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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엔진 흡기시스템 중 흡기매니폴드는 가솔린엔진의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성능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

는 1400cc급 가솔린 엔진용 흡기 매니폴드에 대한 유동해석과 리그 실험을 수행하였다. 압력차에 따른 유동

및 유량계수의 해석을 통하여 유동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실험적 평가를 통하여 공기유량계수의 결과치를 검증

하였다. 해석과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해석값과 실험값의 오차를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자동차의 경우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레저용 소형엔진에서부터

선박용 대형엔진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

에 엔진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주 원인중

하나로 엔진의 배기가스가 문제가 되고 이에 따른 배기

가스규제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배기가스를

저감시키고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흡기다기관, 포트내 유동특성등

흡기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hamp-man[1]과 Tosa[2]는 매니폴드내의 유동을 2차

원 비정상 상태로 가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A.Chata[3]와 Y.Ishida[4]는 4기통 엔진에서의 동적 효

과를 고려한 체적효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5]

따라서 흡기시스템은 엔진의 개발 시에 매우 중요한 개

발 요소가 되고 그중 흡기 매니폴드의 유동특성에 따

라 흡입되는 공기의 양은 엔진의 연소에 영향을 주어

엔진의 성능․ 출력 및 연비에 있어서 주요 인자로 작

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400cc급 가솔린 엔진용

흡기 매니폴드의 형상을 3차원, 정상상태의 유동 모

델로 가정하여 유동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실험적 평가

를 통하여 공기유량계수의 결과를 검증한 후 해석과

실험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흡기 매니폴드의 성능

을 위한 성능인자를 도출하였다. 흡기 매니폴드내의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함

과 동시에 소형흡기유동 측정장치인 Flowbench를 이

용한 실험을 통해서 해석값과 실험값의 오차에 대한

경계조건 인자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흡기 매니폴드의

설계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치 해석

2.1. 해석모델

전산해석을 위한 모델의 계산격자 생성절차는 다

음과 같다. 자동차 생산 관련 업체에서 흔히 사용하

는 3차원 CAD 프로그램인 CATIA를 이용하여 3차

원 설계 데이터를 생성한 후 이 데이터를

STAR-CD의 격자생성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해석용

격자를 생성하였다. 유동해석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

어인 STAR-CD를 적용하였고 해석 모델의 계산 격

자수는 약 32만개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은 흡기 매니

폴드의 해석모델에서 생성된 해석격자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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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D 해석 모델 및 해석 격자

2.3. 지배방정식 및 경계조건

매니폴드 내부의 유동은 정상 상태의 비압축성 3차

원 Navier-Stokes 방정식을 적용하였으며, 유동장의 점

성흐름을 지배하는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은 다

음과 같다. 또한 난류모델은 RNG  난류모델을 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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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유체로는 상온의 공기를 적용하였으며, 수치해

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 입구부와 출구부의 압력차

를 10 inHO(2.5 kPa)로 입구 경계조건을 설정하였

다.

3. 해석결과 분석 및 고찰

흡기 매니폴드의 각 러너별 공기유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각각의 러너를 개별적으로 해

석하였다.

(a) 1번 러너 (b) 2번 러너

(c) 3번 러너 (d) 4번 러너

[그림 2] 러너의 해석

흡기매니폴드의 러너 폭이 일정한 모델에서 3개의

러너에 격막을 장착하여 공기의 유동을 차단하고, 격

막이 장착되지 않은 1개의 러너에서 유입되는 공기

의 질량을 계산하였다. 그림 3에는 각 러너별 공기유

량계수를 나타내었다. 3번 러너에서 가장 우수한 공

기유량을 보이고 1번 러너에서 열세의 공기유량을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공기량의 편차는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러너별 해석 결과

4.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는 소형흡기유동 측정

장비인 Performance Trends, Inc의 SF-110E 모델이

다. 이 측정장비를 이용, 흡기 매니폴드의 공기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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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구하여 흡기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4는

Flowbench의 개략도이며 Flowbench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Digital Flowmeter를 통해 Engine

Analyzer로 전송되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

친다.[6]

[그림 4] SF-110E Flowbench 개략도

그림 5(a)는 흡기 매니폴드의성능을측정하기위해

Flowbench에 장착한 모습이다. 매니폴드의 러너부분

을 그림 5(b)와 같이 아크릴 보어위에 장착시키고 공

기유량을 측정하게 된다. 매니폴드 장착 후 Flow

Range Controller를 설정하고 그 변화에 따른 압력변

화를 Analyzer를 통해 입구 경계조건인 10 inHO의

압력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Range Controller의 조

합을 통해 Range 1∼9까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흡기

매니폴드의유량측정을위한 Flow Range 설정은 7번

을 사용하였다. Range Setting의 기준은 표 1에 명시

된 바와 같다. 이때 측정된질량유량을통해 유량계수

(실제유량/이론유량)를 계산하였다.[7]

[표 1] 흡기유량 설정 기준표
Litter/sec 1 2 3 4 5 6 7 8 9

Intake

Manifold
4.4 8.5 13.7 18.5 27.5 38.7 48.3 65.1 86.1

Exhaust

Manifold
4.4 8.6 14.5 19.6 29.0 40.7 49.9 65.2 86.8

(a) 실험장치 (SF-110E Flowbench)

(b) 흡기 매니폴드 장착

[그림 5] 흡기 매니폴드의 유량계수 실험장치

5. 실험결과 및 고찰

그림 6은 흡기 매니폴드의 러너별 공기유량계수를

도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유동해석 결과보다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석 모델과 실험 모

델에서 오는 형상의 차이로 사료된다. 해석의 편의성

을 위해 플레넘 챔버의 벽면에 장착된 강도 보강용

리플과 바닥면의 격자주름을 제거하고 해석을 진행

하였기에 실험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6] 러너별 플로우벤치 실험 결과

그림 7은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4개 러너의 흡기효율이 해석과 실험결과

의 경향이 유사하였으며, 실험과 해석결과의 각 러너

별 오차는 최소 5%에서 최대 6% 이내로 나타났다.

이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실모델의 형상을 일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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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7] 해석과 실험 결과 비교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흡기 매니폴드내의 각 러너별 공기

유량계수의 유동해석과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400cc급에 적용되는 가솔린엔진의 흡기 매니폴

드의 유동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공기유량계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공기유량계수의 절대적인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경향은 우수하게 예측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유동해석과 플로우벤치 실험을 통해 흡기 매니

폴드의 공기유량계수를 획득한 결과, 실험 대비

유동해석이 5 ~ 6% 정도 초과 예측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보다 정확한 성능 파악을 위해 실제와 가까

운 해석모델의 도입과 난류모델의 변경을 통하여 해

석과 실험결과의 오차폭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확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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