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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mulation is perfor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urbulent spray combustion in a diesel engine condition. 
An extended Conditional Moment Closure (CMC) model is employed to resolve coupling between chemistry 
and turbulence. Relevant time and length scales and dimensionless numbers are estimated at the tip and the 
mid spray region during spray development and combustion. The liquid volume fractions are small enough to 
support validity of droplets assumed as point sources in two-phase flow. The mean scalar dissipation rates (SDR) 
are lower than the extinction limit to show flame stability throughout the combustion period. The Kolmogorov 
scales remain relatively constant, while the integral scales increase with decay of turbulence. The chemical time 
scale decreases abruptly to a small value as ignition occurs with subsequent heat release. The Da and Ka 
show opposite trends due to variation in the chemical time scale. More work is in progress to identify the spray 
combustion regimes.

Key Words : Conditional moment closure, Turbulent spray combustion, Length scale, Time scale, Dimension-
less number

기 호 설 명

Alphabets
Q : Conditional mean mass fraction
Y : Mass fraction
U' : Turbulent intensity
D : Diffusion coefficient
A : Factor
Ea : Activation energy

Greeks
ξ : Mixture fraction

″ : Mean of mixture fraction variance
ξ s : Saturation mixture fraction
η : Sample space variable for mixture fraction
wi : Reaction rate for species i
ρη : Conditional density
P(η): PDF for mixture fraction
k : Turbulent kinetic energy
ɛ : Turbulent dissipation rate
µt : Turbulent viscosity

 : Turbulent Schmidt number for mixture 
fraction


″

: Turbulent Schmidt number for mixture 
fraction variance

lt : Integral length scale
τt : Integral time scale
lη : Kolmogorov length scale
τη : Kolmogorov time scale
ν : Kinematic viscosity
lm : Microscopic mixing length scale
τm : Microscopic mixing time scale
χst : Conditional stoichiometric scalar dissipa-

tion rate
β : Temperature exponent

Subscripts
i : index for a chemical species
j : index for a fuel group
h : index for entha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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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젤 엔진은 스파크 점화 방식의 가솔린 엔진에 

비해 열효율이 높고 연소 제어 변수가 다양하여 고

압 분무의 미립화 특성 개선과 전자 제어, 저온디젤

연소, pHCCI(Partially Premixed Homogene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 등에 대한 연구가 최근까지 지

속되고 있다. 디젤 연소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 분무의 미립화, 증발, 난류에 의한 주변 

공기와의 혼합, 자발화, 예혼합 및 확산 연소의 순

차적 진행 단계에 대하여 실험[1,2]과 해석[3-5] 연
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린더 내 각 
위치에서 크랭크 각도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분

무 연소에 관련된 난류 유동과 화학반응의 주요 시

간 및 길이 스케일에 대한 기초 정보와 예혼합 및 

확산 연소의 요소 화염 구조, 화염 안정성 등에 대

한 체계적 해석이 없이 단순한 가시화 실험과 분무 

특성, 연소실 압력 재현을 위한 모델링 연구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Laser를 활용한 실험 측정 기법

에 의해 직접 구할 수 있는 물리량은 지극히 제한되

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KIVA 코드[6]를 이용하

여 연소실 압력과 분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분무 모

델과 조건 평균에 기초한 CMC 난류 연소 모델[7]
에 의해 얻어진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스케일

들과 Reynolds, Damkohler, Karlovitz 등의 무차원수

를 구하였으며 이로부터 디젤 연소 진행 과정에 대

한 기초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은 기존의 Eddy Breakup, Characteri-
stic Time Scale 모델 등 현상학적 모델링보다 진전

된 형태로서 LFM(Laminar Flamelet Model; 층류화

염편 모델), CMC(조건평균 모델) 등 난류와 화학반

응의 상호 작용, 분무의 영향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

는 화염 모델링 기법을 엔진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

린더 내 연소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주

어진 엔진 타입과 운전 조건에 따라 관련 스케일과 

연소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2. 수학적 모델링과 정의

2.1 조건 평균법(Conditional Moment Closure)
난류 연소 해석을 위한 조건 평균법에서 화학종 

i의 질량분율 Yi는 식 (1)과 같이 조건 평균과 순간 

요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x, ), x, ) (x, )i i iY t Q t t Y tξ= +x (1)

( ) ( ) ( ), , , ,i i iQ t Y Y t tη η ξ η= ≡ =x x x (2)

여기서 η는 혼합분율, ξ에 대한 표본 변수이다. 적
분된 조건평균 닫힘식의 형태는 식 (3), (4)로 주어지

며 대류, 확산 등 전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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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의 마지막 항은 조건 평균된 화학반응율이

다. 엔탈피는 열에너지와 화학 에너지를 모두 포함

하도록 정의되었으므로 에너지 보존식 (4)에서 어

떠한 생성항도 나타나지 않는다. N 는 스칼라 소산

율이다. 식 (3)에서 조건 평균 반응율은 1차 닫힘에 

의해 식 (5)와 같이 모델링된다.

1( ,..., , )i i n hw w Q Q Qη ≈ (5)

밀도가중 확률분포함수, 는 평균 혼합분율과 

혼합분율 분산에 의한 beta 함수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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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혼합분율과 분산은 다음의 전달식 (8)과 (9)
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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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8)과 (9)의 마지막 항은 연료 액적 증발

로 인한 생성항이다. 조건평균 스칼라소산율은 화염

구조에서 난류의 영향을 대표하며 amplitude map-
ping closure (AMC) 모델에 의해식 (10), (11)과 같

이 모델링되었다[8].



디젤 엔진 운전 조건에서 분무 연소 과정과 난류 화염 구조 특성에 대한 해석 31

( )21

1 1 2

0

exp 2 erf (2 1)

exp( 2[erf (2 1)] ) ( )

N
N

P d

η
η

η η η

−

−

⎡ ⎤− −⎣ ⎦
=

− −∫ (10)

2 2( ) "N D
k
εξ ξ≡ ∇ =

(11)

여기서 와 ɛ은 밀도 가중 평균된 난류 운동 에너

지와 소산율을 나타낸다. D는 분자 확산 계수로 모

든 화학종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갖도록 가정하였다. 
전체적인 조건 스칼라소산율을 얻기 위해 각 격자 

위치에서의 조건 스칼라소산율은 식 (12)과 같이 주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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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특성 스케일과 무차원수

난류의 적분 길이(integral length) 및 적분 시간(in-
tegral time) 스케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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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에너지의 소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크기 에

디에 대한 Kolmogorov 길이 및 시간 스케일은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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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화염이 형성되는 stoichiometric 조성 위치에

서의 국부 혼합 길이(microscopic length scale) 및 시

간 스케일(microscopic time scale)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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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열방출 반응으로서 CO와 OH의 산

화 반응에 의해 CO2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 시간 스

케일(chemical time scal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O + OH → CO2 + H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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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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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 − ak AT E RTβ
(19)

주요 무차원수로서 Damkohler, Karlovitz, turbulent 
Reynolds 수를 구하였으며 위에서 주어진 특성 길

이 및 시간 스케일로부터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

였다. 여기서 Damkohler수는 난류 혼합과 화학반응 

시간 스케일의 비를 나타내며 Karlovitz 수는 화학 

반응과 Kolmogorov 시간 스케일의 비를 나타낸다. 
Turbulence Reynolds 수는 상대적인 난류 강도를 나

타낸다.

Damkohler number:

= m

c

Da τ
τ (20)

Karlovitz number:

= cKa
η

τ
τ (21)

Turbulence Reynolds number:

= t
t

U`lRe
ν (22)

3. 모사 엔진 제원 및 운전 조건

Table 1은 본 논문에서 모사된 엔진 제원, Table 2
는 모사 엔진의 운전 조건을 나타낸다. 연료는 -10° 
ATDC에서 분사되어 -3.5° ATDC에서 분사가 종료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test engine
Engine Caterpillar 3401E

Engine speed 821 rpm
Bore*Stroke 137.2 mm × 165.1 mm

Compression ratio 16.1
Displacement 2.44 liters

Combustion Chamber 
Geometry

In-piston Mexican Hat with 
sharp edged crater

Max Injection pressure 190 MPa
Number of nozzle 6

Nozzle hole diameter 0.214 mm
Spray angle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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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 -8.53°ATDC (b) at -6.51°ATDC (c) at -4.54°ATDC

(d) at -2.5°ATDC (e) at 3.02° ATDC
Fig. 2. Spray patterns and specified local regions for postprocessing in the cylinder.

Table 2. Operation conditions for the test engine

Mesh condition 3-D sector mesh of 60 deg.
with periodic boundary condition

SOI timings -10 ATDC
Injection duration 6.5°

EGR levels 7%
Injected fuel temperature 311K
Chemical mechanism n-Heptane (44species, 114 steps)

Initial swirl ratio 0.978

되며, EGR은 7%, SMD는 노즐 출구에서 14 micron
으로 산정되었다. 엔진 모사는 총 6개의 분무가 동

시에 분사되므로 방위각 방향으로 주기적 경계 조

건을 가지는 60°의 3차원 부채꼴 영역에 대하여 총 

7000여개의 격자를 생성하였다. 모사 계산의 초기 조

건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swirl비 0.978, 초기 
난류 강도와 특성 길이는 각각 약 82.5 m/s, 1.8 cm
로 하였다.

3. 분무 및 연소 진행 과정

실험 엔진 모사와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측정

된 실린더 압력과 계산된 압력을 비교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실험과 계산에서 분무 이후와 점

화 이후의 압력 증가율이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점

화 시기와 최고 압력을 비교하여 볼 때, 전체적으

로 측정 압력을 잘 재현하고 있다. 열방출율로부터 

실험 엔진의 연소가 -4.5° ATDC에서 시작되어, 점화

지연 기간이 5.5 CAD임을 알 수 있다. 연료로서 적

용된 n-heptane의 경우 탄소수가 높아 cool flame 특
성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적인 디젤 엔진 운전에서

는 대부분 저온 연소 특성이 연소에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하기 때문에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NTC)
에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주된 열방출

은 점화 직후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Measured and calculated pressure traces and 
heat releas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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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 -8.53° ATDC (b) at -6.51° ATDC (c) at -4.54° ATDC

(d) at -2.5° ATDC (e) at 3.02° ATDC
Fig. 3. Mean temperature distributions during spray development and ignition in the cylinder.

분무 발전 과정에 따른 실린더 내부 연소 진행 과

정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분사 이

후 분무 궤적상에 후처리 영역을 설정하여 난류 분

무 연소 특성을 파악하였다. KIVA 결과의 후처리 

시기는 분사가 시작된 -10.0° ATDC 이후 점화 이전

의 (a) -8.53°, (b) -6.51°, 점화 시점의 (c) -4.54°, 그
리고 점화 이후의 (d) -2.5°, (e) 3.02° ATDC로 정하

고 각 시기에서 분무 궤적상의 중간과 끝 영역을 

정하여 총 10번의 후처리를 수행하였다. 점화 시점

인 -4.54° ATDC를 중심으로 (a)와 (b)의 경우 연소 

과정 없이 연료를 분무하는 과정이므로 분무 궤적

을 중심으로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점화 이후인 (d)
와 (e)의 경우에는 분사가 이미 끝나고 연료의 대부

분이 실린더 내부에서 증발되었으며 화염 생성에 따

른 연소 반응이 지배적이므로 (c)의 영역과 같은 위

치에서 후처리를 수행하였다.
Fig. 3은 각 시기에 실린더 z 방향 단면의 주요 위

치에서의 평균 온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연소

가 일어나기 전 분무가 진행되고 있는 -8.53°과 -6.51° 
ATDC에서 실린더 온도 분포는 900~950 K 사이로 

열방출이 없이 대체로 균일함을 보인다. 그러나 분

무 궤적의 주변 온도는 실린더 내부 온도에 비해서 

150 K에서 200 K 정도 낮게 계산되었다. 이는 액체 

상태 연료의 초기 온도가 311 K로 실린더 내부보다 

600 K 가량 낮은 상태에서 분사되며 액체 상태 연

료의 증발 잠열에 의한 열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점화가 일어나는 -4.54° ATDC
까지 나타난다.

Fig. 3(c)의 온도 분포에서 점화는 분무 궤적에서 

다소 위쪽 측면에서 처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swirl이 방위각 방향으로 실린더 내부 유

동을 형성하여 점화 위치에서 낮은 스칼라소산율을 

가지는 stoichiometric 혼합 기체가 형성되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혼합 기체가 형성되는 분무 

궤적 주변으로 전파되는 화염의 핵이 점화 위치로부

터 형성된다. 형성된 화염은 Fig. 3(d)와 (e)에서 실

린더 중심과 실린더 벽 쪽으로 전파되며 이는 공간

적인 점화나 다양한 조건 화염 구조에 기인하는 연

소가 아니라 국부적 확률 분포 함수의 공간 분포에 

의한 화염 전파이다. 전파된 화염으로 인해서 분무

가 끝난 이후에 실린더 내부의 액체상 연료는 모두 

증발하여 연소된다는 것을 Table 3에서 액적 부피

율과 평균 내부 연료 입자간 거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점화 이전의 시기에는 증발된 연료의 양이 매

우 작으므로 각 영역에서의 액체 부피율이 높으며, 
분무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내부 

연료 입자간 거리가 매우 조밀하게 나타난다. 점화 

시기에서는 생성된 화염으로 인하여 분무 궤적의 

끝 영역에서는 연료의 기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이

로 인해 연료 입자간의 평균 간격이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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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quid volume fractions and mean interdroplet 
distances at the specified local regions

Region Liquid volume 
fraction

Mean interdroplet 
distance (cm)

Tip at -8.53° 9.57.E-03 9.40.E-03
Tip at -6.51° 4.16.E-03 4.00.E-03
Tip at -4.54° 3.80.E-04 2.61.E-02
Tip at -2.5° 0 ×
Tip at 3.02° 0 ×

Middle at -8.53° 7.00.E-03 6.60.E-03
Middle at -6.51° 4.80.E-03 8.60.E-03
Middle at -4.54° 3.84.E-03 1.00.E-02
Middle at -2.5° 0 ×
Middle at 3.02° 0 ×

4. 난류 분무 연소 특성 해석

Fig. 4는 분사 이후 각 시기의 조건 평균 온도를 

혼합분율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분사 직후에는 공

기와 연료가 혼합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열방출을 

동반하는 연소 화학 반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

며 혼합분율에 대한 온도 분포가 선형적인 경향을 

보인다. 산화제인 공기에 비해서 연료의 조건 평균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실린

더 압축으로 인해 공기 온도가 증가되어 있는 반면, 
연료는 상온 조건으로 분사되기 때문이다. -4.52° 
ATDC부터 압축이 진행될수록 조건 평균 온도가 농

후한 영역에서부터 화학 반응이 일어나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stoichiometric 혼합분율 쪽으로 전파된

다. 조건 평균 온도 분포는 화학 반응이 활발한 stoi-
chiometric 혼합분율을 중심으로 연소가 희박한 영

역과 농후한 영역의 양쪽 방향으로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Conditional mean temperature by a single flame 
structure at each crank angle.

Fig. 5는 각 시기에 따른 조건 스칼라소산율의 변

화를 혼합분율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압축이 진

행될수록 난류에 의한 연료/공기의 혼합이 진행되며 
따라서 조건 스칼라소산율이 감소하게 된다. 점화 

이후 감소한 스칼라소산율 조건에서는 실린더 내에 

형성된 화염이 급격한 화염 확장으로 인한 소염 가

능성이 없이 안정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에서 부피 평균된 최대 스칼라소산율은 

크랭크 각 -4.7° ATDC에서 4.2 s-1 정도의 값을 갖는

다. SLFM 계산을 통해 구해진 소염 스칼라소산율

이 약 180 s-1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안정적

인 화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더 이상 스

칼라소산율이 평균 반응율이나 화염 안정성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난

류 연소가 Lagrangian하게 변하는 혼합기의 스칼라

소산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료의 증발 과정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난류 변동과 평균 혼

합분율의 비율을 보면 분사 초기에는 연료가 충분

히 혼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난류 변동과 평균 혼합

Fig. 5. Conditional scalar dissipation rate(SDR) by a 
single flame structure at each crank angle.

Fig. 6. Temporal variation of mean scalar dissipation 
rate and ratio between fluctuation and mean 
mixture fraction in the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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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의 비가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분무가 진행될

수록 이 비가 크게 감소하여 점화가 일어나는 -4°~ 
-3° ATDC 사이에 매우 작은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연료의 혼합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경

우 평균 반응율을 결정하기 위해 무조건 평균된 스

칼라값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Table 4는 EGR의 변화에 따른 소염 스칼라소산

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소염 스칼라소산율은을 구하

기 위해 SLFM 모델에 의한 난류 화염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SLFM 계산은 혼합분율 공간에서 50개
의 불균일 격자를 이용하였으며, stoichiometric 혼

합분율 영역 근처에서 조밀한 격자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화염 구조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4에서 나타난 소염 스칼라소산율로부터 EGR 변화

에 따른 난류 화염 안정성을 비교, 판단할 수 있다. 
주어진 초기 조건에서 EGR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소

염 스칼라소산율이 감소하므로 당연히 난류 화염은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Table 5는 크랭크 

각에 따른 실린더 내의 영역별 조건평균 스칼라소

산율, stoichiometric 조성에서의 조건평균 스칼라소

산율, 그리고 모사된 엔진 운전 조건에서의 소염 스

칼라소산율을 나타낸 것이다. 각 영역에서의 조건평

균 스칼라소산율과 소염 스칼라소산율을 비교해보

면 조건평균 스칼라소산율이 소염 스칼라소산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을 가지며 이는 실린더 내에 난

류 화염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4. Effect of changed EGRs on the extinction SDR
EGR (%) extinction SDR (1/s)

0% 190.1
5% 180.1
7% 179.9
15% 170.1
30% 144.9

Table 5. Estimated SDRs at the specified locations
Region SDR (1/s) Stoi-SDR (1/s) Extinction SDR (1/s)
-8.53°T 30.2 23.52

179.9

-6.51°T 77.8 7.73
-4.54°T 27.1 6.73
-2.50°T 7.95 3.4
3.02°T 0.58 0.47

-8.53°M 89.52 23.64
-6.51°M 84.43 7.27
-4.54°M 44.09 5.45
-2.50°M 21.9 2.95
3.02°M 0.04 0.184

분무 진행 과정에서 각 시기, 위치별 유동 및 연

소 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전술한 특성 길이와 시

간 그리고 관련 무차원 수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분무가 진행되는 동안 분무 궤적의 끝과 중간 영역

에서 Kolmogorov scale은 그 값의 변화가 크지 않고 

대체로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Kolmogorov 특성 길

이는 가장 작은 에디 크기로서 SMD 값에 비해 매

우 크므로 Kolmogorov scale의 eddy 내에 연료 액적

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Ret 수가 압축 행정 동안 

감소하여도 연료의 혼합은 난류 swirl 유동을 통해

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학적 특성 시간

은 점화 시점인 -4.54° ATDC 이전에는 Kolmogorov 
특성 시간보다 큰 값을 가진다. 점화 이전에는 실린

더 내부에서 열방출을 동반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지 않으므로 화학적 특성 시간은 큰 값을 가질 수밖

에 없다. 반면 점화 시점 및 이후에는 화학적 특성 

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는 실린더 내에서 화

염 생성에 관여되는 화학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

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점화 시점인 -4.54° ATDC
에서는 궤적의 끝보다 중간 부분에서 보다 활발하

게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6의 

결과를 통해 점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난류는 증

발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로 화학적인 

반응과 증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차원 수인 Da 수와 Ka 수의 비교를 통

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주어진 난류 조건에서 

Da 수가 클수록, Ka 수는 작을수록 화학적인 반응

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압축 행정이 진행될수

록 Da 수와 Ka 수는 서로 상반된 경향성을 가진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디젤 엔진 운전 조건에

서 주요 길이 및 시간 스케일과 무차원수의 고찰을 

통하여 난류 분무 연소 특성을 분석하였다. 측정 압

력과 계산된 압력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분무 진행 및 연소에 관련된 주요 물리적, 
화학적 요소 스케일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연소 
화학 반응에 관련된 점화 및 연료 혼합은 n-heptane
의 기초 반응 메커니즘과 조건 스칼라소산율에 의

해 모델링된 조건평균법에 의해 모사되었다. 결과

에서 보이듯이 급격한 화염 확장으로 인한 소염 현

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확인된 스칼라소산율은 분

무와 연소기간 동안 소염 한계에 비해 매우 낮게 나

타났다. 액적 부피율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아 이상 
유동 보존식에서 액적을 부피가 없는 point source
로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점화 시

기 이후 난류 변동과 평균 혼합분율 비의 값이 매

우 작은 델타 함수 형태의 확률 분포를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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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 length and time scales and dimensionless numbers

Region Kolmogorov length 
scale (cm)

Kolmogorov time 
scale (s)

Turbulent length 
scale (cm)

Turbulent time
scale (s)

Evaporation time 
scale (s)

-8.53°T 4.50.E-03 7.33.E-05 6.08.E-01 3.90.E-03 3.00.E-05
-6.51°T 3.15.E-03 3.90.E-05 3.52.E-01 1.75.E-03 5.20.E-05
-4.54°T 4.00.E-03 2.00.E-05 4.27.E-01 8.16.E-04 2.02.E-05
-2.50°T 2.96.E-03 1.10.E-05 4.55.E-01 3.42.E-04 ×
3.02°T 3.44.E-03 3.20.E-05 6.00.E-01 1.11.E-03 ×

-8.53°M 1.16.E-03 3.40.E-06 1.19.E-01 1.49.E-04 6.58.E-04
-6.51°M 2.40.E-03 8.00.E-06 2.44.E-01 2.62.E-04 4.61.E-05
-4.54°M 1.74.E-03 5.80.E-06 2.05.E-01 2.09.E-04 2.20.E-05
-2.50°M 1.10.E-03 5.60.E-06 2.00.E-01 1.77.E-04 ×
3.02°M 4.20.E-03 5.30.E-05 4.82.E-01 1.22.E-03 ×
Region Chemical time scale (s) Da Ka Ret

-8.53°T 7.22.E-01 5.96.E-02 1.09.E+04 892.7
-6.51°T 2.32.E-03 5.65.E+01 6.22.E+01 700.3
-4.54°T 5.63.E-05 2.66.E+03 2.82.E+00 697.5
-2.50°T 2.60.E-06 1.13.E+05 2.36.E-01 1226.2
3.02°T 1.00.E-07 2.36.E+07 3.13.E-03 1349

-8.53°M 2.83.E+00 1.52.E-02 8.33.E+05 678.7
-6.51°M 2.16.E-03 6.39.E+01 2.70.E+02 638.8
-4.54°M 4.11.E-05 4.57.E+03 7.09.E+00 872.1
-2.50°M 7.00.E-07 5.01.E+05 1.25.E-01 1452
3.02°M 9.30.E-05 0.00.E+00 1.75.E+00 822.3

으로부터 연료의 증발 및 혼합이 완전히 이루어졌

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 연소 기간 중 평균 반응

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무조건적 평균 스칼라값을 적

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조건 평균 온도의 분포

를 통해서 점화는 비교적 농후한 영역에서 처음 일

어나며 조건 스칼라소산율에 비례하여 stoichiometric 
혼합분율로부터 희박한 영역과 농후한 영역 양쪽으

로 확산 전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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