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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의 연료비 절감 대책으로 연소 효율 증대를 위해서 연소실의 와류를 형성시켜주는 장치를

Modeling하여 유동해석을 실시하였다. 와류발생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형태의 Model과 와류발생장치의

형태가 다른 Model을 설계하였다. 와류발생장치는 공기의 연소실 흡입 전에 설치되어 와류발생장치의

날개에 의해 흡입공기를 휘감으며 와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와류발생자치를 사용함으로

써 흡입 공기의 유동과 흡입행정의 압력분포를 해석하여 와류발생장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서론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비로 인해 자동차 연비 감

소에 다소 미온적 관심을 보이던 미국에서도 최근 원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연비개선에 대한 대중적 지지

기반과 자동차 시장의 소비자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

으며, 친환경 자동차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중 석유가 차치하는 비

중은 과반을 훨씬 넘는 상황이다. 다른 여타 선진국의

석유 의존도가 절반을 밑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우

리나라의 석유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또한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규제 강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 등에서는 대기오염이 심한 장소가 여전히 많

이 존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자동차의 기여

를 보면, 일본의 경우CO2 방출량의 약 18%가 자동차

로부터 배출되고 있고, 매년 증가의 경향을 보이고 있

다[3].

따라서 지구 온난화 방지와 연료비의 절약을 위해

서라도 자동차에서의 중요 과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소효율의 증대이다.

자동차엔진의 연비개선을 위한 방법에는 엔진을

소형화 하거나, 터보차저의 사용, 동력전달효율 향상

(토크 컨버터 슬립억제), 마찰손실 저감, 가솔린 직

접 분사 등의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 사용하

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연구는 계속 되어

더욱 뛰어난 연료비의 절감대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4].

본 연구에서는 연소 효율의 증대를 위해서 흡기의

효율을 높여 주는 장치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

장치는 날개에 의해 와류를 형성되도록 하는 장치로

서 이 장치가 장착되었을 때의 공기의 유동을 해석

하여 장치가 없었을 때와 비교를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와류발생장치 앞쪽에서 부터

실린더 안쪽까지의 공기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3D

모델은 CATIA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ANSYS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2. 해석

2.1. Model생성
본 연구에서는 와류장치를 3개의 형상으로 model

을 생성하였다. 그림 1은 CATI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와류발생장치를 3D Model로 만든 그림이다.

그림 1에서 와류발생장치의 아래의 3가지로 구분되

며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와류발생장치를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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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때의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와류장치가 없는

연소실의 유동해석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그림 1] 3D Model의 형상

2.2.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유체의 흐름상 와류장치의 효과에

대한 해석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체가 와류장

치와 밸브를 통과하여 실린더로 이동되는 루트만을

해석하도록 한다.

[그림 2] 경계조건

일반적인 흡입공기의 유량이 300mg/s～500mg/s라

가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 A와 B의 유동량

을 400mg/s로 설정한다.

2.3. 해석 결과
2.3.1 와류 형상

[그림 3] Model 1의 유동해석

[그림 4] Model 2의 유동해석

[그림 5] Model 3의 유동해석

[그림 6] Model 4의 유동해석

그림 3부터 그림6은 와류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것

에서부터 와류장치의 형태별로 유동해석을 시행한 그

림이다.

해석 결과에서 와류장치에 의하여 흡입공기의 유동

에 변형이 생기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Model 3과 Model 5는 Model 1에 비하여 유

동의 흐름에서 와류가 더 형성이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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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압력분포

[그림 7] Model 1의 압력분포

[그림 8] Model 2의 압력분포

[그림 9] Model 3의 압력분포

[그림 10] Model 4의 압력분포

그림 7부터 그림10은 유체유동이 일어나는 구간에

서 평면에 대한 압력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석 결과를 보면 와류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Model에 비해 와류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Model에서

압력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결론

연소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흡입계통에 와류발생

장치가 장착되어진 흡입행정에 대하여 ANSYS을 이

용한 연소실로 흡입되는 공기의 유동해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동해석의 결과에서 와류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Model에 비해 와류장치가 장착된 Model에서 와류가

더 형석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압력분포의 해석결과 와류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Model에 비해 와류장치가 장착된 Model에서 압력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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