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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은 엔진에 비해 높은 열효율 때문SI
에 주목받고 있으나 배기가스 특히 와 의NOx PM
동시저감이 문제가 되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디젤엔진도 고압분사계에 전자제어가 결합된

시스템이 도입되어 엔진회전수에Common Rail
관계없이 분사압력 분사시기 분사기간 분사율, , ,
을 엔진의 운전조건에 따라 최적화하는 것이 가

능하여 저속구간에서 토크향상 분사를 통한Pilot
및 소음저감과 고압분사에 의한 저감이NOx PM

가능해졌다 최근 주 분사 전에 소량의 연료를.
분사하여 주 분사 연료의 급격한 연소를 방지하

는 파일럿 분사기술이 디젤엔진에 적용되고 있

다.
Dec1), Kosaka2) 등에 의해 발표된 연구는 NOx

와 배출물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당량비와soot ,
디젤분무에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적절한 가스 혼합기에 좋은 연료 분포는 높은 배

기 배출물을 생성하는 연소 조건을 피하기 위하

여 필수적이다 이것은 긴 점화지연과 적당한 분.
무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파일럿 분사는 부분 연소를 이용하여 주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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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dimensional simulation has been carried out to be clear the role of initial combustion in a
marine diesel engines on reduction of NOx and soot emissions by different pilot injection condition.
Pilot injection can shorten the ignition delay, thus it reduces the premixed combustion phase. Since
most NOx is formed during premixed combustion, pilot injections is one of reliable strategies to
reduce the NOx. The formation of NOx consists of that formed by pilot injection and that formed by
main injection. The result explains that 25-3-75 among the pilot injection conditions is effective to
reduce the NOx, due to optimal combination pilot injection with main inj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combustion with pilot injection of the marine diesel engine on
reduction of exhaust emissions by examining the combustion process in a cylinder and to explore the
formation mechanism of NOx between pilot injection and main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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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화 지연을 줄여주어 착화가 효과적으로 일

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파일럿.
분사와 주 분사의 사이를 너무 짧게 하거 나 너

무 길게 하여 파일럿 연료가 연소가 되지 않는

경우 매연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3)

등Choi 4) 은 다단분사 및 배출물 저감에 관한 연

구로 함산소 연료를 다단 분사하였을 때의 배출

물 중 등의 저감효과를 분석하여P.M., NOx, CO
보고하였다 그리고 등. Papagiannakis 5) 은 직분식

디젤엔진의 가스 연료 연소를 디젤 파일럿 분사

로 연소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Tanaka
등6) 은 파일럿 분사가 연소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열발생 및 착화 지연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같이 감소와 연소 소음 감소. NOx
는 파일럿 분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이는.
주 분사의 점화 지연의 시간이 짧아질 수 있고,
초기 예혼합 연소의 양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을CFD
수행하였으며 선박용 디젤 엔진에, Common Rail
시스템을 적용하여 파일럿 분사를 통한 실린더

내 연소 특성을 살펴보고 파일럿 분사 시기의,
변화로 배기 배출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해석 모델2.

자발착화모델은 디젤엔진의 연소 초기에 일어

나는 자발착화 현상을 나타내는 모델로서 탄화수

소계 연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의 셀 모델을 사용하였고 연소 모델Halstead (shell) ,
은 디젤 엔진에서의 연소는 저온에서의 압축착화

이후 예혼합 연소와 확산 연소 과정으로 발전한

다 디젤 기관의 압축 착화과정은 가솔린 기관의.
현상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는 반응이knocking

므로 디젤 연소에 많이 쓰인 모델 중의 하나는

의 모델을 사Magnussen-Patterson eddy dissipation
용하였다 이 모델은 혼합 속도를 결정하는 난류.
시간 스케일과 연료 공기 연소 생성물의 농도, ,
중 최소값이 연소 속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모델에서 주배출물인 의 생성기구는NOx NO 3

가지로 구분되는데 대기 중의 질소가 산화되어,

7),8)

9),10)

11),12)

13)

Table 1 The models used in this analysis

발생하는 와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Thermal NO
질소 성분이 산화되어 발생하는 그리고Fuel NO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농한 영역에서 발생

하는 로 구분된다Prompt NO .
디젤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에 기인Thermal NO
하며 그 생성 기구는 에 의해Zeldovich mechanism
지배된다.

해석 조건3.

은 계산 모델에 사용된 계산 메쉬Fig. 1 (mesh)
형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를 사용하여 생성. es-ice
을 하였으며 크랭크 각도에 따라 움직이는 메쉬,

를 생성하여 실제 선박용 디젤 엔진과 똑(mesh)
같은 형상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전체 연소실 크기를 인젝터 분공,
개수만큼 로 분할한 계산 격자를 사용하였고1/8
대칭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일 때 격자의. TDC
형상은 과 같으며 계산격자개수의Fig.1 100,000
여개이다.

는 계산 모델을 사용하여 얻어진 시뮬레Fig. 2
이션 값을 실험값 및 를 통해 얻어진 값과Boot
비교를 하였다 착화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약간.
은 차이가 있지만은 계산값과 실험값은 거의 일

치하고 있다.

Fig. 1 Calculation meshes in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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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validation process of models used with
results of experiment and 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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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ass flow rate according to pilot
injection timing

은 본 논문에서 해석에 수행된 분사율이Fig. 3
다 파일럿 분사의 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주었으며 가지의 조건을 주었다, 3 . w/o

분사 조건은 의 분사량을 파일럿 분사pilot 100%
없이 이루어졌으며 는 의 분사량을, 25-3-75 25%
파일럿 분사에 이용하고 주 분사와 의 차이를, 3°
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는 의 파일. 25-10-75 25%
럿 분사량 그리고 의 주 분사량을 가지고 두75%
분사의 차이는 이다 가지 조건 모두의 분사10° . 3
량은 같다 파일럿 분사의 시기는 달라지지만 주.
분사의 분사 시기는 같다.

결과 및 고찰3.

분사의 특성3.1 Pilot

는 조건이 파일럿 분사가 없고 주 분사만Fig. 4

있는 연료농도 온도 의 분포를 보여, , NOx, soot
주고 있다 에서 연료 분사가 시작되는. BTDC 3°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료 분사가 진행이 되.
면서 지점에서 분무는 피스톤과 함께 충ATDC 5°
돌이 일어나고 있다 분무의 내부지점에서 농도.
가 짙은 것을 볼 있다 연료가 증발이 되는 연료.
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높은 온도가 나타나고 있

다 는 온도에 의한 의 생성으로. NOx Thermal NOx
온도가 높은 지점에서 많은 량이 나타나는NOx
것을 볼 수 있고 는 연료의 농도가 높은 지, soot
점에서 많은 양이 생성이 되며 특히 피스톤과,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높은 생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피스톤과의 충돌로 인한 연료의 급속.
한 냉각으로 말미암아 완전 연소되지 않은 부분

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이 생성된다soot .
는 조건 일 때에 나타나는 연료Fig. 5 25-3-75

농도와 온도 그리고 의 분포를 나타낸, NOx soot
다 파일럿 분사는 에서 시작이 된다. BTDC 11° .
그리고 주 분사는 에서 시작이 된다 그BTDC 4° .
림과 같이 에서는 파일럿 분사가 끝이BTDC 3°
나고 주 분사가 약간 진행된 상태이다 파일럿.
분사량은 주 분사에 비해 적은 양이기 때문에 농

도도 적고 주위 공기로 인한 증발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로 말미암아 연소도 활발하게 일어.
나게 있다 온도가 높은 상태에 있는 연료에 주.
분사가 뒤를 따라서 분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온도가 높은 부분에 낮은 온도의 연료가 분사

되므로 말미암아 약간의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는 디젤연소의 예혼합 연소로 말미암은.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N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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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distribution of fuel concentration,
temperature, NOx and soot without pilot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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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distribution of fuel concentration,
temperature, NOx and soot with 25-3-75

그리고 파일럿 분사로 말미암아 주 분사의 점

화 지연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파일럿.
분사로 말미암아 나 가 더 빨리 생성이NOx soot
된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의 생성이 더. NOx
적어진다.

은 조건 일 때에 나타나는 연료Fig. 6 25-10-75
농도와 온도 그리고 의 분포를 나타낸, NOx soot
다 파일럿 분사는 부터 시작이 된다. BTDC 18° .
주 분사의 시작의 위 조건과 같다 파일럿 분사.
는 에서 대부분의 분사가 다 이루어진BTDC 11°
것을 볼 수 있다 분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
공기와 혼합이 이루어져 고온의 연소가 이루어지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피스톤이 상승을 하면서,
유동이 위 부분으로 상승하면서 온도 분포 또한

분무 진행 방향보다 약간 위로 상승되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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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distribution of fuel concentration,
temperature, NOx and soot with 25-10-75

파일럿 분사로 인한 고온부분에서 많은 가NOx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 분사가 이루어지.
면서 온도가 다시 상승하고 와 가 다시, NOx soot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압력과 열발출량의 영향3.2

은 파일럿 분사 조건으로 말미암은 실린Fig. 7
더 내 압력변화와 열방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10°
의 파일럿 분사 조건을 주었을 때 실린더 내의,
압력 상승을 일으키며 점화 지연도 짧아지게 된

다 이는 파일럿 분사로 인하여 실린더 내부가.
먼저 예열된 상태에서 연료가 분사 되어 더욱 빨

리 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열방출량의 그.
래프를 보게 되면 에서의 파일럿 분사에서의10°
열방출량은 에서의 파일럿 분사보다 더 큰 값3°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에서 파일럿 분사된. 10°
연료는 분사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소가

이루어지는데 에서 분사된 파일럿 분사량은 분3°
사된 후 연소되면서 주 분사가 이루어져 많은 열

방출량을 막는다 그리고 에서의 열방출량은. 10°
두 개의 피크 를 보여주고 있다 파일럿 분(Peak) .
사 후 예열로 인한 주 분사 연료의 빠른 점화 때

문이다 주 분사가 같은 시간이 이루어졌다 해도.
파일럿 분사가 점화 지연이 짧은 것을 볼 수 있

다 파이럿 분사가 없는 조건에서 열방출량은.
부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TDC

다 이는 연료가 분사되고 점화 지연이 발생하여.
서 많은 양의 연료가 동시에 점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열방출량의 피크 도 가장 크다. (Peak) .

Fig. 7 The variation of pressure and heat release
rate with pilo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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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variation of NOx and temperature with
pilot conditions

온도와 의 영향3.3 NOx

은 파일럿 분사 조건으로 말미암은 실린Fig. 8
더 온도 및 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실린NOx .
더내 온도는 의 파일럿 분사 조건에서 가장10°
빠른 온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점차.
온도 상승은 줄어들고 파일럿이 없는 조건에서,
실린더 내에 최고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생성은 파일럿 조건 에서 가장 많은NOx 10°
생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초기 파일럿NOx .

분사로 말미암아 생성된 가 많은 양을 차지NOx
하고 있다 파일럿 분사의 활발한 연소로 말미암.
아 높은 온도가 발생하고 또한 많이 생성, NOx
이 된다 파일럿 조건 에서는 초기 파일럿 분사. 3°
로 말미암아 초기 온도가 빨리 상승이 되지만 이

후 온도는 낮아진다 온도가 상승될 때 약간의.
가 생성이 된다 그렇지만 조건에서처럼NOx . 10°

파일럿 분사가 된 후 충분히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 분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파일

럿 분사에 의한 는 많지 않다 그리고 주 분NOx .
사 양도 파일럿이 없는 조건보다 많지 않기 때문

에 온도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도 가장 적, NOx
게 생성이 된다 이런 파일럿 분사로 인하여 디.
젤 연소에서 예혼합 연소의 급격한 점화로 인한

생성량을 줄일 수 있다NOx .

결 론4.

선박용 디젤엔진에서 파일럿 조건에 따른 연소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실린더 내에 압력 및,
온도 배기 배출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파일럿 분사를 통하여서 실린더 내부 주 분(1)
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연소가 일어남으로 해

서 주 분사가 일어날 때 실린더 내부가 예열

된 상태가 되므로 착화 지연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피스톤이 상승하는 지점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므로 분사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어서

연소실 압력은 대체로 상승한다.

의 파일럿 조건에서 파일럿 분사 후(2) 25-3-75
약간의 연소 후에 바로 주 분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디젤 연소의 예혼합 연소 부분을 통한

생성을 줄일 수 있으며 파일럿 없는 조NOx ,
건과 비교하여 압력이 더 높아짐에도 의NOx
양은 더 감소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 파일럿 조건에서는 파일럿 분사(3) 25-10-75
후 연료의 대부분은 주위와의 공기와 혼합이

이루어지고 이 혼합기는 연소가 일어나서 높

은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며 이로 말미암아 많

은 가 파일럿 연료의 연소기간 동안 생성NOx
이 된다 이후 주 분사로 생성된 량을 더. NOx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생성을 보인다NOx .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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