인 결과이
며 0D 해석의 정확성만 향상된다면 시스템 레벨 해석에서

Table 2. Engine operating conditions
CASE

1

2

3

4

5

6

A/F

18.7

20.0

21.4

22.7

24.0

25.5

EGR [%] 33.4

33.2

31.5

29.2

26.8

23.5

Table 3. Model constants
C1 (mixing)

1.5

C2 (mixing)

5.0 × 10-6

C3 (mixing)

0.38

C4 (CSDR)

1.5 × 10-5

C5 (CSDR)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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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ame structure and density weighted PDF,
  .

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D CFD에서 사용되는 β
-PDF 등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조건평균 스칼라소산율(CSDR)
CSDR은 실험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엔진에
대해 식(37)과 같은 모델의 직접적인 검증이 어렵다. 따라
서, 연소실 압력이나 배기물질의 질량을 실험값과 비교하
여 간접적으로 오차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모델 상수를 시
행착오적으로 선택하게 되며, 이 점이 3차원 CMC 해석과
연소모델 측면에서 달라진 점이다. 0D CMC 모델을 이용
한 유사차원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분무 및 연소모델에 포
함된 모델상수 보정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주어진 엔
진에 대해 동일한 모델상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
의 다양한 운전 조건에 대해 일관된 해석이 수행된다는 장
점이 있다.
Fig. 3(a)는 분사된 연료 분무와 기체가 혼합되는 과정에
서 시간에 따라 주어진 분무 영역의 혼합분율이 변화할
때, 전체 분무 영역 중 stoichiometric 혼합분율을 가지는
분무 영역에서의 CSDR 변화를 나타낸다. CSDR의 절대
값은 연료가 분사된 이후 짧은 시간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가 0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b)는  -공간에서

Fig. 3. The (a) temporal variation of conditional mean
scalar dissipation rate at stoichiometric mixture
fraction and (b) distribution of conditional mean
scalar dissipation rate with respect to mixture
fraction for case 6.

3.3 연소실 압력
Fig. 4는 0D 해석에 사용된 6개 운전 조건의 연소실 압력
에 대한 실험값과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으로서 해석결과
가 정성적·정량적 측면에서 모든 조건에 대해 실험값에 잘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Case 1의 경우 2번 째 분사 후

식 (36)에 의한 CSDR 분포를 나타내는데, 연소실 내부 압
력과 배기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은 바로 stoichio-

점화가 지연되며 계산된 압력이 실험값보다 낮게 나타나
는데, 0D CMC모델에서 점화지연은 CSDR과 저온 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포함한 CMC 계산의 영향을 받는다고

metric 혼합분율 부근의 CSDR 값이다. 그 이유는 stoichiometric 혼합분율 부근에서 연소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
조건평균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여, 화학종별 질량 계산

판단되며, 대부분의 열방출은 비예혼합 연소과정에서 발
생하기 때문에 multizone 분무 모델에 기반한 혼합계산 결
과인 밀도가중 PDF의 정확도가 압력 계산 결과에 더 큰 영

시 밀도가중 PDF도 혼합이 진행됨에 따라 stoichiometric
혼합분율 부근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향을 미친다. 모델 검증에 사용된 시험엔진의 운전 조건은
다단 분사를 채택하여 파일럿 분사를 2회 실행한 뒤 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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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and calculated pressure traces at different A/F and EGR rates.

사가 시작되며 이후 후분사를 1회 포함하여 총 4회의 연료
분사가 수행된다. 3번 째 연료분사가 시작되기 전 2회의

3.4 배기가스

파일럿 분사과정에서 형성된 연료공기 혼합영역은 점화
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연소 반응이 일어
나면서 압력 선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용하여 시간에 따른 개별 화학종의 생성량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Fig. 5는 case 6에 대해  -공간에서 시간에 따라
NO의 분포가 변화되는 과정을 4개의 크랭크각에 대하여

데, 현재의 복수화염 구조에서는 서로 다른 화염 구조 간
의 상호작용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또한, 모든 조건에 대해 후분사가 시작된 후 해석결과에
서 보여주는 3번 째 피크압력 형성 또한 현재 복수화염 모
델의 한계로 인식된다. 그러나 3차원 CFD와 달리 0D 해
석의 목적이 시스템 레벨 해석 측면에서 단기간에 총량 관
점의 빠른 해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는 현재 적용된 0D CMC모델의 일관된 해석
결과가 실용적인 면에서 기대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산 조건은 A/F 증가에 따른 parametric
study의 가능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도출된
압력 선도를 보았을 때 엔진 제원 및 형상과 운전 조건에
대한 정보만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0D 해석을 엔진성능 및
배기특성 예측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모델
개선 및 타 엔진에 대한 추가 검증을 통해 추후에 정확도
및 효율성에 대한 개선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0D CMC 모델은 n-heptane에 대한 상세화학반응을 채

나타내었다. Stoichiomeric 혼합분율은 약 0.062이며, 이
부근에서 평균적인 NO의 질량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혼합분율이 0.25보다 큰 영역에서는 NO의 질량
분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정도로 미미하여 나타내지 않았
다. Fig. 6(a)는 NOx의 총발생량을 크랭크각의 변화에 대
해 나타낸 것으로 두 번째 파일럿 분사 이후 NOx가 의미
있게 발생하다가 본분사 이후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후분
사 이후 최대값을 보인다. 이와 같은 시간에 대한 배기 물
질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상세화학반응을 채택한
장점이며 연소반응이 종료된 이후 평형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NOx의 감소 경향을 알 수 있다. 크랭크각이 120
°ATDC를 지나면서 NOx발생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밀도
가중 PDF의 영향이라고 파악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분무 모델 개선 및 정교한 상수보정이 요구된다.
Fig. 6(b)는 EVO에서 NOx의 총생성량에 대해 실험값
과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A/F증가에 따른 NOx 증가
를 정성적으로 잘 나타낸다. 또한, 정량적으로도 NOx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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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잘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압력 선도의
예측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국부적인
NOx발생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 0D 해석
의 한계이므로 공간에 대한 상세한 해석 결과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3D 해석을 수행해야만 한다. 0D CMC모델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CSDR에 대한 모델링인데, 배기물질
총량을 계산함에 있어 CSDR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디젤엔진의 성능 및 배기특성 예측을 위
해 수정된 분무 모델을 기반으로 CMC모델을 0D 해석에
Fig. 5. Conditional mean mass fraction of NO for
case 6.

적용하여 범용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아래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0D CMC모델을 통해 다양한 범위의 운전 조건에 대
한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연소실 압력
및 배기물질 생성량에 대한 정량적 해석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2) 주어진 엔진에 대한 최소한의 실험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을 보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엔진의 다양한 운
전 조건에 대한 parametric study가 가능하다.
3) 다중화염구조로 연료의 다단분사 과정을 모사할 수
있으나 압력 선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다.
4) CSDR모델의 물리적 기반이 취약한 부분과 밀도가
중 PDF 계산방식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상기에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분무모델 및
CSDR모델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며, 이
를 전제로 0D CMC모델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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