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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numerical analysis about optimal conditions of GDICI (gasoline direct

injection compression ignition) engine operation using intake preheating. Numerical

modeling was performed by using the KIVA-3V Release2 code integrated Chemkin

chemistry solverⅡ. For validation of numerical model,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a

single-cylinder engine. Throughout the numerical simulations under variable conditions,

the ranges of optimal conditions wer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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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효율이 비교적 높은 디젤엔진에 가솔린을 적

용하여 배기 배출물을 저감시키고 연료를 효율적

으로 사용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압축비가 높은 디젤엔진에서 가솔

린을 연소하여 연료의 열효율을 높이고 긴 착화

지연기간으로 인하여 혼합기 형성이 원활하기 때

문에 디젤연료에 비해 배기 배출물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Chemkin chemistry solverⅡ[1]가 연동된 KIV

A-3V Relase2 code [2]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단기통엔진실험을 동시에 수행하여

수치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연료분무

모델은 KH-RT (Kelvin-Helnmholtz – Rayleig

h-Taylor) [3] 모델을 사용하였고 연료연소과정

은 PRF (primary reference fuel) 메커니즘 [4]

을 적용하였다. 배기 배출물 중 NOx와 soot은

각각 Reduced GRI (Gas Research Institute) NO

x 메커니즘 [5] 과 2-step phenomenological 모

델 [6] 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단기통엔진

은 압축착화방식이고 배기량이 373.3cc이며 압축

비가 17.8이다. 엔진의 세부제원은 Table 1과 같

다.

Figure 1 은 실린더 내의 압력변화를 크랭크 각

도에 따라서 도시한 것이다. 실선은 단기통엔진

실험으로 취득한 데이터이고 점선은 수치해석을

통해서 취득한 데이터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

처럼 두 데이터의 경향이 거의 일치하였다. 다만

열발생률 선도에서 그 최고값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실험과 수치해석의 열발생률 취득방식에서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test engine

Description Specification

Type Single-cylinder DI engine

Bore×Stroke [mm] 75×84.5

Displacement

volume [cc]
373.3

Compression ratio 17.8

Valve type DOHC 4〫

Intake

valve

Open BTDC 8〫

Close ATDC 52〫

Exhaust

valve

Open BTDC 8〫

Close ATDC 38〫

Fuel injection

system
Bosch common-rail

Number of injection

hole
6

Nozzle hole

diameter [mm]
0.128

Spray angle [deg.]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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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cylinder pressure and heat release

rate of iso-oct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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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mount of soot emission on GDICI

engine

기인한 것이다. 수치해석 값은 분사된 연료가 연

소되면서 발생되는 열량을 합하여 계산된 것이고

실험값은 Glow plug 대신에 압력센서를 설치하

여 취득된 압력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열손실 및 기계적 손실을 고려하지 못하

게 된다. 이 때문에 수치해석의 열발생률 최고값

이 실험값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수치해석으로 취득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솔린의 압력선도를 살펴보면 착화가 다소 늦

고 압력상승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자착화

온도가 높은 가솔린은 흡기를 가열하여 공급하여

야 연소가 이루어지고 또한 혼합기가 원활히 형

성된 뒤에 착화가 이루어져 착화지연시간이 긴

특징을 나타내었다. 배기 배출물 중 NOx는 디젤

을 연소하였을 때보다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흡기 가열을 영향으로 분석된다. Soot은 디젤을

연소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는 원활한 혼합기 형성으로 soot형

성이 억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GDICI 엔진의 최적구동조건을 찾기 위

하여 흡기의 산소 농도와 연료의 분사시기를 변

수로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엔진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NOx와 soot의 생성량이 적으

면서 높은 IMEP (indicated mean effective pres

sure) 가 나타나는 두 구간이 나타났다. 그 중

하나는 산소농도가 13% 이상이고 연료 분사시기

가 25 B〫TDC ~ 5 B〫TDC 사이일 때이고 나머지

하나는 산소농도가 13% 이하이고 연료 분사시기

가 60 B〫TDC ~ 50 B〫TDC 사이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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