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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reduce NOx and Soot emissions simultaneously , characteristics of diesel spray and combustion were investigated by 
numerical simulation with StarCD in this paper. This work focuses on effect of  Spin Injection. A simulation model of combustion , 
spray and emissions is developed for heavy duty marine diesel engine application. Simulation is performed with change of spray angle 
between first and second directions at fixed engine speed, injection timing, injection duration and etc. The results show that Spin Spray 
Injection method can reduce NOx emission.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1st injection considerably interfere with 2nd injectio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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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TDC : Top-dead-Center
BDC : Bottom-deas-Center
SOI : Start-of-Injection
sfc : Specific fuel consumption

1. 서 론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하여 높은 압축

비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높은 열효율을 가지고 

있어서 대형 트럭이나 선박 등의 운송용은 물론 

중장비의 동력원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디젤 엔진은 이러한  우수한 성능에도 불

구하고 연소 과정 중에 발생하는 NOx, Soot 등의 

유해 배기가스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에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국제 배출

가스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저감에 관한 연구는 이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

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높은 압축비에서 

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소가 고온 고압에서 

일어난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더 많은 NOx와 Soot을 발

생한다.  그리고 NOx는 고온생성물이고 Soot는 

연소과정에 발생하지만  고온에서 산화가 가능한 

물질이다.  이로 인해서 NOx를 저감하기 위한 

저온 연소기술(분사 지연, EGR 등)들을 디젤엔진

에 적용하면 Soot는 오히려 늘어나는 관계에 있

기 때문에 두 배기가스 모두를 저감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과제이다.  
  지금까지 NOx와 Soot의 동시 저감을 위해서 

Muliple Injection1),  홀직경변화2), EGR3) 등 다양

한 방법이 수행되었다.  
  Michael J. Bergin4)은 주어진 디젤 엔진을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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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Micro-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였다.  
엔진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Spin-Spray를 도입하

여 배기가스 배출물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Michael J. Bergin은 엔진 최적화에 분사

속도, 분사시기, 홀 직경 등을 파라미터로 이용하

였다.  
  본 연구 목적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StarCD를 

이용하여 Spin-Spray가 배기가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2.1 모델의 구성

  본 연구에서의 수행되어진 NOx 모델은 

Extended Zeldovich mechanism이며 

O N2 NO N
N O2 NO O
N OH NO H 

로표현할 수 있으며 온도 및 시간에 의존성이 크

다.  
  Soot 모델은 Detailed kinetic 모델로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대표적인 서브

모델은 Table 1 에 제시되었다. 

 Table 1 Simulation Model

ɛ 

2.2 시뮬레이션 엔진 및 파라미터

Table 2  Simulation engine condition

Engine Speed 1200 rmp
Engine Load 100%
Intake type Turbo charger

Spray Angle 72.5°
SOI BDC7°

Injection duration 30°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엔진은 선박

의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엔진으로 4행정 사이클

로 작동된다. 엔진의 제원과 운전 조건은 Table 
2 에 제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엔진의 

Spin-Spray가 실린더에서의 연소와 배기가스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 1분사와 제 2분사 방향의 

각도를 30°, 35°, 40° 로 바꾸어가며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Spin-Spray의 효과를 얻기 위해

서 제 1분사는 기준 엔진보다 SOI를 3° 앞당겼고 

제 2 분사는 기준보다 SOI을 4° 지연시켰다.  시
뮬레이션에서 제 1분사와 제 2분사가 동시에 진

행되는 구간은 16°이다.  

Table 3 Simulation parameter
α β



Fig. 2 Simulation mesh at BDC

Fig. 3 Pressure and heat release rate

2.3 시뮬레이션 메시

 
  본 연구에서는 제 1 분사와 제 2 분사의 화염 

간섭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

문에 풀모델을 사용하지 않았고 2개의 홀을 포함

하는 영역인 90° 섹터 메시 모델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제 1분사는 고정시키고 제 분사

의 각도를 변화시켜가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엔진의 무빙을 고려하기 위해 

StarCD 의 팩키지 소프트웨어진 es_ice를 사용하

였다.    

3. 시뮬레이션

3.1 압력 및 열발생율

  
  압력 및 열발생율은 모든 경우에서 TDC 근방

에서는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는 모델보다 높게 

나온것을 Fig. 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압력이 기준보다 높은 이유는 제 1분사시기를 3° 
앞당겼기 때문에 점화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이

다.  1 ~ 4까지의 경우에서는 두 홀 사이의 각도

가 좁아질수록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각도가 좁아질수록 제 2분사의 스프레

이가 상대적으로 산소농도가 적은 구역에서 연소

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 5에서는 

TDC 근방의 압력이 기준압력보다 높을 뿐만 아

니라 이후의 압력은 기준 압력과 비슷한 선도를 

그린다.  이는 제 2분사가 제 1분사의 영향을 받

아 상대적으로 고온 지역에 분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초기 연소가 쉽게 이루어 

졌고, 두 분사간의 유동이 조합되어 회전 유동을 

유발하고 이 회전 유동은 연료 공기의 혼합을 촉

진 시켰기 때문이다. 

3.2 NO 발생량

  Fig. 4를 보면 1 ~ 4까지의 경우에서는 두 홀 

사이의 각도가 좁아질수록 실린더 내 NO 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경우 5에서는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우 5에서는 압력선도에

서 예상 할 수 있듯이 TDC 근처의 높은 압력과 

기준 엔진과 거의 동일한 고온 고압의 조건 때문

에 NO 발생량이 2.5%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엔진에서 스

핀스프레이 분사를 이용하여 sfc와 NO 저감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3 Soot 발생량

  Fig. 5에서는 Soot 를 크랭크 각도 별로 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경

우에서 Soot 발생량은 기준엔진보다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2 분사타이밍이 기준 분

사보다 지연이 일어난 효과를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경우 

1~5 까지는 실린더 내 분위기 온도에 따라서 경

우 4, 3, 2, 1, 5의 순서로 배출량이 많은 것을 확



인하였다.  디젤 엔진에서 Soot의 배출량을 줄이

려면 연료의 연소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유리하

다.  그러나 경우 5에서는 제 2 분사가 지연된 

다른 경우들보다 고온 분위기로 인하여 Soot 발
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 하였다. 

3. 결론

  디젤 엔진에서 홀 간 분사각도를 달라짐에 따

라서 연소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실린더 

내 압력과 배기가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 보았다.
  

(1) 상호 인접한 홀 간의 각도가 변화하면 제 

2분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온도와 산소 농도

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연소 특성이 달라짐

을 확인하였다.   인접 홀 간의 각도가 가까

워질수록 실린더 내 압력이 떨어지다가 20°가 

되는 시점에서는 기준 엔진 압력 선도에 가까

워지는 특징을 보았다.  

(2) 경우 5에서는 제 2분사의 지연으로 전체

적인 분사지연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TDC 근방에서의 초기 압력이 기준 압력

보다 더 높고 ATDC 10° 이후에는 거의 비슷

한 선도를 나타내었다.  TDC 근방에서 압력

이 기준 압력보다 높았지만 NO 발생량의 증

가는 2.5%에 불과하였다.  

(3) Soot의 발생량은 분사가 빨리 끝난 기준 

분사가 가장 적었다.  분사가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화염간의 간섭을 유도하면 Soot의 발

생량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제 1,2 분사간의 화염

간섭을 통한 분사 시스템이 최적화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분사시기, 분사량, 분사타이밍 

들 다양한 파라미터를 변화시켜가며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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