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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00cc 소형엔진 기화기의 최적화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

다. 베르누이의 정리를 기본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주요 설계인자인 기화기 내부의 벤튜리 튜브의 각도, 길

이 등을 변수로 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

로, 유동 해석을 바탕으로 기존 사양 대비 향상된 성능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유동해석을 통해 기화기 내

부의 벤튜리관에 곡면(Rounding)처리를 적용함으로 기화기에서 소모되는 흡기저항을 줄여 펌핑로스를 저

감활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펌핑로스의 저감은 엔진 연비의 향상과 엔진토크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

으로 기대된다. 벤튜리관의 출구 각도를 감소시킴으로 박리를 개선하여 Dead Volume을 줄임으로서 기존

모델에 대비하여 원활해진 유동의 흐름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흡기유량을 증대시키고 엔진출력을 상승

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서론

1980년대 초 이후로 엔진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

부분의 차량은 기화기 방식 대신 인젝터 방식을 사

용하게 됐다. 하지만 소형엔진 혹은 특수한 목적으

로 이용되는 엔진에서는 기화기가 여전히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화기는 연료를 미립화하고

공기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시켜 가솔린 기관의 실린

더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엔진의 최대출력과 경제적

인 효과,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는 14.5 : 1 에 가까

운 이론 공연비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공연비가 커야하고, 최대출력을 위

해서는 공연비가 작아야 하며, 엔진이 작동할 때 실

은 짐이나 속도변화에 상관없이 정확한 혼합비를 유

지시켜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성능이 우수한 기화

기 일수록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다.[1]

국내의 소형엔진에 대한 기술수준은 농업/원예용

제품에 머물러 있으며 더욱이 4행정 소형엔진에 관

련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배기 규제

가 기존 자동차 엔진에 국한되지 않고 노외용 엔진

(non-road engine) 부분에서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시점에서 선진국 시장 수요의 증대와 배기규제 대응

을 위한 소형엔진의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

이다.[2-4]

현재 소형엔진의 배기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에는 기계적인 구조변경에 의한 방법과 연료개선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계적인 구조변경

에는 흡·배기포트 개조에 의한 소기효율 개선 방안,

분사방식 적용에 의한 공연비 최적화 방안, 기화기

니들형상 및 스로틀 위치제어를 통한 공연비 제어방

식 등이 있으며[5-7] 연료개선에 의한 방법으로

LPG 등과 같은 저공해 연료 적용을 통한 연료 공급

개선에 의한 방법이 있다.[8]

본 연구의 목적은 4 행정 소형엔진에 사용되는

기화기의 유동해석을 통해 기화기 내부의 주요 설계

변수에 따른 기화기 특성 효과를 분석하고 궁극적으

로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그림 1은 성능을 발휘하는 주요설계인자인 기화기

내부의 벤튜리 관(Venturi tube)이다. 벤튜리관은 관

의 단면적이 급격히 줄었다가 중앙부에서 최소 단면

적이 되고, 다시 관의 단면적이 확대되는 구조를 말

하며, 흡입이 생성되고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가 증

가되게 된다. 벤튜리의 단면적이 가장 좁은 부분의

유동속도가 가장 빠르고, 대기압과의 압력차이가 가

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메인노즐(Main Nozzle)이

설치된다. 메인노즐은 연료 컨테이너에서 벤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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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관을 말하며 공기가 벤튜리로 흐를 때, 메

인노즐 선단의 압력과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Sucking 효과가 발생하여 연료가 분출된다.

[그림 1] 기화기의 벤튜리관의 개략도

2.2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

벤튜리 내부의 유동은 정상 상태의 난류 유동으로

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상용 소프트웨어에

서 적용된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및 에너지 방

정식의 표현은 식(1)∼(3)과 같다. 또한 난류운동에

너지방정식과 난류운동에너지 소산방정식은 식(4)

및 (5)로 표현된다. 난류 모델로서 표준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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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경계조건은 엔진의 토크곡선에서 토크가 최

대가되는 Wide Open 상태의 2800rpm일 때를 기준

으로 질량유량 관계식에서 얻은 값 0.0084kg/s의 유

량을 입구조건으로 적용하였으며 입구 공기의 온도

는 상온으로 설정하였다. 해석에서 적용한 흡입유량

은 300cc 소형엔진의 체적효율을 100%로 가정하여

4행정 사이클 2800rpm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출

구의 경계조건은 Static Pressure로 대기압 조건을

설정하였고 입출구의 △p와 연료노즐의 압력 값을

비교하기 위해 연료노즐에 Goal을 조건으로 하여 압

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2는 2000rpm에서 4000rpm까지 400rpm단위

로 질량유량 값의 해석으로 얻은 입·출구의 압력변

화 값이다. 질량유량 값이 증가함에 따라 입·출구의

압력차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림 2] 질량유량에 따른 압력변화

2.3 해석모델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소형엔진(300ccc)에 사용

되는 기화기이다. 유동해석을 위해 통합 환경을 지

원하는 3D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인 SolidWorks를

사용하였고, 유동해석은 상용해석 소프트웨어인

FloWorks를 사용하였다. 그림 3는 유동해석에 중요

인자들을 단순화하여 실제 크기에 맞게 기화기 본

체, 연료노즐, 초크밸브와 스로틀밸브를 부품별로 모

델링 하였고 이를 어셈블리하여 해석기법을 적용하

였다.

[그림 3] 기화기의 본 제품과 단순화한 모델링

그림 4는 입구와 출구의 역류(Reverse Flow)에 의

한 유동불안정을 줄이고 해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

기 위하여 입구와 출구면의 앞뒤로 80mm의 확장

관로를 추가한 해석모델이다.



200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513 -

[그림 4] pipe가 연결된 기화기와 벤튜리 관 및 연료노즐

그림 5는 성능을 발휘하는 주요설계인자인 기화기

의 벤튜리 내부 각도, 길이 및 연료노즐 형상 등을

변수로 하여 해석 후 선정한 모델이다.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모델-A는 부드러운 유동의 흐름을

위해 벤튜리 부위에 적당한 곡면(Rounding)처리를

하였고, 모델-B는 연료노즐의 압력 변화를 보기 위

해 연료노즐 형상을 V자로 변형했으며, 모델-C는

역류(Reverse Flow) 및 분리흐름(Separate Flow)의

개선을 위해 벤튜리 출구부의 길이를 12mm에서

15mm로 20%증가시켜 확대각도를 완만히 설계하고

벤튜리 부위에 곡면 처리를 하여 유동저항을 감소시

키고자 하였다.

Base Model Model-A

Model-B Model-C

[그림 5] 해석 모델

3. 해석결과 및 고찰

설정한 경계조건을 바탕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

다. 각각 다른 모델에 공기의 유입량이 같고 연료노

즐에 작용하는 압력이 동일할 때, 입·출구의 압력차

△P가 작을수록 토크가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6은 입·출구의 압력차와 연료노즐의 압력 값

의 해석결과 그래프이다. 약 0.05% 이내에서 연료노

즐의 압력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모델-A와

모델-C의 입·출구 압력차가 크게 감소함을 보여준

다.

[그림 6] 입·출구의 압력차와

그림 7은 연료노즐 부근의 압력 값과 분포의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베이스 모델이 가장 넒은 음

압범위를 보였고 제안 모델 중 모델-B가 가장 큰

음압을 보였다.

Base Model Model-A

Model-B Model-C

[그림 7] 압력분포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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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유동의 흐름과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박리를 개선하기 위해 벤튜리 뒷부분의 길이를 늘려

각도를 좁힌 모델-C가 타 모델에 비해 비교적 흐름

의 방해가 없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ase Model

Model-A

Model-B

Model-C

[그림 8] 유동의 흐름과 속도 해석결과

4. 결론

300cc 소형엔진 기화기의 유동해석 및 분석을 통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기화기 모델을 제안하였

으며, 최적화의 방향을 제시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기화기 내부의 벤튜리관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흐름과 압력변화는 곡면과 연료노즐의 형상, 벤

튜리관의 길이 및 각도에 큰 영향을 받는 중요

한 설계요소이다.

2) 유동해석을 통해 기화기 내부의 벤튜리관에 곡

면(Rounding)처리를 적용함으로 기화기에서 소

모되는 흡기저항을 줄여 펌핑로스를 저감활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펌핑로스의 저감은 엔진 연

비의 향상과 엔진토크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벤튜리관의 출구 각도를 감소시킴으로 박리를

개선하여 Dead Volume을 줄임으로서 기존 모

델에 대비하여 원활해진 유동의 흐름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흡기유량을 증대시키고 엔진출력

을 상승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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