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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rect Quadrature Method of Moments (DQMOM) has been presented for the solution of population 
balance equation in the wide range of the multi-phase flows. This method has the inherently interesting 
features which can be easily applied to the multi-inner variable equation. In addition, DQMOM is capable of 
easily coupling the gas phase with the discrete phases while it requires the relatively low computational cost. 
Soot inception, subsequent aggregation, surface growth and oxidation are described through a population bal-
ance model solved with the DQMOM for soot formation. This approach is also able to represent the evolu-
tion of the soot particle size distribution. The turbulence-chemistry interaction is represented by the laminar 
flamelet model together with the presumed PDF approach and the spherical harmonic P-1 approximation is 
adopted to account for the radiative heat transfer.

Key Words : Turbulent non-premixed flame, Direct quadrature method of moments, Soot, Nucleation, Agg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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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수소계 연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비예혼합 

화염장의 경우,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에 한계가 있

기에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산화되지 

못한 탄화수소들이 엉기면서 매연입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매연입자의 크기분포 및 수밀도와 체

적분율에 따른 복사 영향의 예측은 매연 저감을 위

한 선행연구로서 반드시 수행되어야하고 더불어 매

연입자가 많이 발생하는 비예혼합 화염의 화염구조

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매연입자

에 의한 복사의 경우 화염장의 기체 생성물에 의한 

복사효과 보다 상대적으로 열손실이 크기 때문에 매

연입자가 많이 발생하는 화염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

으면 화염 온도를 과대 예측하게 된다. 비예혼합 화

염에서 온도장의 과대예측은 다시 화학종의 농도와 

매연생성물의 잘못된 예측을 야기하므로 매연입자

의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와 화염장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매연입자 생성 및 산화모델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예혼합 화염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Two-equation 모델의 예측 한계를 극복하면서 보

다 정확한 매연입자의 특성과 선택한 내부좌표계에 

따른 모멘트를 예측할 수 있는 모멘트 직접적분법

을 C2H4/Air 난류 비예혼합 화염장의 매연생성과정

을 모사하는데 적용하여 이러한 모델의 타당성을 확

인해 보았다. 수치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연료의 분

사되는 온도와 연소실 및 노즐의 기하학적 정보는 

[1,2,3]의 실험 조건과 동등하게 설정하여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2. 수치 및 물리 모델

2.1. 층류 화염편 모델

난류 확산 화염은 1차원의 구조를 가지는 층류 

화염편들의 집합체로 볼 수 있는데 이때 난류 유동

은 화염편들을 신장시키거나 주름지게 함으로서 화

염편 내부에서 분자 단위의 물질 및 열 확산을 지

배하고 비평형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분율 상에서 Lewis 수와 스칼라 소

산율에 의한 변환된 식[4,5]을 사용하여 화염편 계산

하였고 이로부터 난류 화염장내의 열․화학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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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들을 얻을 수 있었다.

2.2. 매연입자 생성과 발달 과정 모델

매연입자 분포 균형 방정식은 연속적인 확률밀도

함수의 수송방정식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때의 확

률밀도함수는 시․공간의 좌표계 이외에 내부좌표

계에 따라 그 분포의 변화를 가진다. 선행연구자들

에 의하여 다양한 내부좌표계가 매연입자 생성 모

델을 위해 검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보다 쉽게 직

접적분법을 이용하기 위하여 D.L. Marchiso et al[6]
에 의하여 제안된 하나의 내부좌표계(N)를 선정하

여 접근하였다.
불안정 연소로 생성된 최초의 매연입자들(NP)은 

서로 충돌, 엉기면서 집합체를 생성하고 이러한 집

합체내(NPA)에 존재하는 초기 매연입자들의 개수(N)
는 매연생성 과정을 모델링하는데 유용한 내부 변

수로 사용될 수 있다[1-3,6]. 이를 바탕으로 N을 내부

좌표계로 가지는 매연입자 분포 균형 방정식은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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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에 해당하는 수밀도이며 오른쪽 

항들은 차례대로 초기매연입자의 생성, 매연입자들

의 엉김, 매연입자의 산화와 표면성장으로 인한 연

속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영김 커널 β는 온도와 N의 
함수로 Fuch[10]의 모델을 이용하였다. 매연입자의 

수밀도함수 는 N에 대한 모멘트로 나타내면,




∞
  (2)

위와 같고 0차 모멘트는 매연 집합체(NPA)의 수

밀도, 1차는 초기 매연입자(NP)들의 수밀도를 나타

낸다. 각각의 생성, 엉김, 연속적인 변화들의 보조 

모델은 실험을 통한 선행연구자들의 실험식을 이용

하였고 매연입자 체적분율의 수송방정식에서 다음

과 같이 나타난다[7-11].




 


 

 







 






  

(3)

이때 오른쪽의 생성항은 차례대로 매연입자의 초

기 생성율 J [7], 표면 성장률 G [8], 산화율 O[9] 을 

나타내고 m0에 의하여 엉김의 영향을 고려했다.

2.3. 직접적분법을 이용한 PBE 해석

직접적분법은 PBE(Population Balance Equation) 
같이 내부좌표계를 가지는 방정식에서 수밀도 함수

를 Nd개의 델타함수의 합으로 가정하고 적분하여 

다음과 같이 수밀도함수의 모멘트를 근사하여 얻는 

모델링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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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어진 2Nd개의 모멘트 분포로부터 다음의 수송

방정식을 이용하여 wα와 N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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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생성항인 aα와 bα는 앞서 모델 한 초기 

매연입자의 생성, 엉김, 연속적인 변화를 고려한 모

멘트의 생성항의 합 로부터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개의 모멘트 정보를 이용할 경우, 두 종류의 

내부좌표계 N1, N2와 그에 따른 수밀도 w1과 w2으로 
매연입자의 정보가 구성된다. 이 네 가지의 성분은 

위의 식 (5), (6)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이를 위한 

생성항 aα와 bα는 모멘트의 생성항의 로부터 계산

되는 다음의 선형 방정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식 (7)에서 수정항 는 식 (8)과 같이 나타나고 

이는 PBE 방정식을 직접적분법을 통하여 선형화 시

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치적 확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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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치적 세부내역 모델

다양한 화학종들의 넓은 범위에서의 열․화학적 

상태량들을 얻기 위해서 CHEMKIN 패키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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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C2H4/Air의 화학반응모델로는 GRI-Mech 2.11
을 사용하였다[12,13]. 모든 지배방정식의 해는 유

한 체적법 기반으로 구하였고 원통 좌표계와 함께 

non-staggered 격자를 사용하였다. 매연 입자에 의한 

복사 열손실을 Fig. 2의 오른쪽 그림 결과를 제외한 

모든 계산에서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흡수 계

수로 Sazhin[14]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복사 열손실

은 에너지 수송 방정식에 아래와 같은 복사 열손실 

생성항으로 고려하였으며

 
∞

  (9)

여기서 σ는 볼츠만 상수이고 as는 매연 입자에 의

한 열 흡수 계수이다.
난류 모델로는 standard k - ε을 이용하여 속도장

을 예측하였고 압력과 속도의 상호 결합은 PISO 알
고리즘을 사용하였고[15] 2차 정확도를 가지도록 확

산항과 대류항을 차분하였다. 유동 알고리즘의 자세

한 설명은 다음의 참고문헌 [15,16]에 설명되어 있다.

3. 결 과

먼저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보조 물리 모

델 항들이 매연 생성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매연입자의 복사 영향이 화염 온도를 얼

마나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
Fig. 1은 앞에서 설명한 매연입자균형 방정식 (1)

과 매연입자 체적분율의 수송방정식 (3)의 생성항

으로 나타나는 보조 물리 모델인 매연입자 생성율

(J[m-3 s-1]), 엉김율(AR[m-3 s-1]) 표면 성장률(G[m3 s-1]), 
산화율(O[m- s-1])을 차례대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생성율의 분포를 보면 노즐에서 에틸렌(C2H4)이 빠

른 속도로 분사되면서 주위의 공기와 혼합되어 연

소가 진행된다. 이때 에틸렌(C2H4)의 결합이 깨지면

서 아세틸렌(C2H2)을 생성하게 되고 연료와 비교하

여 산화제가 농도가 낮은 곳의 화염에서 주로 초기 

매연입자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연 입자 생성 모델이 아세

틸렌(C2H2)을 매연입자의 기본 화학종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표면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생성율이 나

타나는 곳에서 주로 분포가 되는데 이는 모두 아세

틸렌(C2H2)을 선행물질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엉김율의 경우 생성된 매연입자의 수밀도가 높을수

록 충돌되어 엉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생성율이 높

게 나타나는 영역에서 주로 분포한다. 마지막으로 

산화율의 경우 매연입자가 산화되기 위한 온도와 충

분한 산소의 농도를 모두 만족시키는 화염의 바깥

쪽 측면에서 주로 분포된다.

(a) nucleation rate (b) aggregation rate

(c) surface growth rate (d) oxidation rate
Fig. 1. Distribution of nucleation rate, aggregation rate, 

surface growth rate, oxidation rate.

Fig. 2. Distribution of temperature without soot radiation 
(left) and with soot radiatio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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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ights

(b) nodes
Fig. 3. Distribution of weights and nodes.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연입자가 많이 발생하는 

비예혼합 화염에서 매연입자의 복사열전달은 화염 

온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이다. 이러

한 효과는 Fig. 2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왼쪽

의 화염은 매연입자의 복사열전달로 인한 열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 결과이고 오른쪽은 이를 고려한 
결과로 차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온도 범

위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매연입자의 

복사열전달을 고려하면 고려하지 않은 화염에 비하

여 온도가 최대 500K 하강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매연입자에 의한 열손실이 복사열전달 영향이 

미비한 제트화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염구조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었다.
다음으로 Fig. 3은 직접적분법에서 모멘트를 구성

하는 내부좌표계 N과 그에 해당하는 수밀도 함수인 
W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내부좌표계와 수밀도가 
각각 2개씩 나타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내부좌표

계의 종류를 집합체내에 존재하는 초기 매연입자들

의 개수, N 하나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환

경 변수라 정의되는 Nd는 내부좌표계 종류의 2배수

로 여기에서는 ‘2’로 정의된다. 따라서 내부좌표계가 
N1과 N2로 타나며 마찬가지로 각각의 수밀도가 W1
과 W2로 구성된다. 여기서 내부좌표계 N과 수밀도 

W의 1, 2는 각기 다른 크기의 초기 매연입자를 대

표하며 N1과 W1의 초기 매연입자 크기가 N2와 W2
의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본 매연입자 모델에

서 물리적으로 내부좌표계는 하나의 매연입자 집합

체 안에 포함된 초기 매연입자 개수를 나타내며 수

밀도 함수 W는 각각의 다른 개수의 초기 매연입자

를 가지고 있는 매연입자 집합체의 개수를 나타낸

다. 이 수밀도 함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매연입자 집

합체들은 노즐 근처, 즉, 화염의 상류에서 활발하게 

생성되며 하류 쪽으로 이동하면서 산화제와의 빈번

한 접촉으로 산화되어 그 개수가 감소한다. 내부좌

표계 분포의 경우 하류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화염의 상류에서 생

성된 초기 매연입자들이 유동에 의하여 하류 쪽으

로 이동하면서 충돌이 일어나 매연입자 집합체가 생

성되는 엉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실험값[1,2,3]들과 해석결과를 비교하면 

먼저 Fig. 4는 중심축에 따라 분포하는 평균 온도를 

실험값과 비교한 그림으로 실선은 매연입자에 의한 

복사열전달을 고려한 것이고 점선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C2H4/Air의 난

류 비예혼합 화염은 매연입자에 의한 복사열전달의 

영향에 따라 온도 예측 값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상

류 쪽은 복사의 영향보다는 난류의 영향으로 온도가 
결정되므로 매연입자의 복사 영향에 상관없이 일정

하게 나타나고 하류 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체 생성

물 및 매연입자의 복사 효과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

을 때와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온도가 하강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본디 보다 체계적으로 화염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합분율, 속도, 화학종 그리고 

온도의 반경방향과 중심축에 따른 실험값들과의 비

교, 분석이 필요하나 본 실험에서는[1,2,3] 매연입자 

계측에 집중하여 이러한 실험값들에 대한 정보가 없

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교를 할 수 없었다.
이어서 Fig. 5는 매연입자의 체적분율을 중심축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z/D가 70인 상류 쪽은 실험값

과 비교하여 근사하게 예측하고 있지만 후류 쪽으

로 이동하면서 과소 예측하는 특성을 보이다가 z/D= 
150 이후부터는 반대로 과대 예측하는 경향을 보여

주게 된다. 화염의 중심 부근에서 체적분율을 과소 

예측하는 것과 후류 쪽에서의 과대 예측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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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xial profile of temperature along the centerline 
with soot radiation(sloid line), without radiation 
(dashed line) with experimental data[1,2,3].

Fig. 5. Axial profile of soot volume fraction along the 
centerline with experimental data[1,2,3].

은 뒤에서 설명될 매연입자의 엉김과 산화되는 작용

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계속해서 매연입자의 정보는 Fig 6, 7에서 차례대

로 초기 매연입자의 수밀도 그리고 매연입자 집합

체의 수밀도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이전의 매연입

자 예측 모델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정보로 비교적 
실험값과 근사하게 그 값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Fig. 6에서 나타난 초기 매연입

자의 수밀도 경우에 매연입자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z/D=70까지는 실험값을 잘 예측하고 있지만 화염의 
후류 쪽에서는 실험값보다 높게 수밀도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본 연

구의 매연입자 산화 모델을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

는데 이는 산화 모델에서 OH 라디칼에 의한 산화

는 고려하지 못하고 산소에 의한 산화만 고려하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로 Fig. 1의 (d)에서도 볼 수 있

듯이 산소가 희박한 화염 안쪽 부근에서 충분한 매

연입자의 산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언급했던 

후류에서의 매연입자 체적분율의 과대 예측과 관련

되어 있다.

Fig. 6. Axial profile of total primary particle number 
density along the centerline with experimental 
data[1,2,3].

Fig. 7. Axial profile of total aggregate number density 
along the centerline with experimental data[1,2,3].

마지막으로 Fig. 7은 Fig. 6에서 표현된 초기 매연

입자들이 그 수밀도가 증가하면서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서로 엉기면서 생성된 매연입자 집합

체의 수밀도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경향성은 실험값에 근사하게 나타나고 있

지만 화염의 상류 쪽과 중심부에서 실험값과 벗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에서 나타난 초

기 매연입자들의 수밀도가 화염 중심부 이후부터 실

험값에 비하여 과대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ig. 7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엉김으로 생성된 매연

입자 집합체는 실험값에 비하여 과소예측 하거나 비

교적 근사하게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식 
(1)에서 나타난 영김 커널(β(N, N', T))이 본 연구에

서 과대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심부에서

의 매연입자 집합체 수밀도의 과소예측은 앞에서 언

급한 매연입자 체적분율의 과소예측에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매연입자 생성 방정식과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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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표계를 포함하고 있는 입자의 거동 방정식을 수

치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

는 직접적분법을 이용하여 비예혼합 난류 화염장의 

매연입자 생성과정을 예측하여 보았다. 여기에서는 

수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1) 직접적분법은 매연입자의 생성, 엉김, 표면의 

성장 그리고 산화와 같은 복잡한 매연입자 생성발

달과정을 제대로 모사할 수 있는 예측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매연입자 집합체내의 초기 매연입자의 개수는 

집합체가 하류 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적으로 초기 

매연입자들과 충돌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3) C2H4/Air의 난류 비예혼합 화염은 매연입자에 

의한 복사열전달의 영향에 따라 온도 예측 값이 크

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하류 쪽

에서 기체 생성물 및 매연입자의 복사 효과로 인하

여 온도가 크게 하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하류 영역에서의 초기 매연입자와 체적분율을 

과대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로 OH 라디칼에 의한 

매연입자 산화 모델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

각할 수 있다.
5) 아직 하나의 내부좌표계로 표현된 입자 생성 

방정식만으로는 매연입자의 거동 및 원하는 값을 표

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각각의 보조 물리 모델에 
대하여 실험적인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해석모델의 

개발과 매연입자 생성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표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내부좌표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모델의 검증을 위한 실험

적인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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