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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ed PDF Model for Turbulent Nonpremixed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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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porte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model combined with the consistent finite volume (FV) method 
has been applied to simulate the turbulent bluff-body reacting flows. To realistically account for the 
non-isotropic turbulence effects on the turbulent bluff-body reacting flows, the present PDF transport 
approach is based on the joint velocity- turbulent frequency-composition PDF formulation. The evolution of 
the fluctuating velocity of a particle is modeled by a simplified Langevin equation and the particle 
turbulence frequency is represented by the modified Jayesh–Pope model. Effects of molecular diffusion are 
represented by the interaction by exchange with the mean (IEM) mixing model. To validate this hybrid 
FV/PDF transport model, the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for the turbulent 
bluff-body reacting flows.

Key Words : transported PDF model, hybrid FVM/PDF approach, non-isotropic turbulence, turbulent nonpre-
mixed bluff-body flame, turbulence-chemistry interaction

1. 서 론

지난 20년간 RANS(Reynolds averaged Navier-tokes) 
난류모델기반의 연소모델인 Flamelet 모델[1-3], Con-
ditional Moment Closure(CMC)모델[4-6], 그리고 수

송 확률밀도함수(PDF transport)모델[11-20]들은 난

류화염구조 해석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특

히 Flamelet모델과 CMC 모델은 수치효율성을 유지

하면서 난류화염장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확률밀도함수

를 가정하고 보존스칼라를 기반으로 하는 화염편 및 
CMC 난류연소모델은 난류화염장에서 발생하는 국

부적인 소염과 재점화 현상, 난류와 화학반응의 상

호작용, 연료분무가 난류연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난류 부상화염 및 부분예혼합 화염을 제대로 예측

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수송확률밀도

함수 모델[7-12]은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송확률밀도함수 모델만으로 난류화염장

을 해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통계적 오차가 발

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한체적법과 수

송확률밀도함수 모델을 결합한 Hybrid Finite Volume 
Method/PDF Monte Carlo 해법[11-12]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독립적인 PDF 모델과는 달

리, 계산격자당의 입자수를 줄이면서 정확성을 유

지하고, 비교적 수렴속도가 빠른 Hybrid FV/PDF 계
산절차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Hybrid FV/PDF 모델

은 FV와 Particle 시스템의 지배방정식 수준에서 완

전하게 일치하며 수치적인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몇 가지 수정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11].
본 연구에서는 Hybrid FV/수송 PDF 난류연소 모

델의 예측능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난류 비

예혼합 bluff-body 화염장[13]을 채택하였다.

2.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Hybrid FV/PDF 방법은 각각 

FV system과 Particle system으로 구성된다. FV sys-
tem에서 평균 속도장과 평균 압력장을 계산하고, Par-
ticle system에서는 난동속도, 난류주파수, 조성에 대

한 계산으로부터 밀도, 난류 레이놀즈 응력을 계산

하게 된다.

2.1 속도-농도-난류주파수 수송PDF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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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Velocity-Composition-urbulence 
frequency PD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ρ> f (V, Φ, θ ) ≣ F(V, Φ, θ ) =
ρ < δ (U - V)δ (φ - Φ)δ (ω - θ ) (1)

여기서, V, Φ, θ는 각각 속도 U, 조성 φ , 난류주파

수 ω의 샘플공간의 변수를 나타내며, f, F, δ는 각

각 질량가중 확률밀도함수와 질량밀도함수, 델타함

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질량가중 확률밀도함수의 수송방정식[10]

은 다음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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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각각 Favre와 Reynolds 평균값을 

의미하며,  는 조건부 평균을 의미한다. 식 (2)에서 

왼쪽의 항들은 모델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오른쪽의 항들만이 모델이 필요하게 된다. 식 (2)의 

우변항들을 모델링한 후의 joint-PDF 수송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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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는 속도, 조성, 공간 및 시간의 다차

원의 종속변수이므로 Eulerian 관점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가의 유체입자의 stochastic diffe-
rential equation(SDE)을 이용하여 표현하며 대응하

는 유체입자 SDE는 아래와 같다.

입자 운동(Position motion)
  ′ (4)

속도 모델(Velocity model)

′ 〈〉



〈〉′′


′







′ (5)

난류 주파수 모델(Turbulence frequency model)

 
 


(6)

혼합 모델(Mixing model)

  




 

 (7)

여기서, 모델상수는 Table 1에 나타나있으며, W는 

isotropic Wiener process, k는 난류운동에너지(k =


′′), Ω는 조건 평균된 난류 주파수(Ω = CΩ

〈〉
〈 ≥〉), Sω는 난류 주파수의 생성항(Sω = Cω2 - 


 ), P는 난류 생성항(′′

 )을 각각 

나타낸다.

2.2 스칼라 소산률 모델링

일반적으로 수송 확률밀도함수 모델은 화학반응

의 생성항을 직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반응의 생성항을 상세화학반응

식을 이용하여 고려하는 데는 상당한 계산비용이 들

어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계산비용

이 드는 화학반응의 생성항을 직접 고려하는 대신, 
보존스칼라접근법 기반의 화염편 library를 이용하여 
계산비용을 줄였다.

화염편 library는 각각 혼합분율(Z)과 스칼라 소

산율(χ)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φ  = φ(Z, χ) (9)

여기서, 스칼라 소산율은 two-point property이므로 

one-point, one-time pdf approach로는 직접 구할 수 있

는 방법이 없으므로 모델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서는 평균 스칼라 소산률로 부터 각 입자로 보간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모델하였다.

 
 ″    (10)

Table 1. Model constants

C0 CΩ Cω1 Cω2 C3 C4 Cφ

2.1 0.6893 0.56 0.9 1.0 0.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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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asic concept of Hybrid FV/PDF method.

2.3 Solution procedure
Fig. 1은 hybrid FV/PDF 접근법의 solution proce-

dure를 보여준다. Fig. 2에서와 같이 FV code에서 

다음과 같은 평균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으로부

터 평균 속도와 압력을 particle code로 전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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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code에서는 식 (4)～(7)의 유체입자 SDE
로부터 난류응력과 밀도, 조성 등의 스칼라장을 계

산하여 FV code로 전달하여준다.
지배방정식 수준에서의 평균방정식과 SDE간의 

일관성은 유지되었지만, 수치적인 관점에서의 일관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정알고리즘[11,12]
이 필요하게 된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hybrid FV/PDF 접근법의 검증계산

으로 Sydney bluff-body 화염중 HM1화염을 선택하

였다. HM1화염에 대한 실험조건이나 실험결과 데이

터는 TNF workshop[13]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간단히 기술한다. HM1화염은 메탄과 수소

가 각각 1:1의 부피비로 섞여있는 연료를 사용하며 

연료노즐의 지름(Dj)은 3.6 mm이고 속도(Uj)는 118 
m/s이다. bluff-body의 지름(Db)은 50 mm이고, 동축

공기(Uc)는 40 m/s로 공급된다. Fig. 2는 HM1화염의 
계산영역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계산격자는 

축방향과 반경방향으로 177×136의 격자를 사용하

였다. 초기에 각 계산 셀당 입자의 수는 50개로 하였

다. FV code의 time step은 1×10-6 s이며, particle 
code의 time step은 FV code로부터 전달된 평균속도

를 기준으로 입자의 속도를 계산하여 CFL수 0.4 기
준의 local time stepping을 사용하였다. 수치계산 결과

는 20,000번의 반복 후의 수렴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2 Schematic configuration of HM1 bluff-body flames 
(Db=50 mm).

또한 본 연구에서는 Hybrid FV/수송 PDF모델의 

상세화학반응 메커니즘은 Gri-mech 2.11을 이용하

였다.

3.1 입구조건

축방향 평균 속도는 완전발달유동을 가정하여 계

산하였고, 동축공기는 실험에 의한 결과를 보간하여 
사용하였다. 축방향이나 반경방향의 rms fluctuating 
velocity 또한 실험결과로부터 보간하여 사용하였으

며 입구에서의 평균 난류 응력은 다음과 같은 식으

로부터 계산하였다.

′′′′
    
    

(10)

난류 주파수는 난류 에너지의 생성과 소산이 평형

을 이루는 가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11)

여기서, k는 난류 운동에너지, P는 평균 난류에너지 

생성율을 나타낸다.

3.2 해석 결과 및 고찰

Figs. 3～6은 축방향으로 6가지 위치에서의 축방

향, 반경방향 속도, 각 방향에 대한 rms 난동 속도

에 대한 반경방향 분포를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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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n axial velocity profiles at the axial locations x/Db=0.2, 0.4, 0.8, 1.2, 1.4, and 2.4.

Fig. 4. Mean radial velocity profiles at the axial locations x/Db=0.2, 0.4, 0.8, 1.2, 1.4, and 2.4.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hybrid FV/PDF 접근법

은 실험값에 비교하여 속도분포 및 난동 속도의 분

포에서 재순환 유동영역의 폭을 잘 예측하고 있으

며, 재순환 유동의 근본적인 형상을 잘 모사하고 있

다. 이는 난동속도 및 난류 주파수에 대한 등방성가

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모사하는 수송 확률

밀도함수 모델의 장점이 잘 들어난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입구조건에서 난류응력이나 

난류 주파수의 정확한 값을 수치계산에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오차가 중심축에서의 축방향 속

도, 난동 속도 및 난류 주파수의 감쇄특성에 영향을 
주어 실험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또한 반경반향의 속도는 하류영역으로 가면서 

실험치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위와 같은 

입구 조건의 불확실성 및 RANS 기반의 평균 속도 

방정식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유한개의 샘플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통계적 

오차에 의한 속도 및 스칼라 장의 교란에 의한 영향

도 부분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7과 8은 혼합분율 및 그 변동량에 대한 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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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ms fluctuating axial velocity profiles at the axial locations x/Db=0.2, 0.4, 0.8, 1.2, 1.4, and 2.4.

Fig. 6. The rms fluctuating radial velocity profiles at the axial locations x/Db=0.2, 0.4, 0.8, 1.2, 1.4, and 2.4.

향 분포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송 확률

밀도함수 모델과 층류 화염편 모델의 결과를 비교

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송 확률밀도함

수 모델과 층류 화염편 모델의 결과 모두 상류영역

에서는 실험치와 비교하여 잘 예측하였지만, 하류

영역에서는 모두 과소예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RANS 기반의 난류모델을 사용한데서 기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송확률밀도 함수 

모델의 결과는 화염편 모델에 비교하여 혼합분율 및 
그 변동량에 대한 예측능력이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반경방향으로 혼합분율의 확산 및 변동량

의 예측에서 실험결과와 더 가까운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혼합분율의 반경방향 감쇄율이 더 크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혼합모델을 비교적 간단한 IEM 
혼합모델을 사용한 것과 혼합모델의 상수를 조절하

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Modified Curl 모
델이나 EMST 혼합모델을 사용하고 적절한 모델상

수를 사용한다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Figs. 9～13은 온도와 CO2, H2O, CO, OH의 질량분

율의 반경방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 및 CO2,



수송 확률밀도함수모델을 이용한 비예혼합 난류화염장 해석 37

Fig. 7. The mean mixture fraction profiles at the axial locations x/Db=0.3, 0.6, 0.9, 1.3, 1.8, and 2.4.

Fig. 8. The rms fluctuating mixture fraction profiles at the axial locations x/Db=0.3, 0.6, 0.9, 1.3, 1.8, and 2.4.

Fig. 9. The temperature profiles at the axial locations x/Db=0.26, 0.6, 0.9, 1.3, 1.8, and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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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CO2 mass fraction profiles at the axial locations x/Db=0.26, 0.6, 0.9, 1.3, 1.8, and 2.4. 

Fig. 11. The H2O mass fraction profiles at the axial locations x/Db=0.26, 0.6, 0.9, 1.3, 1.8, and 2.4. 

H2O의 분포는 혼합분율의 예측에 따른 특성을 그

대로 보여주고 있다. 수송 확률밀도함수 모델의 결

과가 반경방향의 감쇄특성을 더 잘 맞추고 있는 상

류지역에서는 더 실험치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하류영역으로 갈수록 혼합장의 과소예측

으로 인해 수송 확률밀도함수 모델뿐만 아니라 층

류 화염편 모델의 결과가 유사하게 예측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는 온도장이나 CO2, H2O 같은 주

요화학종의 예측에는 혼합장의 예측의 정확도가 상

대적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Fig. 12, 13은 CO와 OH의 질량분율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CO와 OH의 분포도 위의 주요화학종과 

마찬가지로 혼합장의 예측정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 때문에 반경방향의 감쇄특성을 비교적 잘 예측

한 수송확률밀도 함수의 결과가 층류화염편모델에 

비해 더 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H의 경우 혼합장의 예측결과가 거의 같은 하류영

역에서 층류화염편모델에 비해 수송 확률밀도 함수 

모델의 결과가 과대예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수송 확률밀도함수 모델은 화염편 library
를 사용할 때 스칼라 소산율을 평균량에 의해 보간

하여 각 샘플 입자에서 사용한 반면, 층류 화염편 모

델은 log-normal 분포를 따르는 스칼라 소산율의 혼

합분율 공간의 분포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또한 수송 확률밀도함수 모델에서 화염편 library
를 사용할 때에 스칼라 소산율의 혼합분율 공간에

서의 확률밀도함수 정보을 고려하거나 화학반응 생

성항을 직접 계산하는 것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

로 시료된다.
Fig. 14～17은 온도 및 화학종의 혼합분율 공간

에서의 샘플입자의 분포를 실험치와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Fig. 14, 15는 온도 및 H2O, CO2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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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CO mass fraction profiles at the axial locations x/Db=0.26, 0.6, 0.9, 1.3, 1.8, and 2.4.

Fig. 13. The OH mass fraction profiles at the axial locations x/Db=0.26, 0.6, 0.9, 1.3, 1.8, and 2.4.

Fig. 14. The scatters of temperature and H2O mass 
fraction conditoned on mixture fraction at the axial 
locations x/Db=0.26, 0.6, 0.9, 1.3, 1.8, and 2.4.

Fig. 15. The scatters of CO2 mass fraction conditioned 
on mixture fraction at the axial locations x/Db=0.26, 0.6, 
0.9, 1.3, 1.8, and 2.4.



이정원․석준호․김용모40

을 보여준다. 실험값과 비교하여 샘플입자들이 가진 
온도 및 화학종의 값은 conditional fluctuation이 작

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샘플입자의 스칼

라 소산율이 낮음을 의미하는데, 샘플 입자의 스칼

라 소산율 모델을 단순한 평균 스칼라 소산율로부

터 보간함에 따라 혼합분율 공간의 분포를 작게 예

측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염편 

library를 사용함으로서 혼합분율 공간에서의 온도 

및 화학종의 국부소염 및 재점화 현상에 의한 변화

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6, 17은 샘플 입자의 CO와 OH 질량분율의 

혼합분율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CO와 OH는 H2O와 
CO2보다 위의 화염편 library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단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화학종이다. CO의 경

Fig. 16. The scatters of CO mass fraction conditioned 
on mixture fraction at the axial locations x/Db=0.26, 0.6, 
0.9, 1.3, 1.8, and 2.4.

Fig. 17. The scatters of OH mass fraction conditioned 
on mixture fraction at the axial locations x/Db=0.26, 0.6, 
0.9, 1.3, 1.8, and 2.4.

우에는 혼합분율이 0.2 이상인 영역에서 실험값보다 
과대예측하고 있으며, OH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험치에 비해 과대예측하고 있으며 화염편 library
가 가지는 예측능력의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

며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ISAT을 이용하

여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화학반응을 고려함으로

써 온도 및 화학종의 조건부 분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hybrid FV/수송PDF 난류연소 
모델에 의한 Sydney bluff-body HM1 화염에 대한 수

치계산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을 아래에 요약하였다.

1) 비교적 간단한 혼합 모델과 속도 및 난류진동

수 모델을 사용한 본 연구의 hybrid FV/수송PDF 난
류연소모델은 전반적으로 평균 속도장 및 혼합장에 

대해 잘 예측하였다. 그러나 난류 응력 및 난류 주파

수에 대한 입구조건의 불확실성 그리고 비교적 단순

한 혼합모델의 예측능력 한계등으로 인해 속도장, 
변동속도 및 혼합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감쇄특성이 

나타남으로 인해 하류영역에서 실험치와 비교하여 

다소 과소예측하고 있다.
2) 온도 및 화학종의 반경분포 및 혼합분율 공간

에서의 조건부 분포의 예측능력의 한계는 특히 CO
와 OH 같은 소수 화학종의 예측에서 국부 소염 및 

재점화에 따른 화염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화염편 library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다.

3) 평균 스칼라 소산율을 이용한 스칼라 소산율 

모델에 의한 혼합분율 공간의 조건부 변동량이 다

소 과소예측되었다.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체입자 SDE에서의 모델 

상수의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나 복잡한 속도 

모델이나 혼합모델을 사용하였을 때의 차이점에 대

한 해석을 수행중에 있다. 또한 수송PDF 난류연소

모델에서 상세화학반응과정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

을 현저히 저감시킬 수 있는 ISAT(In Situ Adaptive 
Tabulation) 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이용

하면 연소장의 예측능력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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