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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D 컴퓨터 시뮬레이션

오대산*
ㆍ이충훈†

1D Computer Simulation of Diesel Engine Intake Port Swirl Ratios
Considering the Fuel Injection Timing Range

Dae San Oh and Choong Hoon Lee

Key Words: Swirl ratio(스월비), Diesel engine(디젤엔진), Intake port(흡기포트), Direct injection(직접분사), Engine

speed (엔진속도)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alculate the swirl ratio of a diesel engine intake port by a 1D computer simulation under

actual engine operating conditions. The swirl ratio of the intake port was simulat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engine

spe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motoring without fuel injection. The swirl ratio of the intake port was simulat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crank angle during the four-cycle operation of intake, compression, expansion and exhaust. The swirl ratio

represented by the three regions of the piston, center and squish was simulated. Among the three regions, the piston-region

swirl ratio is important for effective air-fuel mixing in the engine cylinder.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during the simu-

lation that the piston swirl ratio before and after the compression top dead center (TDC) point when fuel is injected in the

DI diesel engine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ixing of air and fuel. It was desirable to set the average piston swirl

ratio over a crank angle section before and after compression TDC as the representative swirl ratio of the cylinder head

intake port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engine speed.

1. 서 론

디젤 엔진에서 연료와 공기의 혼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하나가 엔진 연소실 내의 스월 유동이

다. 스월 유동은 실린더 헤드 흡기 포트에 의해 생성된

다. 디젤 엔진에서는 피스톤이 상사점에 거의 도달하였

을 때 연료가 분사된다. 이 때 실린더 내로 흡입된 공기

는 압축되며, 흡입된 공기의 대부분은 피스톤 연소실에

서 강체 회전 운동 (solid body rotation)을 한다. 스월 유

동은 연료 제트를 접선 방향으로 편향 시키기 때문에 연

료와 공기 혼합이 촉진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Lee (1)가

스월 유동이 디젤 분무의 분산 특성을 가시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Hiroyasu 등(2,3), Klein-Douwell등(4) 은 디젤

엔진에서의 연료와 공기의 혼합 특성을 연구하였다. 

엔진 실린더 헤드 흡기 포트가 생성하는 스월 유동

강도는 흡기 포트 스월비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엔진 메이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월비 측정 방

법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실린더 내에 패들을 설치하여

회전수를 측정하는 방식(5)과, 패들 대신에 원통형 하니

컴 구조물을 설치하여 스월 

유동에 의한 접선 방향 운동량이 하니컴 구조물에 충

격을 가하게 되면 그 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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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2가지 스월값 측정 장치는 흡입 펌프를 이

용하여 공기를 정상 상태로 일정하게 흡입하는 조건에

서 스월값을 측정한다. 흡기 밸브와 마이크로미터를 어

댑터로 연결한 상태에서 밸브 리프트를 마이크로미터로

수동으로 조절하면서 여러 밸브 리프트 위치에서 각각의

스월값을 측정하고 이를 평균하여 실린더 헤드 흡기 포트

의 스월값을 결정한다. 이 밖에도 LDA(LASER Doppler

anemometer)(7-9), 열선유속계(10), 피토관 등을 이용하여 직

접 실린더 내의 선회 유속 패턴을 측정하여 스월비를 구

하는 방식이 있다. Bensler 등(11)은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방식을 사용하여 스월 유동을 측정하였다.

한편, 실제 엔진의 흡입 유동은 비정상 상태이기 때문

에, 위에서 언급한 2가지 방법에 의한 정상 유동 조건에

서 측정한 스월값은 실제 엔진의 스월 유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 엔진 흡입 유동 조건을 반영

하기 위해 Kim and Lee(12)는 밸브 리프트 조절을 직접

캠축을 회전 시키고 스월값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러나, Kim and Lee의 방법도 흡입 유동이 실제

피스톤 왕복 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흡입 펌프

를 사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엔진 운전 조건과

는 큰 차이가 있다. 실제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는 조건

에서 스월값 측정은 엔진 내에 광학 윈도우를 설치하고

PIV 방식을 사용하여 이루진 바가 있다(13). 그러나, 이러

한 PIV 방식은 실제 엔진 메이커에서 적용하기에는 장

치가 복잡하고 측정이 매우 어렵다. 

실제 엔진 운전 조건에서 스월비를 직접 측정하는 것

은 어렵기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엔진 흡기 포

트의 스월비를 계산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로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방법에 의한 스월 유동

시뮬레이션은 흡기 포트의 형상을 고려한 3-D mesh에

대해 수행되었다(14-16). 그러나, 3D CFD에 의한 흡기 포

트 스월비 시뮬레이션 방법도 포트의 메시 생성과 CFD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1D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다. Dembinski

와 Ångström(13)은 1-D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흡기

포트의 스월비 계산을 하였다. Dembinski와 Ångström

연구는 매우 제한된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흡기 포트의

스월비를 계산하였다. 엔진 흡기 포트의 스월비 측정 또

는 CFD 시뮬레이션은 특정한 몇개의 조건에 대해서 연

구가 이루어졌다. 엔진 실제 운전 조건에서 특히, 엔진

회전 속도 변화에 따른 스월비 특성은 엔진 성능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친다. 엔진 속도 변화에 따른 엔진 스월

비 특성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GT-Power®를 사용하여 다양한 엔진 속도

조건에서 크랭크 각도 변화에 따른 엔진 스월비 변화를

1D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연료-공기의 신속한

혼합에 있어서 스월 유동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 엔진에서의 연료 분사 기간 동안 평균

스월비를 계산하였다.

2. 컴퓨터 시뮬레이션

GT-Power 에 의한 엔진 흡입 공기 유동 1D 시뮬레이

션은 실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실린더 헤드 흡기 포트에 의해 실린더 내에 생

성되는 스월유동의 1D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한 모델

형상은 Morel과 Keribar(18)의 것을 사용하였다. Morel과

Keribar 는 실린더 내의 유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계

산 영역을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3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였다. 축대칭인 3개의 영역은 연소실에 대응하는

piston region, 연소실 윗쪽 영역인 center region 그리고

피스톤 크라운(piston crown) 위쪽의 squish reg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3개의 유동 영역에서의 스월을

구하기 위해 각각의 region의 각 운동량(angular momen-

tum) 에 대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 3개 영역에서

의 유동은 각각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는 것을 가정하

였다 (solid body rotation). 식 (1)은 각각의 region에 대

해 스월을 계산하는 식을 나타낸 것으로, Morel과 Ker-

ibar(18)의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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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three simulation regions
in a cylinder. Roman numbers refer to flow region;
Arabic numbers refer to the elementary surfaces
bounding thos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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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 : 시뮬레이션 영역 

i : 이웃 영역

ij : 영역 경계를 가로 지르는 흐름 방향에 따라 아래

첨자가 i 또는 j 인 상황

vis : 밸브 시트에서의 isentropic velocity

CT : intake swirl coefficient (19)

B : bore

본 연구에서 사용한 GT-Power 시뮬레이션 대상 직분

식 디젤 엔진은 단기통으로 주요 사양은 Table 1에 요약

하였다. 연료 분사 없이 모터링 (motoring) 운전 조건으

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엔진 회전수 변화에 따른 스월값

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엔진 회전수를 최저

500 rpm에서 최고 3500 rpm까지 변화시켰다. 3개의 영

역에서의 스월값 변화를 크랭크 각도를 1°씩 변화시키

면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디젤 엔진의 연료 분사 기간이

압축 스트로크 15°BTDC 로부터 팽창 스토로크 15°

ATDC 인 것을 반영한 평균 스월비를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검토

Fig. 2는 엔진 크랭크 각도 변화에 따른 흡입 공기량

(IMF), 배기 가스량(EMF)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

다. 흡기 밸브 리프트(IVL) 그리고 배기 밸브 리프트

(EVL)를 함께 나타내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엔진 속

도는 500, 1500, 2500, 3500 rpm이다. 크랭크 각도 0°는

압축 상사점 (TDC)이며, 360°는 배기 상사점이다. 압축

TDC를 기준으로 하여 115°BTDC–125°ATDC 구간에서

는 흡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 있고 연료가 분사되지 않

기때문에 실린더 내의 전체 공기량은 일정한 값을 유지

r̃j
2

Ij mj⁄=

Mintake

CTvisB

2
---------------=

Udif

k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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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Table 1 Diesel engine specifications for the 1D simula-
tion and abbreviations

Bore (mm) 100

Stroke (mm) 100

Connecting rod length (mm) 220

Compression ratio 16.5

TDC clearance (mm) 0.5

Abbreviations
IMF: intake mass flow rate
EMF: exhaust mass flow rate
IVL: intake valve lift
EVL: exhaust valve lfit

L : 0.1B
lm : mixing length
k : kinetic energy

Fig. 2 Mass flow rate simulation results with the engine
speeds

Fig. 3. Piston swirl ratio with the engin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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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머지 크랭크 각도 구간에서는 배기 밸브 및 흡

기 밸브 리프트에 따라서 흡입 공기량이 변함을 알 수

있다. 엔진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EMF와 IMF가 증

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s. 3-5는 3개의 영역(그림 Fig. 1 참조) 에서의 스월

비 시뮬레이션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스월

비는 무차원수로 각각의 시뮬레이션 영역에서의 공기의

회전 속도를 시뮬레이션 엔진 회전수로 나눈 결과이다.

시뮬레이션 대상 엔진 회전 속도는 500, 1500, 2500,

3500 rpm이다. 3개의 영역에서의 스월비는 크랭크 각도

변화에 대해서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개

의 영역에서의 스월비는 압축상사점 5°(5°BTDC) 근처

와 IVL max(크랭크 각도 500°) 근처에서 피크값을 보이

고 있다. 엔진 속도가 증가하면 모든 크랭크 각도 구간

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대부분의 엔진 메이커에서 사용하고 있는 흡기

유동 정상 상태에서의 스월비 측정법(5,6)에서는 흡기밸

브 리프트를 0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최대의 리프트가 되는 구간까지 흡기

포트 스월비를 측정하여 평균한다. Figs. 3-5의 크랭크

각도로는 333°(IVLmin=0 mm)~460°(IVLmax=10.1 mm)

구간이다. 이 크랭크 각도 구간에서의 스월비 커브는 엔

진 속도 변화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크랭

크 각도 333°~460°구간에서는 실제 연료 분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스월비 특성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대부분의 디젤 엔진에서 메인 연료 분사 기간은 압축

상사점 전후 15°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스월비가

연료 공기 혼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압축 상사점 전후

에서의 3개의 영역에서의 스월비 값은 엔진 회전 속도

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압축 상사점 전

후의 크랭크 각도 구간에서 엔진 속도가 증가할수록 엔

진 스월비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흡기 포트가 특정 엔진 회진 속도에서만 최적의 연

료 혼합 특성을 나타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모

든 엔진 속도에서의 최적 스월비를 구현하려면 스월비

가변화 필요함을 의미한다. 

Figs. 6-9 각각은 엔진 속도 500, 1500, 2500, 3500 rpm

Fig. 4. Center swirl ratio with the engine speed

Fig. 5. Squish swirl ratio with the engine speed

Fig. 6 Comparison of the swirl ratios of the three regions
at the engine speed of 5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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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개 영역의 스월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s.

3-5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Piston region과 center region의 스월비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Squish region의 스월비는 크랭크 각도 -

100°~150°구간에서 piston region과 center region의 그것

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였다. 이것은 압축 상사점

전후에서는 스퀴스유동(squish flow)의 강도가 증대되면

서 스월 유동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Fig. 10은 압축 상사점 전후에서의 피스톤 위치를 나

타내었다. TDC 전후의 7개 솔리드 원형 심볼(solid cir-

cle symbol)은 15°BTDC‘15°ATDC구간에서 크랭크 각도

5°간격으로 피스톤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분식 디젤 엔진의 연료 분사 구간은 15°BTDC~

15°ATDC 걸쳐 있다. 이 연료 분사 구간에서의 피스톤

위치는 상사점으로부터 0~2.085 mm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5°BTDC~15°ATDC 에서는 피스톤이 거의

상사점에 매우 가깝다. 피스톤이 상사점에 가깝기 때문

에 3개의 region 스월비 중 piston region의 스월비가 연

료 공기 혼합 관점에서 보면 특히 중요하다. Fig. 11은

15°BTDC~15°ATDC 구간에서의 piston 스월비를 나타

내었다. 엔진 속도를 500 rpm에서 3500 rpm까지 500

rpm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piston 스월비를 시뮬레이

Fig. 7 Comparison of the swirl ratios of the three regions
at the engine speed of 1500 rpm

Fig. 8 Comparison of the swirl ratios of the three regions
at the engine speed of 2500 rpm

Fig. 9 Comparison of the swirl ratios of the three regions
at the engine speed of 3500 rpm

Fig. 10. Piston positions from the 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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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하였다. 엔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월비가 전체

적으로 증가하였다. 엔진 속도가 고속에 가까워질수록

piston swirl비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12는 각각의 엔진 회전수 조건에서 15°BTDC~

15°ATDC 구간의 piston region 스월비를 평균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즉, Fig. 11의 그래프에 나타낸 각각의

엔진 회전수에서의 piston region 스월비 커브를 평균한

것이다. Fig. 12에 나타낸 곡선의 기울기가 저속에서는

가파르고 엔진 회전수가 증가하면서 점점 완만하게 변

하였다.

4. 결 론

엔진 모터링 운전 조건에서 엔진 속도 변화에 따른 3

개 영역의 디젤 엔진 흡기 포트 스월비를 1D 컴퓨터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엔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압축 상사점 전후에서

의 piston region 및 center region 스월비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따라서, 엔진 속도 변화에 따른 압축 상사

점 전후에서의 piston region 및 center region 스월비 특

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안하였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piston region 및 center

region 스월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보였다. 

(2) 엔진 공기 흡입 구간에서의 piston region 및 center

region 스월비는 엔진 속도 변화에 대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3) 직분식 디젤 엔진의 메인 연료 분사 기간에 해당

하는 압축 상사점 전후 구간에서의 piston region 평균

스월비는 엔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엔진 속도가 고속 영역에 가까워질수록 piston

region 평균 스월비 증가하는 기울기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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