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525 -

발전용 엔진 트로틀 바디의 유동해석
황재우

*
, 김창수

**
, 최두석

***
, 박성영

****

*공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
공주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e-mail:sungyoung@kongju.ac.kr

Flow Simulation of the throttle body for a Power

Generation Engine

Jae-Woo Hwang
*
, Chang-Su Kim

**
, Doo-Seck Choi

***
, Sung-Young Park

****

*
Div. of Automotive & Mechanical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cersity
**Mechanical Engineering Dept., Graduate School, Kongju National University
***
Green-Car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ongju National University

****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1400cc급 발전용 엔진 트로틀 바디의 최적화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베르누

이 정리를 기본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주요 설계인자인 트로틀 바디 내부의 트로틀 밸브 각도 및 흡기

부 곡률 등을 설계 변수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벤튜리관 흡입부의 곡률을 증가시켜 트로틀 바디에

서 소모되는 흡기저항을 줄였다. 감소된 흡기저항은 펌핑로스를 저감하여 연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해석결과 분석을 통하여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

1. 서론
1980년대 이후로 엔진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

부분의 엔진은 기화기/믹서 방식 대신 인젝터 방식

을 사용하게 되었다.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엔

진에서는 기화기/믹서가 여전히 중요한 성능부품으

로 작용하고 있다. 기화기/믹서는 연료를 미립화하

고 공기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시켜 가솔린 기관의

실린더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엔진의 최대출력과 경

제적인 효과,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는 이론 공연비

로 운전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공

연비가 커야하고, 최대출력을 위해서는 공연비가 작

아야 하며, 엔진이 작동할 때 부하조건이나 속도변

화에 무관하게 정확한 혼합비를 유지시켜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성능이 우수한 기화기/믹서 일수록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다[1]. 유해가스를 최소화 하

기위해 트로틀 밸브의 열림 각도에 대한 정보가 엔

진의 전자제어 장치에 전달되어 이에 상응하는 최적

의 연료가 분사 되어 배기가스를 조절한다[2].

최근 배기가스 규제가 기존 엔진에 국한되지 않고

노외용 엔진(non-road engine) 부분에서도 세계적으

로 강화되는 시점에서, 선진국 시장 수요의 증대와

규제 대응을 위한 엔진 부품의 기술개발 노력이 요

구되고 있다[3-5].

현재 엔진의 배기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는 기

계적인 구조변경에 의한 방법과 연료개선에 의한 방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계적인 구조변경에는 흡

ㆍ배기포트 개조에 의한 소기효율 개선 방안, 분사

방식 적용에 의한 공연비 최적화 방안, 트로틀 바디

니들형상 및 트로틀 밸브 제어를 통한 공연비 제어

방식 등이 있으며[6-8], 연료개선에 의한 방법으로

LPG 등과 같은 저공해 연료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

다[9].

본 연구의 목적은 배기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

치는 발전용 엔진의 트로틀 바디 성능변수를 분석하

는데 있다.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들을 트로

틀 바디 모델에 반영하고, 각각의 모델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를 통하여 트로틀 바디

의 주요 설계변수에 대한 특성효과를 분석하고, 궁

극적으로 최적화된 가스엔진 트로틀 바디 모델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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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이론적 배경
그림 1은 성능을 발휘하는 주요설계인자인 트로틀

바디 내부의 벤튜리관(Venturi tube)이다. 벤튜리관

은 관의 단면적이 완만히 줄었다가 중앙부에서 최소

단면적이 되고, 다시 관의 단면적이 확대되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벤튜리의 단면적이 최소가 되는 부

분의 유동속도가 가장 빠르고, 대기압과의 압력차이

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료 공급홀이 설

치된다. 메인 연료 공급홀은 공기가 벤튜리로 흐를

때, 메인노즐 선단의 압력과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

에 의해 흡입효과가 발생하며 연료를 공기와 혼합하

게 된다.

[그림 1] 트로틀 바디의 벤튜리관의 개략도

2.2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
벤튜리 내부의 유동은 정상 상태의 난류 유동으로

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상용 소프트웨어에

서 정의된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및 에너지 방

정식의 표현은 식(1)-(3)과 같다. 또한 난류운동에너

지방정식과 난류운동에너지 소산방정식은 식(4) 및

(5)로 표현된다. 난류 모델로서 표준 k-ε 모델을 사

용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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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경계조건은 엔진의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Wide Open Throttle 상태에서, 1400cc 엔진의 체적

효율을 100%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계산된 공기

의 질량유량은 0.0189 kg/s으로, 입구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입구 공기의 온도는 상온으로 설정하였

다. 출구의 경계조건은 대기압 조건을 설정하였고,

입출구의 △P를 분석하기 위해 연료 공급홀에 압력

을 목표치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2.3 해석 모델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발전용 엔진에 사용되는

트로틀 바디이다. 트로틀 바디의 모델링을 위하여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3D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인

SolidWorks를 사용하였고, 유동해석은 SolidWorks

와 연동되는 상용해석 소프트웨어인 FloWorks를 사

용하였다. 그림 2는 유동 해석에 중요한 인자들을

단순화하여 실제 크기에 맞게 트로틀 바디 본체, 트

로틀밸브, 연료 공급홀, 흡입부 곡률을 부품별로 모

델링하였고 이를 어셈블리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

다.

[그림 2] 트로틀 바디 제품과 3D 모델링

그림 3은 출구의 역류(Reverse Flow)에 의한 유

동 불안정을 줄이고, 해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구면에 90mm의 확장 관로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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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Model

Model-A

Model-B

[그림 6] 압력분포 해석결과

[그림 3] 벤튜리 관 및 연료 공급홀

그림 4는 성능을 발휘하는 주요 설계인자인 트로

틀 바디의 벤튜리 내부 트로틀 밸브 각도 및 흡입부

곡률 등을 변수로 해석 후 선정한 모델이다.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부드러운 유동의 흐름을 위해 흡입

부 곡률반경을 12 , 16 및 21mm로 설계하여, 벤튜

리관 압력 및 유동흐름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Base Model

Model-A

Model-B

[그림 4] 흡입부 곡률에 따른 모델

3. 해석결과 및 고찰
설정한 경계조건을 바탕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

다. 각각의 모델에 공기 유입량이 동등하고 연료 공

급 홀에 작용하는 압력이 동일할 때, 입․출구의 압

력차가 작을수록 펌핑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5는 입․출구의 압력차

해석결과 그래프이다. 베이스 모델 대비, 모델-B의

압력차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입·출구의 압력차

그림 6은 연료 공급홀 부근의 압력분포 해석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B가 가장 낮은 압력변화 범

위를 보였고 베이스 모델이 가장 큰 압력변화를 보

였다.

그림 7은 흡입공기의 유선과 속도를 보여주고 있

다. 각 모델의 속도는 동등한 수준이었으나, 모델-B

에서 가장 완만한 유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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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모델-B가 유선 및 압력분포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Base Model

Model-A

Model-B
[그림 7] 유동의 흐름과 속도 해석결과

4. 결론
1400cc급 발전용 엔진 트로틀 바디의 유동해석 및

분석을 통하여 유동흐름과 압력차가 가장 우수한 모

델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발전용 엔진 트로틀 바디의 벤튜리관에서 발생

하는 유동흐름과 입․출구 압력변화는 흡입부

각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중요한 설계요소이

다.

2) 베이스 모델 대비, 벤튜리관의 흡입부 곡률을

증가시켜 원만한 속도장을 형성하였고, 유동흐

름의 Dead Volume을 감소하여 유동의 흐름이

원활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압력강하량

의 감소는 펌핑로스를 저감하여 엔진 연비향상

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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