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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ree-dimensional two-phase large eddy simulation(LES) has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breakup and atomization of liquid jets such as a diesel jet in parallel flow

and water jet in cross flow. Gas-liquid two-phase flow was solved by a combined model of

Eulerian for gas flow and Lagrangian for a liquid jet. Two stochastic breakup models were

implemented to simulate the liquid column and droplet breakup process. The penetration

depth and SMD(Sauter Mean Diameter) were analyzed, which was comparable with the

experimental data.

초 록

난류 유동장으로 분사되는 두가지 형태의 액체 제트 (수평분사는 디젤연료와 수직분사는 

물)의 액주 분열과 미립화 현상에 관한 이상(Two-phase) 유동에 대해 3차원 LES 수치해석

을 수행하였다. 기체상태의 공기 유동은 오일러리안 해법을 사용하고, 액체 제트의 액적 추

적은 라그랑지안 해법을 사용하여 기체-액체간 이상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두 종류의 확

률론적 분열 모델(Stochastic breakup model)을 사용하여 액적 분열을 모사하였으며, 액체제

트의 침투깊이와 액적 분포(Sauter Mean Diameter)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미세하게 분열

되는 액체 제트의 분열 현상에 대해 확률론적 분열 모델링의 적합성을 제시하였다.

Key Words : Liquid column breakup(액주분열), Stochastic breakup model(확률론적 분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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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액체 연료의 직접 분사 방식으로 구동되는 추

진기관(가스터빈, 램제트, 자동차 엔진 등)은 연

료의 미립화(atomization)와 공기-연료 혼합

(mixing)과 같은 연료 분무 특성에 의해 엔진의 

연소 특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속 추진기

관의 연료 미립화와 공기-연료 혼합과정 실험은 

흡입 공기가 연소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짧

고, 액체 연료 분무 특성에 관한 정확한 계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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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 Time

 : Density

 : Spatial coordinate

 : Velocity

 : Pressure

 : Temperature

 : Specific Total Energy

 : Heat Flux vector

 : Viscous Stress Tensor

 : Nonlinearity of Viscous

Stress Term

  : Energy Flux

 : Viscous Work

 : Mixture Fraction

 : Conserved Scalar Flux

 : Kronecker Delta

 : Model Coefficient

∆ : Grid Size

 : Strain Rate




: Subgrid Stress

 : Subtest Stress

 : Resolved Turbulent stress

 : Child droplet radius

 : Parent droplet radius

 : Normalized breakup time

 : Breakup time

 :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 : 1st spectrum moment

〈〉 : 2nd spectrum moment

 ,  : Normalized droplet radius

 : Normalized droplet diameter

 : Rate of dissipation of

kinetic energy

 : Value of the empirical

constant

Superscripts

 : Time Average

 : Favre Average

 : Subgrid-scale

Subscripts

 : Liquid-phase

 : Gas-phase

   : Spatial coordinate index

 : Species index

어려움과 비정상(unsteady)성으로 인해, 매우 높

은 난이도와 고비용의 실험을 필요로 하여, 그 

대안으로 기상-액상 이상 유동(two phase flow)

에 관한 수치적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상유

동의 해석은 1980 년대 이후 개발된 다수의 실

험적 분무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O’Rourke[1]는 액적 분열에서 스프링-질량 시

스템으로 가정한 TAB(Taylor Analogy Breakup)

모델을 제안하였다. Ibrahim[2]은 TAB 모델에서 

액적 변형 효과를 추가한 DDB(Droplet

Deformation and Breakup)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Reitz[3]는 액체-기체의 상대속도에 의해 

발생된  Kelvin-Helmholtz 불안정성에 대한 KH

모델을 개발하여 1차 분열과 2차 분열에 적용하

였다. KH 모델과 2차 분열을 모사하는 

Rayleigh-Taylor(RT) 모델을 추가한 KH-RT 모

델도 제안되었다[4]. Wang[5]은 평판에서의 액체 

제트 분사에 대해서 LES SGS(Subgrid-Scale)의 

대수(Algebraic) 모델에 공간 4차와 KH 분열 모

델을 적용했고, Yang[6]은 사각덕트 내 스프레이 

분사에 대한 KH-RT모델을 LES SGS 대수모델

에 적용하였으며, Yoo[7]는 KH-RT모델을 LES

SGS 동적(Dynamic)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의 

소개된 분열모델이 미세하게 미립화되는 분열을 

모사하는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확률론적 분

열(Stochastic breakup model)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8-17].

본 연구에서는 유동장에 평행 분사와 수직 분

사의 분열 현상에 관한 LES를 수행하였으며, 두 

가지 확률론적 분열 모델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다상유동의 수치해석을 위하여 기

상(Gas phase)에 대해서는 Eulerian, 액상

(Liquid phase)에 대해서는 Lagrangian 해석기

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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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2.1 수치해석기법

지배 방정식은 직교좌표계의 질량, 운동량, 에

너지 보존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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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기법은 계산격자에 의해 포획 가능한 크

기와 모델링 되어야 하는 크기를 구분하기 위해 

지배방정식의 분해와 필터링(Filtering) 과정이 

필요하며, 필터링은 유한체적법에서 정의된 셀

(cell) 평균 기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필터 

크기는 셀 부피의 1/3승이다.

지배 방정식의 분해는 Favre-averaging 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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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첨자 SGS는 아격자 스케일 모델

(subgrid-scale model)을 의미한다. 아격자 응력 

텐서를 모사하기 위해 동적(Dynamic)

Smagorinsky 모델[18]을 적용했다.

Gorokhovski et al. 의 확률론적 분열 모델

[8-12]은 모액적으로 부터 분열된 자액적의 개수

가 모액적의 크기에만 의존한다는 실험적 분석

에 의해 Fokker-Planck 차분 방정식으로 유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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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분열 시간 에 대해 정규화된 

시간이고,  는   ln  에 대한 누

적분포함수이다. 확률론적 분열 모델에서의 분

열 파라미터는 〈〉
∞


 , 〈〉
∞


 

이고, 각각 1차, 2차의 분열 강도 스펙트럼 모멘

트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논문[8]에서 

사용된 기본 값인 〈〉  , 〈〉 
를 사용했다.

모액적의 반경에 대한 로그분포인 초기 델타

함수는 정상상태 분포를 따른다면 Fokker

-Planck 방정식은 다음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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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적 분열은 액적의 수명이 분열 시간을 초과

할 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분열 시간은 액적

의 고유 주파수와 액체-기체의 상대 속도 변동

으로 인한 액적 표면의 불안정성과 관계하고 다

음과 같다.

 








(9)

반면에 Jones et al. 의 확률론적 분열 모델

[13-17]은 추정된 두 액적의 분열 메커니즘

(Presumed binary breakup mechanism)에 의해 

분열 후의 자액적의 크기를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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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min  
,

  
 이다.

2.2 계산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산 영역은 Fig. 1과 같

이 폭(W) 28.9 mm, 높이(H) 25.8 mm, 그리고

Fig. 1. Schematics of boundary conditions

and gri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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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30 mm의 3차원 사각 덕트이다. 선행 연

구[19] 에서 약 330만 개의 격자로 난류 운동 에

너지의 Frequency spectra를 수행했고, 격자의 

개수가 적절함을 파악했다. 또한 계산의 효율을 

위해 총 132개의 다중블록을 사용하여 MPI

(Massage Passing Interface) 병렬연산 기법을 

적용하였다.

평행분사와 수직 분사의 계산 조건은 실험데

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택하였다. 평행분사는 공

기에 디젤을 고압 분사하여 액체 제트의 침투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수직분사는 빠른 유속(125

Case
Injection

Method



(MPa)



(m/s)

 

(m/s)
Liquid

1 Parallel 10.0 0.1 102.0 Diesel

2 Vertical 0.1 125.0 12.5 Water

Table 1. Computational conditions

t=0.1

t=0.4

t=0.7

t=1.0

Fig. 2. The breakup and atomization of a jet in
parallel flow using Jones et al. model

m/sec)의 공기속으로 수직으로 물을 분사하여 

제트의 침투 깊이와 분열을 관찰하였다. 자세한 

계산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두가지 경우에 대

하여 Gorokhovski et al. 와 Jones et al. 의 확률

론적 분열 모델을 적용하였다.

2.3 계산 결과

2.3.1 수평 분사

Figure 2, 3은 액체 디젤 제트의 평행분사에 

대하여 두가지의 확률론적 분열 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도시한 모습이다. 액주(liquid column)에

서 1차 분열로 떨어져 나온 액적들이 후류로 갈

수록 더 작은 액적들로 2차 분열되는 것을 알 

수있다. Gorokhovski et al. 모델이 Jones et al.

모델보다 분열이 더 잘되어 액적의 관성이 작아

져 액체 제트의 공기 내 침투 속도가 작은 반면

에 작은 액적들은 분산이 넓게 퍼짐을 알 수 있

다. Fig. 4, 5는 액체 제트가 분사됨에 따라 액체

t=0.1

t=0.4

t=0.7

t=1.0

Fig. 3. The breakup and atomization of a jet
in parallel flow using Gorokhovski et

al. model



第 45 卷 第 6 號, 2017. 6. LES 해석에서 액체제트의 분열에 대한 확률론적 분열 모델링 비교 451

t=0.1

t=0.4

t=0.7

t=1.0

t=0.1

t=0.4

t=0.7

t=1.0

Fig. 4. The breakup and atomization of a jet
in parallel flow using Jones et al.

model

Fig. 5. The breakup and atomization of a
jet in parallel flow using Gorokhovski

et al. model

제트 주위의 유동장(유속)이 변화되는 모습을 나

타낸다. 액적의 입자 직경(m)을 표시한 색범례

(color legend)는 Figs. 2, 3과 같다. 따라서 그림

에서 나타난 제트의 축방향으로 길게 뻗어진 빨

강색은 기체의 빠른 유속을 의미하며, 액체 제

트의 분사로 인하여 주위 기체 유속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Fig. 6은 평행 분사에서의 침투깊이 

결과를 실험값[20]과 비교한 그래프이다. Jones

et al. 모델의 결과는 실험값보다 높은데 이는 

액적의 분열이 잘 되지 않음에 따라 입자의 관

성이 커져서 침투 깊이와 침투 속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Gorokhovski et al. 모델은 실

험과 침투깊이가 유사하므로 액적의 분열 현상

이 실험과 유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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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penetration depth of a jet in

parallel flow

2.3.2 수직 분사

Figure 7은 수평으로 흐르는 유동에 물을 수

직으로 분사했을 때에 두가지의 확률론적 분열 

모델을 적용한 결과로써 액체 제트가 분열되는 

Fig. 7. The breakup and atomization of a

jet in cross flow

현상을 스냅샷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수평으로 

흐르는 공기의 유속과 간섭으로 인하여 수직으

로 분사되는 액체 제트의 액주가 유동방향으로 

휘어지면서 1차 분열 후 더 작은 액적들로 2차 

분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량화하기 위

하여 침투깊이를 분석하였다. Fig. 8은 수직 분

사에서 각 분열모델의 침투깊이 결과를 

Stenzler[21], Wu[22], Mashayek[23]의 실험식과 

비교한 그래프이다. 침투 깊이 측면에서는 두 

모델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침투 깊

이 실험식이 큰 입자를 추적한 것이므로 입자의 

분산 (즉 큰 입자 주위에 2차 분열된 작은 입자

가 분포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Gorokhovski et

al. 모델이 실험 결과와 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Gorokhovski et al. 모델이 Jones et

al. 모델보다 침투 깊이가 좀 더 크다는 것은 액

적 분열이 적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는 수평분사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Fig. 8. The penetration depth of a jet in

cross flow

(a) (b) (c)

Fig. 9. SMD distribution on the y-z plane at

x/d = 100 (a) Stenzler’s experimental
data (b) Jones et al. model (c)

Gorokhovski et 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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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y-z의 단면

의 시간 평균된 SMD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9) Jones et al. 모델이 더 빠르게 분열되어 

입도가 Gorokhovski et al. 모델과 실험결과 보

다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Jones et al. 모델은 

입도 분포가 전반적으로 매우 작고 고르게 분포

된 반면에  Gorokhovski et al. 모델은 실험과 

좀 더 유사하다. 그러나 수평 분사와 수직 분사

에서 두 모델의 분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Ⅲ. 결 론

두 가지 확률론적 분열 모델을 3차원 LES 수

치해석에 적용하여 평행분사와 수직분사의 침투

깊이와 SMD 등을 조사하였다. 액체 제트의 활

발한 분열은 전반적으로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

하게 수치적 모사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평행분사에서는 Jones et al. 모델보다 

Gorokhovski et al. 모델에서 분열이 더 잘 일어

났으며, 활발한 분열은 액적의 관성이 작아짐으

로 인해 침투깊이 또한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

은 Gorokhovski et al. 의 분열 모델이 Jones et

al. 분열 모델보다 더 실험결과와 유사하였다.

수직분사에서의 액적 분열 강도는 Jones et

al. 모델보다 Gorokhovski et al. 모델의 경우가 

더 작았으며, 이에 따라 Gorokhovski et al. 모

델의 침투깊이와 SMD가 Jones et al. 모델의 경

우보다 더 컸다. 특히 수직분사에서의 액체 제

트의 침투깊이는 수평분사의 경우와는 달리 두 

모델 (Jones et al. 모델과 Gorokhovski et al. 모

델) 모두 실험결과와 유사하였지만, SMD의 분

포 측면에서는 즉 2차 분열된 액적의 입도 크기

와 입도 분포에 있어서 Gorokhovski et al. 모델

이 실험과 더욱 유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률론적 분열모델이 미세

한 입자로 분열되는 액체제트의 분열 모델에 적

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평 분사

와 수직 분사에서 두 모델의 분열입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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