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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엔진의 엔진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P 연료필터의

유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LP 연료필터를 3차원 모델링하였으며, 유동해석을 위하여 계산격자를

구성하고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장을 분석하여 입구부를 거쳐 연료필터를 지나 출구부까지 유동

이 원활한 것을 확인하였고, LP 연료의 유동장은 필터내에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료필터

내부의 압력강하량을 분석하였으며, 질량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강하량이 증가하였다.

1. 서 론

자동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아울러 최근 십 여

년 동안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점점 엄격

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환경보호, 특히 대기 보존

에 대한 인식이 저변에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 대체연료가 모색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엄

격하게 강화되는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시키고 환경

친화적인 차량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다. 청정 연료 중 하나인 LP(Liquid Propane) 연

료는 자동차의 대체연료로써 출력, 연비향상 및 배

기규제 만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LPI 시스템은 흡기관내 연료를 분사하는

액상분사방식이며 기존 믹서 방식의 LPG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출력 상승 및 연비 저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2]. 그 중 LPI 연료필터는 엔진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 엔진

의 개발과 함께 적정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고 신뢰성 부품이다. 그러나 국내완성차업계에

서는 핵심기술만 보유하고, 연료필터 등 비핵심 부

품분야는 부품업계 자체기술로 개발된 제품을 장착

하게 되므로, 국내자동차부품사의 기술과 부품신뢰

성이 더욱 요구된다[3].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소프트

웨어인 Solid Works를 이용하여 연료필터를 모델링

하고, FloWorks를 적용하여 연료필터 내부의 LP연

료의 유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연료필터 모델 및 해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연료필터 모델은 현재 양산되

어 상용화된 연료필터이다. 그림 1은 LPI 연료필터

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해석 모델의 구조는 출구

부와 연결되는 좌측부의 UPPER CAP, 입구부와 연

결되는 우측부의 LOWER CASE로 구분되며

UPPER CAP에는 필터가 연결되어 있다.

[그림 1] LPI 연료필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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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해석은 유동해석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상용 3-D

모델링 툴(FloWorks)을 사용하였다[4]. 커버와 캡의

재료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였으며, 약 14만개의 유동

계산 격자를 구성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유체는 LP

연료의 구성성분인 액상 프로판()으로 가정하

였으며, 입구 측에 질량유량을 설정하여 해석을 수

행하였다.

3. 해석 결과 및 고찰

연료필터는 엔진의 엔진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품이다. 특

히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유동의 흐름과 압력은 연

료필터의 설계에 매우 중요한 성능인자이다. 그림 2

는 연료필터 내의 연료 유동장을 보여주고 있다. 연

료는 입구부를 거쳐 유동이 없는 필터 끝단을 지나

서 출구부까지 유동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유동 해석 결과

그림 3은 연료필터 내부의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연료필터 내부에서 압력 변동이 미미한 것은 입구

부 단면적 대비 필터 내부의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크

기 때문이다.

[그림 3] 연료필터의 압력차

그림 4는 유량에 따른 압력강하량을 보여주고 있

다. 질량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강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질량유량에 따른 연료필터의 압력강하량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엔진의 엔진성능, 안전성 및 내구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료필터의 유

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 LP 연료필터를 3차원 모델링하였으며, 유동해석

을 위하여 계산격자를 구성하고 유동해석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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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장을 분석하여 입구부를 거쳐 연료필터를 지

나 출구부까지 유동이 원활한 것을 확인하였다.

LP 연료의 유동장은 필터 내에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연료필터 내부의 압력강하량을 분석하였으며, 질

량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강하량이 증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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