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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기 계 공 학 과

백 범 기  

국문 요약

DME 차량용 엔진의 독립식 분사

고압펌프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설기계공학과

백 범 기

본 연구는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펌프가 DME (Dimethyl ether)를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디젤 엔진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조건 변경에 따라서 펌프의 성능을 

비교하여 DME 연료에 적합한 펌프의 조건과 사양을 찾는 것과, AMEsi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적의 펌프 파라미터와 조건을 찾는 건을 목표로 

한다. DME는 화학식 CH3OCH3을 갖는 유기 화합물이며 C2H6O로 단순화될 

수 있다. DME는 디젤 엔진에서 사용이 가능한 연료이며 디젤 엔진의 경우 

40-53 인 가솔린 연료에 비해 55의 높은 세탄가를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DME는 LPG의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디젤 엔진에 약간의 

변경 후 적용이 가능하다. 짧은 탄소 사슬 화합물의 단순성으로 인해 연소 

중에 미립자 물질(PM)의 배출량이 매우 적고, SOx 등 배출가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의 엄격한 배출 규제를 충족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연료 펌프가 체적 유량계를 사용하여 인젝터에 필요한 

유량을 배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펌프가 커먼 레일 드라이버가 설정한 

압력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는 

Independent Injection Type(독립 분사식) 기계식 펌프가 사용되었으며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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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된 Wobble Plate Type(사판각 조절식) 펌프와 결과를 비교하여 어떤 

종류의 펌프가 DME 연료 펌프로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실험 조건은 

300rpm에서 부터 1,000rpm까지 100 rpm 단위로 증가시키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400 ~ 500bar의 커먼 레일 압력으로 실험되었다. 또한 12 - 20 

bar의 입구 압력을 가지며 시스템은 7bar의 내부 압력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경우 차량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유량인 200LPH를 만족시키지 못한 83LPH의 유량 성능을 

보였으며, 내구성에 대해서도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펌프의 압력이 증가하면 압력 손실이 같이 증가하여 유량 및 효율이 

감소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젝터 성능 향상을 위해서 고압 분사 시 

동일한 유량을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구성 

측면에서 펌프를 장기간 사용하면 연료의 시스템 순환 시 펌프의 열로 인해 

DME 연료가 기화되어 성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내부 냉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펌프의 

내부 용적에 따라 유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커먼레일의 오리피스 

크기와 볼 체크 밸브의 스프링 상수 및 체크 밸브 토출부의 단면적에 따라 

내부 압력의 변화가 심하게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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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DME(Dimethyl Ether) : 디 메틸 에테르

PM(Particulate Matter) : 입자상 물질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NOx(nitrogen oxide) : 질소산화물

LC50(Lethal Concentration 50%) : 반수치사농도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  : 독립식 분사 펌프 

GA(genetic algorithm)법 : 유전 알고리즘 법

ISFC(Indicated Specific Fuel Consumption) : 도시 연료 소비율

DAQ(Data acquisition) : 데이터 수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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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설명

 : 밀봉 길이(피스톤과 실린더가 닿아있는 거리) 에서의 연료의 밀도

 : 피스톤의 반경

∆ :  펌프 챔버 (실린더)의 반경 방향 팽창

 : , , 에 의해 정해지는 길이

 : 최초 밀봉 거리(실린더가 최하점에 있을 때의 밀봉 거리)

 : 피스톤의 최대 이동 거리

 : 펌프 챔버의 간극 용적

 : 챔버의 압력

 : 고압 펌프의 토출 밸브가 열려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시 함수

 : 레일 용량

 : 위치에서의 실린더/피스톤 사이의 누유율

 : 에서 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 실린더의 영률

 : 푸아송 비

 : 실린더 내경

 : 실린더의 외경

 : 펌프 사양에 따른 피스톤 리프트

 : 캠 샤프트의 회전 속도

 : 시간

 : 챔버 압력

 : 축방향 위치

 : 연료의 동점성도

 : 위치에서의 필름 두께

 : 유체의 축방향 압력 차에서 나오는 Poiseuille 누출

 : 실린더에 대한 피스톤의 축 방향 이동으로 인한 Couette 누출

 : 씰 바닥의 압력

 : 최초 간극

∆ : 실린더 보어의 반경 방향 팽창

∆ : 피스톤 외부 표면의 반경 방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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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 배경

 자동차 동력기관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솔린·디젤 엔진은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고갈 및 환경 문제가 항상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효율을 높이고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엔진, 동력전달장치, 소재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적으로 양산되는 디메틸에테르 (이하 DME)는 디젤 엔진의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분자 구조, 즉 C-C 결합이 없는 C-O-C 결합과 매우 

높은 세탄가 (> 55) 및 높은 산소 함량 (34.8 % by mass)을 보유한 DME는 

디젤보다 스프레이 연소 특성과 연비가 더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DME는 연기와 저 미립자 (PM) 배출 없이 연소될 수 있는 잠재적인 초 청정 

연료로 연구되고 있다. 높은 배기가스 재순환 (EGR)을 통해 NOx 배출을 

제어하여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 표준을 충족할 수 

있다[1-3].

DME는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스 회사들과 정부 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DA (International DME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 3대 

프로판 회사 중 하나인 Suburban Propane Partners (NYSE : SPH)는 2020년 

9월 DME의 최초 생산 업체 인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Oberon 

Fuels의 지분 39%를 매입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Suburban Propane은 또한 

재생 가능한 DME/프로판 혼합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혼합 될 예정이다.

또한 Oberon Fuels는 2019년 6월 최초의 재생 가능한 디메틸 에테르 

(rDME)를 생산하는 동종 최초의 다단계 프로젝트를 위해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CEC)로부터 2,876,139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단기 및 

중기 탈탄 소화 혜택을 제공하여 무공해 이동성을 위한 캘리포니아 기반 

재생 수소 (rH2) 경로를 개발할 예정이다.

차량의 경우 일본의 ISUZU 및 DENSO 社에서 DME 엔진 및 트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미국의 FORD Motor Company에서 DME 자동차 

개발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뉴욕시 위생 국장은 Financial Times와 

인터뷰를 통해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여 6,000 개 이상의 위생 

차량을 위한 DME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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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ISUZU ELF 

DME-Study Car 

Figure 1-2 Ford MONDEO 1.5 

DME

반면에, 디젤 연료에 비하여 점도가 낮고, 윤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료 

펌프와 연료 분사 기구의 구동부 마모를 초래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5]. 또한, DME를 디젤 엔진에 적용하여 

연료를 분사하게 되면 연료 자체가 가지는 압축성으로 인하여 DME를 

가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디젤 

연료의 발열량인 42.5 kJ/kg에 비해 65%정도의 발열량인 27.6kJ/kg을 가지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DME 

연료 펌프와 같은 연료 공급 시스템 변경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8].

DME에 대한 점화 프로세스와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연료 펌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압력과 모터 속도에 따른 유량, 효율, 동력 변화와 같은 성능 곡선 

데이터 또한 존재하지 않아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DME 전용 고압 연료펌프와 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성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 해당 연구를 

통하여 DME 특성을 고려한 연료 펌프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연구가 진행된 Wobble Plate Type 펌프와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를 비교하여 어떠한 종류의 펌프가 DME 연료 펌프로 더 

적당한지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Wobble Plate Type 펌프의 

장점은 작은 부피에서 10,000psi(약 690 bar) 이상의 고압을 형성할 수 

있지만 고압 맥동 및 사판 진동을 유발하기 쉽고, 그에 따라 낮은 효율과 

높은 소음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9]. 그에 비해 Independent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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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펌프는 각 실린더마다 하나의 연료분사 펌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펌프의 성능을 비교하여 어떠한 종류의 펌프가 

DME를 연료로 사용하였을 때에 더 적합한지 확인하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AMESim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성능 개선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AMESim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여 부품 및 시스템 설계의 초기단계 및 

설계과정에서 성능검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계 및 개발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실제시스템의 검토단계에서도 설계 최적화와 성능 향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10]. 연구하고자 하던 DME 펌프 또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설계 초기 단계이므로 AMESim을 활용하여 주요 설계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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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동향

1.2.1 DME 연구

DME는 일산화탄소와 수소로부터 합성되므로 지금까지 충분히 이용되어 

있지 않았던 비교적 소규모의 천연가스전 등에의 응용이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특히 중국에서는 석탄의 가스화에 의한 DME의 제조가 실용화의 

단계에 있는 등 탈석유 또는 중동 의존도 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관심을 

부르고 있다. DME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DME에 대한 유해성이 

연구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Aerofako사의 Bohnenn는 1963년 이래, DME의 

생체에의 유해성에 관해서 각종의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11].

항목 DME 디에틸에테르(DEE) 메탄올 LP가스

독성의 개요 경미한 마취성 피부자극성
(탈지, 염증) 점막자극성 경미한 마취성

각성작용
(명정, 혼수)

시신경장애
(안통, 실명) 

만성독성 중추신경장애
(두통, 실명)

급성독성
LC50(흡입․쥐)※1 337 g/m3/4h※2 73 g/m3/2h 64g/m3/4h 658g/m3/4h

허용농도(ppm)
15분이하 시간폭로한계
(TLV-STEL)※3 1000 *5 500 250 1250

1일8시간노동가중평균농도
(TLV-TWA)※4 1000 *5 400 200 1000

Table 1-1 Effect of DME on the body [11]

인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마취성이 강한 디에틸에테르를 인체가 

흡입했을 경우, 혈액 중의 디에틸에테르 농도가 700ppm 이상이 되면 

마취효과가 나타난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DME는 동물실험의 결과 혈액에 

축적되는 DME의 양이 기중농도의 60분의 1 정도 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알려있다. 사람에 대한 독성으로서 75,000ppm에서 가벼운 불쾌감이 

일어나지만, 외관적으로는 변화는 없다. 또, 82,000ppm의 경우, 21.5분 후에 

균형장해, 운동부진, 시각교란이 생기고, 30분 후에는 가벼운 시력감퇴나 

뇌일혈이 일어난다. 또, 140,000ppm의 경우에는 23분 후에 마비가 일어나고 

26분 후에 실신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에 의해서, 작업환경 

허용농도(TLV), 즉 거의 모든 작업자가 폭로하더라도 유해한 건강영향이 



- 5 -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DME의 기중농도로서는 유럽, 미국, 일본의 

어디서나 1,000ppm의 값이 정해있고, LP가스와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다. 

DME의 LC50(생물의 50% 사망확률에 대한 농도 및 시간)을 조사 및 비교한 

결과는 Table 1-2, 1-3과 같다[11].

Table 1-2 LC50 comparison between DME and other gases [11]

물성 단위 DME 프로판 부탄 메탄 DEE 메탄올

LC50 [g/
/4h] 337 658 - - 73 658

Table 1-3 Comparison of toxic gas types [11]

물성 DME 프로판 부탄 메탄 메탄올 에탄 이소부탄

독성

흡입에 
의한 독성

고농도에
서 혼미

고농도에
서 

중추신경
에 영향 
무독

흡입에 
의한 영향

무독

단순질식

무독

대량에서 

실명

단순질식
, 무독

질식, 

무독

고압가스보안협회는 또한 DME의 고무 부식성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가스 씰, 액 씰, 가스액 씰에 대한 씰링 특성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Figure 1-3과 같은 용기에 고무 링을 설치하여 가스, 액체, 

가스액체 혼합 용기에 넣고 시간에 따라 고무가 부식되는 정도를 측정하고 

LPG와 비교하였다. 해당 실험 결과는 Figure 1-4에 나와있으며 고무의 

종류에 따른 DME 누설 속도는 Table 1-4 및 Figure 1-5에 나와있다.

Figure 1-3 Appearance of seal test too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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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hanges in leakage over time, 

Immersion in DME at 23℃ (top), Immersion in LPG at 23℃ (bottom)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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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재질 기호
조성비(mol%) 누설속도

(mg/(cm․hr)) R2값
DME 프로판

NBR

B-1
100.0 0.0 1.80 0.994

0.0 96.5 0.15 0.710

C-1

100.0 0.0 1.64 0.992

74.5 24.8 0.98 0.984

49.3 49.2 0.55 0.961

24.2 73.7 0.34 0.901

0.0 96.5 0.05 0.211

C-2
100.0 0.0 1.99 0.995

0.0 96.5 0.18 0.775

HNBR

G-3

100.0 0.0 1.01 0.970

74.5 24.8 0.53 0.986

49.3 49.2 0.27 0.804

24.2 73.7 0.21 0.792

0.0 96.5 0.09 0.477

J-3
100.0 0.0 1.57 0.996

0.0 96.5 0.18 0.626

IIR I-3
100.0 0.0 0.71 0.998

0.0 96.5 0.33 0.931

FFKM K-1
100.0 0.0 0.36 0.978

0.0 96.5 0.24 0.805

Table 1-4 DME leakage rate of each rubber typ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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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DME leakage rate of each rubber type [11]

1.2.2 DME 엔진 연구

DME 엔진에 관한 연구는 배출가스 분석 및 연소 특성에 관한 내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Hyungjun Kim et el.은 디젤 엔진에서 

DME의 연료 소비량과 배출가스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법을 이용하여 운전 조건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여 디젤과 DME 연료의 최적 운전 조건을 비교하였으며 

최적화 조건 분석을 위한 배기가스 및 성능을 포함한 메리트 함수를 

결정하였다. Figure 1-6, 1-7에서 엔진은 디젤 연료 질량의 1.67 배에 

해당하는 DME 연료 질량을 사용해야했고 따라서 동일한 작동 조건에서 

디젤 연료 질량보다 엔진에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디젤 연료 

엔진에 비해 ISFC (Indicated Specific Fuel Consumption, 도시 연료 소비율) 

성능이 떨어졌으며, NOx 등 배출 가스는 디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12]. 해당 연구에서 DME는 디젤에 비해 1.5배 ~ 2배의 유량 

성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료 펌프의 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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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combustion pressure, heat 

release rate of baseline and optimal cases in diesel and DME fuel 

simulation cases [12]

Figure 1-7 Calculated NOx and soot emissions for selective cases to low 

emissions according to diesel and DME fueled diesel engin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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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Tennessee의 Swapnil Desai et el.은 메탄 (CH4) 혼합 디메틸 

에테르 (DME) / 공기 혼합물의 자동 발화 속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하여 DME / CH4 혼합 비율이 동적 화염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화염-점화 상호작용에 대한 조성 층화 시간 척도의 영향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CH4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이원 연료 혼합물의 자동 

점화가 더 어려워짐이 확인되었고 상류 혼합물이 사전 점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도 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는 층화의 진폭이나 시간 척도에 

관계없이 주요 화염 전선 앞에서 여러 반응 전선이 관찰되었고 전체 전파 

속도를 크게 증가시킴이 확인되었다[13]. 

DME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DME를 혼합 연료로 사용한 경우의 연소 

특성 연구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디젤과의 비교를 통한 효율성 검증을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 Hyungjun Kim의 연구 등에서도 DME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은 디젤에 비해 높은 유량을 요구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유량과 그에 따른 내구도가 높은 펌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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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Variation in temperature profiles at (a) τ0 = 2 τ1 in case 

LT0, (b) τ0 = τ2 in case LT25 and (c) τ0 = τ2 / 2 in case HT37.5. 

Here, DF = Deflagration front, SF = Sponta- neous ignition front, PI = 

Pre-ignit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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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DME 연료 공급 시스템 연구

DME 펌프는 어떤 종류의 펌프가 가장 DME 연료 펌프로써 적합한지 

다양한 종류의 펌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명지대학교의 Wonhak 

Choi Won Hak et el.는 2008년 LPG와 DME 혼합연료를 사용하는 

연료펌프의 내구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DME는 고무와의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LPG-DME 혼합연료를 불꽃점화 기관에 작용하는 경우 DME로 

인한 고무와의 반응성을 파악하기 위해 침지실험을 통한 잔여물 분석과 

혼합연료와 반응한 재질의 인장실험을 수행하였다. 해당 실험을 통하여 연료 

공급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가소성 성분 소재의 부식 정도를 

도출해내었으나 순수 DME를 사용한 연구 결과가 아니며 고압 연료 펌프 

자체의 내구성 시험에 대한 결과 또한 수행하지 않았다[14]. 

Figure 1-9 Immersion test to understand the reactivity with rubber due to 

DM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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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압 연료 펌프는 디젤 연료 펌프에서 사용되는 펌프를 

최적화 과정을 걸쳐 사용하고 있다. 또한 DME는 연소 특성은 디젤과 

유사하기 때문에 디젤에서 사용되는 피스톤 펌프에 대한 사전 연구를 

분석하여 향후 DME 연료 펌프의 최적화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자 

하였다. 해당 목차에서는 디젤 피스톤 연료 펌프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디젤 엔진의 경우 연비 향상,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 및 높은 출력을 위해서 

커먼레일 연료 분사 시스템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고압 연료 펌프는 

커먼레일 시스템의 동력원이며 따라서 고압 연료 펌프의 성능은 커먼레일과 

전체 시스템의 작업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압 연료 펌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는 플런저와 

배럴 사이의 누유정도이다. 누유는 실린더의 내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해지며 플런저와 배럴 사이의 밀봉의 최적화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Gibson et el.은 피스톤의 횡 방향 굽힘, 실린더의 반경 방향 확장 및 푸 

아송 효과로 인한 피스톤의 반경 방향 성장과 같은 구조적 변형을 고려하여 

탄성 유체 역학적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 모델을 개발했다[15]. 그러나 

피스톤과 실린더는 동심으로 가정하고 유체 점도 변화는 무시하였다. Xu et 

el.은 모든 금속 점탄성 고압 밀봉의 탄성 유체 역학적 윤활 분석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피스톤의 전체 오프셋이 고려되었으며 유체는 

등온으로 가정되었다[16]. 하지만 유체가 누출되는 경우 압력의 강하뿐만 

아니라 높은 압력차로 인한 온도 상승도 야기되기 때문에 온도 상승도 

고려하여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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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0 Magnified view of plunger and barrel deformation for 1 port 

design (upper side) [15]

Figure 1-11 Magnified view of plunger and barrel deformation for 1 port 

design (down sid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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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 Eight different types of pistons studied, and for three piston 

diameter [15]

피스톤의 플런저 위치에 따른 간격(Clearance) 변화 및 공동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 제조사 중 몇몇은 플런저에 홈(groove)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S. Kumar et el.은 플런저에 추가된 

홈의 수와 위치에 따른 펌프의 성능 변화를 확인하여 홈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플런저의 종류와 실험 결과는 각각 Figure 

1-10 및 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G0(홈 0개), 

G1o(바깥쪽 홈 1개), G1i(안쪽 홈 1개)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피스톤의 기본 

직경 D는 14.6mm이며 1.5배, 2배의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피스톤 표면에 홈을 추가하면 피스톤의 강성이 증가하여 

피스톤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홈의 위치에 따라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홈의 수가 증가할 경우 누출이 증가하여 펌프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토크 복원 관점에서도 피스톤의 직경이 작은 

경우에만 유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17]. 즉 상대적으로 플런저의 직경이 큰 

경우는 홈이 없는 피스톤이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상대적으로 

플런저의 직경이 작은 경우는 내부의 단일 홈을 제공함으로써 강성을 

증가시키고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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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3 Leakage piston-cylinder clearance at 30 MPa outlet pressure 

versusswash plate turning speed for three different type and piston and 

piston diameter, at 90°swash plat angular position (1.5 microns edge 

clearance, 3 microns central clearance) [17]

즉 피스톤 펌프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는 플런저와 배럴 사이의 밀봉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 고압 분사 피스톤 

펌프에서는 피스톤 후단으로 연료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이 

세밀하게 구성되어야 하지만 그럴수록 피스톤과 배럴의 마찰로 인한 손실과 

내구성 하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 연구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다. 

DME는 디젤보다 낮은 점도와 윤활성으로 인해 내부 피스톤의 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DME에 최적화된 펌프의 설계를 

하고자 하였다.

인하대학교의 Beommo Sung et el.는 2004년 순수 DME 연료를 사용하여 

현재 경유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열형(In-line Type) 기계식 분사펌프를 

사용하여 DME의 분사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DME 연료의 기초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체적, 점도, 밀도, 체적탄성계수, 증발잠열, 증기압 

등과 같은 여러가지 물성치를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실험 결과 

DME의 기본적인 물성치를 MBWR(Modified Benedict-Webb-Rubin)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열형분사펌프를 사용하여 분사 특성을 

DME와 경유에 대하여 측정 및 비교하였다[18]. 하지만 분사량과 분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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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4 Measurements of leakage at the end of injector after each 

injection [18]

등 인젝터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연료 펌프 자체의 성능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DME 연료 펌프에 대한 연구는 혼합 연료를 사용한 경우와 연료 공급 

시스템 내부에 있는 고무에 의한 부식성 및 분사 특성을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기간도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디젤에 비해 2배 높은 유량이 필요하고 낮은 점도로 인해 구동부의 마모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 연료 펌프 연구가 필요하다. 

Korea Automotive Technology Institute의 Yunsub Sin et el.은 순수 DME를 

연료로 하여 유량 제어 밸브 방식이 DME 고압 연료 펌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용량 연료 공급이 가능한 

Wobble plate 방식 고압 연료 펌프의 DME 엔진 적용 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유량 제어 방식이 서로 다른 제어 밸브를 펌프에 장착하여 제어 Duty 값에 

따른 고압연료 펌프의 유량(Flow rate), 토크(Torque) 및 온도 (Temperature) 

변화를 실험적으로 비교 연구 하였다. 실험 결과 밸브가 개방될수록 유량은 

증가하였으며, 일정 Duty 이상에서 유량이 급격히 상승하고, Duty 값이 50% 

부근에서 두 제어 밸브 모두 비슷한 최대 유량 (약 50kg/h, 110LPH)을 

보였다. 또한 Duty 값이 최대 유량을 보이는 45~50% 영역에서는 

25N.m정도의 고부하의 구동으로 인하여 펌프의 구동이 불안정해지는 특징을 

보였으며 Wobble plate type 방식 연료 펌프의 성능은 제어 밸브(ITV, 

SCV)의 유량 제어 방식(Normal open & Normal close)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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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5 Effect of control valve type on the flow rate in wobble plate 

type fuel pump [19]

해당 연구는 순수 DME를 사용한 연료 펌프 특성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고정된 RPM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부하에 따른 펌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커먼레일의 압력의 변화 또한 없기 때문에 인젝터 성능 

향상을 위한 고압 분사 설정 시의 펌프 성능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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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6 Effect of control valves duty variation on the flow rate of 

wobble plate type fuel pump(Left), Effect of control valves duty variation 

on the torque of wobble plate type fuel pump(Right) [19]

Figure 1-17 Effect of control valves duty variation on the temperature of 

wobble plate type fuel pum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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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성능을 분석하고 

Wobble plate type 펌프와 비교하여 DME 연료에 적합한 펌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조건에 따른 

성능 변화를 분석하여 실제 차량에서 사용하기 위한 필수 성능인 200LPH의 

유량과 내구성을 만족하는지 분석하고 펌프의 최적화를 위한 주요 변수 

도출 및 연료 펌프의 설정 전략을 제시한다.

 

①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모터 회전수에 따른 토출 유량 실험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료 펌프가 DME를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엔진에서 요구하는 유량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한다.

②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커먼레일 설정 압력에 따른 토출 

유량 실험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료 펌프가 DME를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엔진에서 요구하는 내구성 및 분사 압력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한다.

③ 조건 변경에 따른 유량 변화와 내부 압력 변화를 확인하고 각 요소가 

펌프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설계 방향을 확인한다.

④ AMEsim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펌프의 성능향상과 내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다.

⑤ 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초하여 DME를 사용한 펌프의 설계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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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장치는 DME의 고무 부식성과 DME의 저온, 

고압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및 설계되었다. 특히 DME는 실험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압 펌프의 공급 단계에서 기화하여 

펌프의 유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안정적으로 고압 연료 펌프에 액체 상태의 DME를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커먼레일 이후의 시스템 구성 보다는 펌프 입구 이전의 

시스템 구성에 집중하였다. 

또한 고압가스보안협회의 “DME 데이터 집”에 따르면 DME는 압축성이 

높아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Figure 2-1에 해당 

조사 자료에서 계산한 DME의 등온압축률이 나와 있으며 온도와 압력에 

따라 압축률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1 DME isothermal compression rate 

calculated valu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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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DME 연료 공급 장치

Figure 2-2 Independent Injection Type pump experi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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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사용된 DME 연료 공급 시스템의 개략도는 Figure 2-2와 

같다. 연료 탱크에서 나온 DME는 유량계를 거쳐 피드펌프로 들어가게 되고, 

피드 펌프가 전단부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연료를 공급하게 된다. 불순물 

제거를 위한 필터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어큐물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화 및 압축되기 쉬운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에 다수의 압력계를 

설치하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연료 주입 이전 시스템에서는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수의 밸브를 설치하였으며 압력계에서 압력 강하 혹은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 수동으로 밸브를 조절하여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인젝터를 설치하지 않고 연료 탱크로 계속 순환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시스템을 구동하며 펌프에서 생기는 열로 

인한 DME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 팬과 펌프 리턴부의 쿨러가 

포함되어 있다. 냉각 팬은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를 직접적으로 

냉각하여 연료의 기화 방지와 더불어 펌프의 내구성 향상 또한 

고려하였으며 펌프 리턴부의 쿨러의 경우 가열된 연료가 직접적으로 연료 

탱크로 복귀하는 경우 연료가 액화되기 전 기체 상태로 주입되어 탱크의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번 밸브를 잠그고 2번 밸브를 개방하면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전단부 및 리턴부가 피드펌프에 의해 연료가 채워지게 되고, 유량계 및 

압력계를 확인하여 해당 부분의 연료가 전부 채워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1번 밸브를 개방하고 2번 밸브를 닫아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가 

사용되는 양 만큼 시스템 내부의 유체가 흐를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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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유량 측정 장치

Figure 2-3 Picture of Flow Meter

DME는 대기압 조건에서 영하 24℃의 기화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의 조건이 필요하다. 

구성된 시스템의 커먼레일 이후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 펌프의 온도와 

커먼레일에서의 가압으로 인하여 DME의 온도가 상승하고 기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유량계는 ONOSOKKI 社의 용적식 

유량계(Volumetric Flow Meter)로써 부피를 측정한 뒤 설정된 밀도를 곱하여 

유량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밀도가 쉽게 

변하는 기체 상태의 유량은 측정이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실험에서는 

유량계를 연료 탱크의 바로 뒤에 설치하여 온도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유량계는 피드펌프를 사용하여 시스템 전체에 연료가 공급되고 난 후부터 

유량을 측정하기 시작하며,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에서 토출되는 

연료와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 커먼레일에서 리턴되는 연료의 양 

만큼만 연료 탱크에서 나오며 나오는 연료는 1차적으로 연료 펌프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으로 측정된 유량은 펌프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양 

만큼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량계의 필요조건은 DME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식이 될 수 있는 고무 

부품이 DME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가압되는 압력만큼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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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pecification of Flow Meter

Type Volumetric Flow Meter
Maximum Pressure 20 bar
Minimum Pressure 0 bar

Maximum Flow Rate 18 LPH
Minimum Flow Rate 1200 LPH
Measurement Type Liquid

Accuracy ± 0.2 %

범위를 가져야 한다. 해당 유량계는 실험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문제작 되었으며 해당 유량계가 가지는 사양은 Table 2-1과 같다.

유량계의 최대 허용 압력이 20bar 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하여 시스템의 내부 압력이 20bar가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였다. 해당 밸브는 유량계 부분에 20 bar 이상이 가압되는 

경우에 작동되도록 조정되었으며 릴리프 밸브가 작동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실험 결과를 폐기하고 재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는 실제 차량 실증까지 목표로 하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조건이 실제 차량 조건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분석하기 위해 피드펌프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고압 펌프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피드펌프인 Hydra-Cell 피드펌프와 실제 차량에서 사용하는 

WELDON 피드펌프를 각각 사용하여 유량 및 압력을 비교분석 하였다. 각 

피드펌프의 자세한 사양은 Table 2-2에 명시되어 있다.

Figure 2-4 Hydra-Cell G03-X Figure 2-5 WELDON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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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Specification difference between Hydra-Cell and WELDON Feed 

Pumps

Hydra-Cell G03-X WELDON 2015-A

Flow Rate [LPH] 702 492

Maximum Pressure [bar] 17 11.03

2.1.3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는 펌프의 각 실린더가 개별적인 

토출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된 펌프는 총 4개의 토출부를 

가지고 있다. 해당 부위를 커먼레일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커먼레일에 4개의 

펌프 토출 연결부와 더불어 리턴부, 인젝터 토출부의 6개의 커먼레일 

토출부가 필요하다. 하지만 펌프의 토출부를 전부 커먼레일에 연결시킬 경우 

실제 차량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젝터를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 실험 이후 인젝터 실험과 실제 

차량의 실증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igure 2-3과 Figure 2-6에서 볼 수 있듯이 커먼레일을 두 개 

사용하여 전단부 커먼레일은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탱크로 사용하였고 

후단부 커먼레일에 인젝터 및 기타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펌프의 내구성 평가를 위하여 펌프의 토출부 중 한 부분에 

압력 센서를 설치하여 실린더 내부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펌프의 

자세한 사양은 Table 2-3에 명시되어 있다.



- 27 -

Figure 2-4 Picture of Independent Injection Type Pump

Figure 2-5 Picture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Independent Injection 

Type Pump and the Common Rail

Figure 2-6 Ball Check Valve Installation Pictures

Table 2-3 Specification of Independent Injection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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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ndependent injection piston pump
Maximum Pressure 680 bar

Maximum Flow Rate (Diesel) 133 LPH (1,000 RPM. 300bar)
Maximum Speed 1,450 RPM

Number of Piston 4
Maximum Temperature 80°C 

Cylinder Diameter 100 mm
Cylinder Length 100 mm, 90 mm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는 내부가 기계식 실린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토출부가 직접 인젝터와 연결되면 펌프 성능에 문제가 없으나 

커먼레일에 연결된 경우 피스톤이 하강하는 시기에 연료가 커먼레일에서 

역류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펌프의 

토출부에 Swagelok 社의 볼 체크 밸브를 Figure 2-6과 같이 설치하여 해당 

현상을 방지하였다. 볼 체크 밸브의 작동 원리 이해를 위한 그림은 Figure 

2-7에 나와 있으며 상세한 사양은 Table 2-4와 같다.

Figure 2-7 Picture of CV6MFB20 Ball check valve

Table 2-4 Specification of Ball Check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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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Type Ball Check Valve

Reference Temperature 20℃

Reference Fluid Water

Maximum Pressure 1,378 [bar]

Pressure Drop
≈0 bar / 720LPH

6.89 bar / 1440LPH

실험에 사용된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는 Control Rack을 보유하고 

있으며, Figure 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ontrol Rack의 위치에 따라 

내부의 Pinion이 회전하여 플런저의 위치를 조절하여 유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Rack의 변경에 따른 분사 유량은 Table 2-5와 같으며 Rack이 

1mm 움직일 때 실린더 당 유량이 50/st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에 기초하여 실제 실험에서는 실린더의 유량이 50/st 

감소하였을 때 실제 펌프의 토출 성능과 내부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ure 2-8 Independent Injection Type pump Inter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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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Flow rate according to rack change

RPM
Rack 위치

(mm)

분사 유량

(/st.)

1450
14.2 250

13.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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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론적 배경

 본 실험에서 사용된 펌프는 피스톤 펌프로써 Dexing Qian et el.은 디젤 

엔진에서 사용되는 고압 펌프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성능을 

계산하였다[20]. Figure 2-9는 축 내부를 묘사한 개략도이다.

Figure 2-9 Schematic draw of piston in high pressure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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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실린더와 파이프 사이에서 이동하는 연료는 질량보존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1)

여기서 은 밀봉 길이(피스톤과 실린더가 닿아있는 거리)에서의 연료의 

밀도, 은 피스톤의 반경, ∆은 펌프 챔버 (실린더)의 반경 방향 팽창, 

는 , , 에 의해 정해지는 길이, 는 최초 밀봉 거리(실린더가 

최하점에 있을 때의 밀봉 거리), 은 피스톤의 최대 이동 거리, 는 

펌프 챔버의 간극 용적, 은 챔버의 압력, 은 고압 펌프의 토출 밸브가 

열려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시 함수, 은 레일 용량(레일과 고압연료 

파이프 둘 다 포함이지만 레일 용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 레일 용량으로 

표시), 은 위치에서의 실린더/피스톤 사이의 누유율, 는 에서 

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의 표시 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2)

  은 압축 기간 동안 고압 펌프의 토출 밸브가 닫혀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은 밸브가 열려 펌프 챔버의 연료가 전달 단계 동안 

레일의 연료와 혼합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형 탄성 이론에 의해 변형량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는 실린더의 영률, 는 푸아송 비, 는 실린더 내경, 는 실린더의 

외경을 의미한다.

길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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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밀봉 길이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는 펌프 사양에 따른 피스톤 리프트이다.

캠 샤프트 각도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과 는 각각 캠 샤프트의 회전 속도와 시간을 나타낸다.

피스톤의 축방향 속도인 은 식 (5)와 (6)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지속 

시간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챔버 압력인 은 식 (3)과 식(7)을 식(1)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8)

여기서 




 







 


 







이다.

피스톤/실린더 인터페이스 상에서 유체(연료)의 고압은 피스톤과 실린더의 

구조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구조적 변형은 필름 두께(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반경 방향 간극)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차례로 유체 압력 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나리오는 유체와 구조 필드 사이에 강하게 결합 

된 문제, 즉 유체-구조 상호 작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높은 압력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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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계면의 점성 흐름은 상당한 열 발생을 유도하여 유체 흐름을 비등온 

상태로 만들게 된다. 유체 압력과 온도의 높은 차이는 유체 점도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고압 펌프의 피스톤 쌍, 즉 피스톤과 실린더는 정밀 

커플 링 범위에 속합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반경 방향 간극은 2mm ~ 

4mm에 불과한 반면 피스톤의 직경은 약 5mm ~ 10mm이다. 즉, 피스톤 / 

실린더 인터페이스에서 흐름의 반경에 대한 간극 비율이 작다. 레이놀즈 수 

(일반적으로 1.0 <Re <10.0)가 작기 때문에 흐름은 층류로 간주되고 윤활 

이론 방정식에 의해 제어된다. 고압 펌프의 피스톤은 회전하지 않고 

실린더에서 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축방향 피스톤 펌프 및 저널 베어링과는 다르며 결과적으로 

인터페이스 내의 방사형 및 원주 방향 흐름은 무시할 수 있다. 피스톤이 

실린더와 동심이라는 가정 하에 누설률 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9)

는 축방향 위치이며 는 연료의 동점성도, 는 위치에서의 필름 

두께이다.

를 포함하는 용어는 유체의 축방향 압력 차에서 나오는 Poiseuille 

누출이라고 말하며 은 실린더에 대한 피스톤의 축 방향 이동으로 인한 

Couette 누출이라고 말한다. "-"는 피스톤이 위로 이동할 때 (업 스트로크) 

Couette 누설 기간 이전에 적용되고 "+"는 피스톤이 아래로 이동할 때 (다운 

스트로크) 적용된다.

식 (11)에 대한 초기조건은 아래와 같다.

     (10)

   (11)

는 씰 바닥의 압력, 즉 누출 경로 출구의 압력을 의미한다.

축 방향의 필름 두께는 피스톤과 실린더의 탄성 변형으로 인해 일정한 값을 

가지지 않는다. 변형을 고려하여 필름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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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 ∆는 각각 최초 간극, 실린더 보어의 반경 방향 팽창, 피스톤 

외부 표면의 반경 방향 감소를 의미한다. 선형 탄성 이론에 의하여 변형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3)

∆ 





 (14)

식 (14)에서 을 포함하는 두 번째 항은 피스톤 반경 방향 푸아송 

변형이며, 이 경우 피스톤의 관성력은 무시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방정식 

(13)및 (14)는 피스톤 쌍의 응력 조건을 평면 문제로 단순화하여 파생된 

방정식이므로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축 방향의 유체 압력 분포는 

알 수 없으므로 피스톤 쌍의 응력 조건은 실제로 평면 문제가 아니며 

방정식 (13) 및 (14)로 근사된다.

필름의 두께인 대 유체 압력인 의 관계는 식 (13)과 식 (14)를 식 (12)에 

대입하여 얻을 수 있다.

  (15)

여기서

 
 







 


 







,  


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식 (1)에 의해 피스톤의 직경과 움직이는 거리, 누유 

정도에 따라 펌프의 성능이 결정되며 누설량은 식 (9)에 의해 실린더의 

내경과 점성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순수 DME의 점성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피스톤의 직경 및 이동 거리, 실린더의 내경에 기초하여 펌프의 성능 평가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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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방법

2.3.1 시스템 구동 필요조건

 본 실험에서 안정적인 액체 상태의 DME 연료 공급을 위하여 시스템 

내부의 실험 조건을 Table 2-6과 같이 설정하였다. DME의 연료 특성을 

고려하여 펌프의 연료 공급 시스템 내부 압력을 7bar 이상으로 유지시키고 

공급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시켜 액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펌프의 내구성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은 0.8ns 단위로 총 0.1초간 

Kistler 압력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KATECH에서 사용하는 

DAQ(Data acquisition, 데이터 수집 장치)을 사용하여 필터링 하였다. 

펌프 실험 시스템을 구동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료 탱크 및 기타 밸브 열기

(2) 피드 펌프 작동을 통해 공급 시스템 내부 전체에 연료 공급

(3) 각 압력계와 온도계, 시스템을 확인하며 이상 유무 확인

(4) 모터를 작동하고 유량계를 확인하여 펌프에서 연료 토출 확인

(5) 커먼레일 드라이버를 확인하여 압력 생성 확인 및 압력 조건 설정

(6) 필요 RPM으로 모터 속도 설정 및 실험 결과 측정

 

펌프의 압력의 경우 커먼레일 드라이버로 필요 압력을 설정한 후 펌프가 

해당 압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펌프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펌프 토출부에 Kistler 압력 센서를 설치하여 연료 토출 시 펌프 내부 압력을 

측정하였고 디젤 실험으로 측정된 기준 내구 압력인 680bar를 초과하는 

경우 장시간 펌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Table 2-6 Operating of spray visualization experiment

Parameter Value

Maximum Temperature 40℃

System Pressure 7 bar

Fuel Type DME

Pressure Sampling Time 0.8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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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뮬레이션

2.4.1 시뮬레이션 모델링

Figure 2-10 AMESim simulation Library schematic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성능 및 효율 향상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펌프의 유량을 향상시키는 

파라미터 및 내부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를 도출하는 것으로, 

실제 펌프를 추가로 개조하기 전 어떠한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도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으로 펌프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시뮬레이션의 분석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펌프에 대해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추가 수정 사항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험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위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다. 또한 실제 실험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추후 실험 및 연구를 용이하게 하였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AMESim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부품 및 

시스템 설계의 초기단계 및 설계과정에서 성능검증과 성능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설계 및 개발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실제시스템의 

검토단계에서도 설계최적화와 성능향상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은 펌프의 토출 유량 및 펌프 내부 

실린더의 압력이며 내부의 유동 흐름에 따른 성능 변화와 구조의 변형 등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시스템의 총합적인 결과만 파악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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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내부의 플런저 변형률, 실린더 팽창률, 유동흐름 등 세부적인 특성은 

분석이 불가능하다.

AMESim에서는 기본적인 고압 펌프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심 

축이 회전함에 따라 세 위치의 피스톤이 압축되어 연료를 분사하는 

모델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Independent Injection Type의 펌프 또한 기계식 

피스톤 펌프로 동일하며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경우 1회전 당 

4개의 토출부에서 토출이 일어나는 방식으로써 해당 정보와 DME 연료 특성, 

Independent Injection Type의 내부 실린더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ure 2-10에는 AMESim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ure 2-11은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특성을 적용시킨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회로도를 나타내고 있다. 각 실린더의 내부 압력과 토출량, 전체 

펌프의 토출량 등의 측정이 가능하며 유체의 특성 또한 DME의 물성을 

적용시켜 시뮬레이션을 구동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설정된 자세한 파라미터는 

Table 2-7과 같다. 실제 시스템과 다른점은 실제 실험 시스템에서는 펌프 

토출 이후 커먼레일을 설치하여 압력을 높게 설정해주었으나, 시뮬레이션 

상에는 커먼레일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오리피스를 설정하여 내부 압력과 

유량을 조절해주었다. 실험에서의 펌프 연료 공급 시스템은 DME을 

안정적으로 액체 상태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으나 시뮬레이션은 

DME가 기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급 

탱크와 압력만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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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 AMESim simulation Library Diagram

Table 2-7 Parameter values set in the simulation

Parameter Value

DME Density 663 

DME Bulk Modulus 6370 bar

Absolute Viscosity 0.12 cP

Cylinder Length 100 mm

Cylinder Diameter 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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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실험결과

3.1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 실험 결과

3.1.1 실험 조건에 따른 성능 변화

펌프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변화시킨 조건은 모터의 속도(RPM)와 

커먼레일의 압력(bar)이다. 모터의 속도는 300 RPM에서 시작하여 100 RPM씩 

최대 1,000RPM까지 측정하였으며 커먼레일의 압력은 300bar와 400bar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진행하였다. RPM 증가는 펌프의 유량 증가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커먼레일 압력 증가는 압력 강하로 인한 유량 감소를 

확인하고 인젝터 분사 압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조건의 선택 기준은 일반적인 디젤 차량의 공회전 엔진 RPM은 

승용차 엔진의 경우 600 ~ 1000RPM, 중형 및 대형 트럭의 경우 약 

600RPM으로 설정되며 일반 주행 엔진 속도는 1,500 ~ 2,000 RPM으로 

간주할 수 있다[21]. 따라서 각 차량의 최소 회전 속도인 600 RPM(시스템 상 

300 RPM)에서 시작하여 일반 주행 속도인 2,000 RPM(시스템 상 1,000 RPM) 

까지 실험 구간을 설정하였다. 이후 성능과 내구성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최대 속도(약 4,000 RPM) 및 최대 부하에서 실험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RPM의 경우 실제 엔진 시스템과 실험에 설계된 시스템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제 디젤 엔진의 구동 프로세스는 엔진 2회전 당 흡입압축, 

팽창배기 사이클을 수행하며, 따라서 엔진 2회전 당 1회 분사가 이루어진다. 

해당 시스템은 모터 1회전 당 1회의 분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0RPM의 

실험 조건은 2,000RPM의 실제 엔진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 커먼레일 

압력의 경우 DME의 점도가 디젤 연료보다 낮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DME의 낮은 윤활성 특성은 연료 분사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는 부품의 표면 마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DME의 

최대 분사 압력은 디젤보다 제한적이고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2]. 따라서 

해당 실험 또한 디젤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부품의 마모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된 

이후 더 높은 압력에서의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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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Discharge flow rate of Independent Injection Type pump 

according to common rail pressure (experimental feed pump)

실험 결과는 Figure 3-1 및 Figure 3-2와 같다. Figure 3-1은 기존 

실험실에서 사용한 Hydra-Cell 피드펌프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동하였고, 

Figure 3-2는 실제 차량에서 사용되는 웰던 社의 피드펌프를 사용하여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피드펌프 별 성능 비교 결과 저 

rpm에서는 웰던 피드펌프의 유량이 높게 측정되었고 고 rpm에서는 

Hydra-Cell 피드펌프의 유량이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으며 따라서 두 피드펌프 모두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ure 3-1에 따르면 RPM에 변화에 따라 유량의 변화는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커먼레일 300bar 조건에서는 100 RPM 당 

유량이 최소 7.5LPH, 최대 11.9LPH 증가하였으며 평균 9.27LPH가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커먼레일 400bar 조건에서는 100 RPM 당 유량이 최소 

7.2LPH, 최대 12.8LPH 증가하였으며 평균 8.96LPH가 증가하였다. 즉 

커먼레일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RPM 증가에 따른 펌프의 토출 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DME 엔진이 요구하는 유량인 200LPH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00bar 

기준 약 2,200RPM, 400bar 기준 약 2,300RPM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디젤 엔진 기준으로 300bar에서는 약 4,400RPM, 400bar 

에서는 약 4,600RPM이 되어야 요구 유량을 만족한다는 의미이므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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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Discharge flow rate of Independent Injection Type pump 

according to  common rail pressure (Weldon Company feed pump)

디젤 승용차의 주행 속도인 1,500 ~ 2,000 RPM 보다 더 높은 속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 테스트 된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유량 

성능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3.1.2 플런저 위치 변경에 따른 성능 변화

해당 실험에서는 펌프 내부의 실린더에 있는 플런저의 위치 변화에 따라 

펌프 전체의 토출 유량과 내부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플런저의 위치를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3-3에서 Rack을 1mm 

움직여 실린더의 유량이 50/st 감소한 결과 유량이 300RPM에서는 

6.2LPH 감소하였으며 700RPM에서는 18.5LPH가 감소하여 모터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펌프의 유량 감소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량이 

감소하기 전에는 100 RPM 당 평균 11.5 LPH의 유량이 증가하였으나 유량이 

감소한 후는 100 RPM 당 평균 8.4LPH의 유량이 증가하였고 요구 유량인 

200LPH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량이 감소하기 전의 경우 1,800RPM에서 

204.5LPH에 도달할 수 있으나 유량이 감소한 경우는 2,400RPM에서 

202.7LPH에 도달할 수 있다. 상세한 계산 값은 Table 3-1과 같다.

실린더 내부 압력의 경우 토출 유량이 감소하여 펌프의 성능 또한 하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린더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ure 3-4의 비교 결과 유량이 감소하기 전은 펌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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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 최대 압력이 700 bar로 측정이 되었으나 유량이 감소한 후는 펌프의 

토출 최대 압력이 760 bar로 대략 10% 증가하였다. 이는 볼 체크밸브의 

구조상 체크 밸브의 입구 쪽으로 유체가 들어오게 되면 내부의 스프링이 

압축되어 유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스프링이 

압축되어 공간을 만드는 시간과 유체가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배럴의 

상승으로 인해 실린더 내부의 이동 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유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실린더 내부의 압력은 

증가하고 유량은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3-3 Flow change after adjusting the pressure inside the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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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Independent Injection Type Pump Internal Pressure Graph 

Before pressure adjustment (upper), After pressure adjustment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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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Pump flow rate change according to RPM increase

　 속도[RPM]
펌프 유량

(유량감소전)
[LPH]

펌프 유량
(유량감소후)

[LPH]

실험값

300 32 25.8
400 43 33.3
500 57 42.3
600 67 50.7
700 78 59.5

계산값

800 89.5 67.925
900 101 76.35
1000 112.5 84.775
1100 124 93.2
1200 135.5 101.625
1300 147 110.05
1400 158.5 118.475
1500 170 126.9
1600 181.5 135.325
1700 193 143.75
1800 204.5 152.175
1900 216 160.6
2000 227.5 169.025
2100 239 177.45
2200 250.5 185.875
2300 262 194.3
2400 273.5 202.725

전체적인 성능 비교를 위하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Hydra-Cell 피드 펌프와 

실제 차량에서 사용되는 Weldon 피드 펌프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는 Figure 

3-5 및 Figure 3-6에 나와 있다. 펌프의 성능과 내구성 측면 모두 피드 

펌프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Hydra-Cell 

피드 펌프를 사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여도 신뢰할 수 있는 설계로 볼 수 있다.

Figure 3-5는 피드 펌프 종류별 압력에 따른 유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RPM이 증가함에 따라 유량 또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압력에 따른 유량의 변화만 있을 뿐 피드 펌프에 따른 유량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Figure 3-7는 1,000RPM, 400bar 조건에서 피드 펌프 

종류에 따른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실린더 내부 압력을 나타낸 

그래프로써 최소, 최대 압력과 기준 압력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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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Experimental flow rate comparison between Hydra-Cell feed 

pump and Weldon feed pump

Figure 3-6 Internal Cylinder Pressure comparison between Hydra-Cell feed 

pump and Weldon feed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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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시뮬레이션 결과

4.1 시뮬레이션 신뢰성 검토 

Figure 4-1 AMESim simulation 

Flow rate result

Figure 4-2 AMESim simulation 

Cylinder Pressure result

유량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ure 4-1과 같다. 초반 시스템에 연료 공급을 

위하여 약 0.1초의 연료 공급 시간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실험 

시스템의 경우는 피드 펌프 적용으로 인하여 시스템 연료 공급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에 이미 연료가 충분히 공급된 상태로 

가정하여 0.1초 이후의 값을 유효한 데이터로 판단하였다. 펌프 유량의 

시뮬레이션 결과 약 83LPH로 Independent Injection Type의 펌프로 커먼레일 

400 bar. 1,000 rpm의 모터 속도를 가진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린더 내부의 압력을 확인한 결과 Fig 2-12와 같이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Independent Injection Type의 펌프로 커먼레일 400 

bar, 1,000 rpm의 모터 속도를 가진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해당 시뮬레이션은 성능(유량)과 내구성(내부 압력) 모두 실제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한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린더 내부 압력과 유량에 

대해 비교를 실시하였다. Figure 4-3은 펌프 1회 토출 시 실린더 내부에 

걸리는 압력에 대해 실험과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각각 최대 

압력은 750bar, 최저 압력은 100bar 내외이며 평균 압력은 400bar로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Figure 4-4는 펌프의 토출 유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실험의 경우 83.5LPH, 시뮬레이션의 경우 83.2LPH가 

도출되었으며 실린더 내부 압력과 유량 모두 유사한 결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시뮬레이션 모델의 경우 실험과 유사한 값을 



- 48 -

가지고 있어 시뮬레이션의 파라미터의 변경 시 실제 실험의 파라미터 

변경과 유사한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Figure 4-3 Cylinder Pressure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result and 

simulation result 

Figure 4-4 Flow rate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result and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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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 파라미터 도출

모델링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펌프의 성능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한 결과 펌프 토출부의 오리피스와 체크밸브에 설치된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 체크밸브 토출부 직경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시스템에 설치된 볼 체크 밸브 내부에 있는 스프링은 302 

SS/A313 제품으로 약 70,000N/m의 스프링 상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조건으로 오리피스의 직경을 변화시킨 결과는 Figure 4-5, 4-6, 4-7에 나와 

있다.

Figure 4-5는 오리피스의 직경 변화에 따른 펌프의 토출 유량 변화 

그래프이다. 기준 직경인 2.8mm에서는 토출 유량이 약 82 LPH로 

측정되었으며 오리피스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유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 유량은 오리피스의 직경이 최소인 2.0mm에서 약 50 LPH이며 

최대 유량은 오리피스의 직경이 최대인 4.0mm에서 약 118 LPH가 

확인되었다. 오리피스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커먼레일의 성능에 따라 펌프의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Figure 4-6은 오리피스의 직경 변화에 따른 실린더 내부의 압력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기준 직경인 2.8mm 에서는 실린더 내부 압력이 약 

700bar로 허용 압력인 680bar 이상이 측정되었다. 오리피스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실린더 내부 압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직경이 

증가할수록 압력의 감소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 압력은 

오리피스 직경이 최대인 4.0mm에서 약 600bar이며 최대 압력은 오리피스 

직경이 최소인 2.0mm에서 약 900bar로 확인할 수 있다. 오리피스의 직경이 

3.6mm 이상인 경우는 실린더의 최대 허용 압력인 680bar보다 낮은 압력을 

나타내었으므로 현재 시스템에서는 오리피스의 직경을 3.6 mm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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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Comparison graph of pump flow rate results according to 

orifice diameter 

Figure 4-6 Comparison graph of pump cylinder pressure results according 

to orific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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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은 시뮬레이션 회로도에서 오리피스 전단부의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해당 부분은 실제 실험에서는 커먼레일의 압력에 해당하는 

곳이다. 해당 압력을 확인한 이유는 커먼레일이 요구하는 압력을 펌프가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즉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커먼레일의 설정 

압력보다 낮은 압력이 측정되는 경우는 펌프가 해당 압력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주하여 펌프의 성능이 요구 성능보다 미달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펌프 실린더 내부 압력 시뮬레이션 결과와 마찬가지로 

오리피스의 직경이 클수록 커먼레일 부분의 압력이 낮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린더에 비하여 커먼레일 부분은 압력 하강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펌프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오리피스의 직경을 크게 설정하는 경우는 커먼레일이 요구하는 

압력을 펌프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최대 압력은 오리피스의 직경이 최소인 2.0mm에서 약 600bar, 최소 압력은 

오리피스의 직경이 최대인 4.0mm에서 약 200bar로 확인되었다. 해당 실험은 

커먼레일 압력이 400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400bar 

이상의 압력을 낼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2.8 mm 이하의 오리피스 직경만이 

해당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다.

Figure 4-7 Comparison graph of common rail pressure result according to 

orific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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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피스 직경 변화에 따른 펌프의 성능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4-1과 같으며 필수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부분을 표시하였다. 확인 

결과 펌프의 내구성과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린더 내부 압력 감소에 비해 커먼레일의 압력 변화가 급격한 것이 그 

이유로 판단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리피스의 직경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파라미터와 함께 

최적화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Table 4-1 Comparison of pump performance results according to orifice 

diameter

오리피스 직경  / 요구 성능
유량

(LPH)

실린더 압력

(bar)

커먼레일 압력

(bar)
2.0 mm 50 900 600

2.4 mm 68 820 500

2.8 mm 82 760 400

3.2 mm 96 700 320

3.6 mm 108 640 250

4.0 mm 116 6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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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토출부에 설치된 체크밸브의 스프링 상수에 따른 성능 변화는 Figure 

4-8, 4-9, 4-10과 같다. 시뮬레이션의 기준 조건은 오리피스 직경 2.8mm, 

스프링 상수 70kN/m이며 오리피스의 직경은 고정된 상태로 스프링 상수 

10kN/m부터 160kN/m까지 30kN/m 단위로 상승시키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ure 4-8은 스프링 상수에 따른 고압 펌프 실린더 내부 압력을 나타내고 

있다. 스프링 상수가 증가할수록 실린더 내부의 압력은 증가하게 되며 최저 

압력은 730 bar, 최대 압력은 785bar로 측정되었다. 펌프 내부 압력이 

증가할수록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체크 밸브 스프링의 상수가 

증가할수록 펌프 내부의 압력을 높여 펌프의 내구성을 하락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스프링 상수가 160kN/m부터 

40kN/m까지는 펌프 내부 압력이 파동을 보이며 진폭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10kN/m에서는 0.12s ~ 0.128s 구간에서 파동이 사라지며 

일정한 그래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플런저가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게 

되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더욱 자세한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연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4-9는 스프링 상수에 따른 커먼레일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다. 

스프링 상수가 증가할수록 커먼레일의 압력은 감소하게 되며 최저 압력은 

평균 약 360 bar, 최대 압력은 평균 약 440 bar로 측정되었다. 해당 부분의 

압력이 높을수록 커먼레일에서 요구하는 압력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압력이 높을수록 펌프의 성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스프링 상수에 

따른 압력 변화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스프링 상수가 낮을수록 펌프의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10은 스프링 상수에 따른 펌프의 유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유량은 펌프의 성능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유량이 높을수록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스프링 상수가 증가할수록 유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시뮬레이션 결과 최저 유량은 약 77LPH, 최대 유량은 약 

86LPH로 측정되었다. 



- 54 -

Figure 4-8 Pressure change in the cylinder inside the pump according to 

the spring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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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Pressure change in the common rail according to the spring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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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Flow Rate of pump according to the spring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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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상수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스프링 상수가 감소할수록 펌프의 

유량이 증가하고 실린더 내부 압력은 감소하며 커먼레일 부분의 압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펌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wagelok 社의 체크밸브 확인 결과 체크 밸브에 포함된 

스프링은 동일한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스프링의 종류는 체크 

밸브의 사양에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 제품별 작동 압력과 

사용된 스프링의 종류는 Table 4-2와 같다.

Table 4-2 Comparison of operating pressure and spring used by check 

valve type

제품 명 작동 압력 범위 (bar) 스프링 종류

C 시리즈 3~30 302 
SS/A313

CA 시리즈 3~30 302 
SS/A313

CP 시리즈 3~29 302 
SS/A313

CPA 시리즈 3~600 302 
SS/A313

Soft-Seal  Poppet Check Valve 3~1034 302 
SS/A313

Ball-Seal  Poppet Check Valve 3~1378 302 
SS/A313

Dual-Seal Ball  Check Valve 3~1034 302 
SS/A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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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토출부에 설치된 체크밸브의 토출부 직경 크기에 따른 성능 변화는 

Figure 4-11, 4-12, 4-13과 같다. 시뮬레이션의 조건은 기준 토출부 직경인 

3.0mm를 기준으로 0.5mm씩 변화를 주며 2.0mm부터 4.5mm까지 설정하여 

유량과 실린더 내부 압력 및 커먼레일 압력을 측정하였다. 

Figure 4-11에서는 체크밸브 토출부 직경 크기에 따른 펌프의 유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체크밸브 토출부 직경이 증가할수록 유량이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다. 직경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큰 폭으로 변화가 

나타났으며 최저 유량은 2.0mm에서 약 62LPH, 최대 유량은 4.5mm에서 약 

92 LPH로 나타났으며 해당 실험 조건에서는 최대 30LPH의 유량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ure 4-12에서는 체크밸브 토출부 직경 크기에 따른 실린더 내부 압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직경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실린더 내부 압력이 

감소하여 내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변화율은 유량 변화와 

마찬가지로 직경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큰 변화율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최소 압력은 직경 4.5mm에서 약 640bar, 최대 압력은 

2.0mm에서 약 830bar로 측정되었다. 펌프의 최대 허용 압력이 680bar 

이므로 토출부 직경 크기의 변화로 펌프에 과부하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Figure 4-13에서는 체크밸브 토출부 직경 크기에 따른 커먼레일 압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직경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커먼레일의 압력 또한 

감소하며 변화율은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경이 작을수록 큰 변화폭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최소 압력은 2.0mm일 때 약 220bar, 최대 압력은 

4.5mm일 때 약 500bar로 측정되었다. 즉 체크밸브의 토출부 직경이 클수록 

펌프의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증가폭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최적화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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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Flow Rate of pump according to the check valve outlet 

diameter

Figure 4-12 Cylinder Pressure of pump according to the check valve outlet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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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Common rail Pressure of pump according to the check valve 

outlet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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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뮬레이션 최적화

4.2장에서 도출해낸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펌프의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최적화 과정에서는 유량 증가, 펌프 내부 압력 감소, 커먼레일 

압력 유지 혹은 증가 총 세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했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인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최적화 과정을 시행착오(trial and error)로 실시하였으나 추후의 

연구는 유전 알고리즘, 조합최적화 등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적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오리피스의 직경은 3.6mm, 볼 체크 밸브의 스프링 상수는 

10kN, 볼 체크 밸브의 토출부 직경은 9mm일 때 최적화된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량, 실린더 내부 압력, 커먼레일 압력은 각각 Figure 

4-14, 4-15, 4-16에 나타나 있다.

최적화 결과 유량은 83LPH에서 132LPH로 약 50LPH(63%) 증가했으며 최적 

유량인 200LPH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상당한 상승이 확인되었다. 실린더 

내부 압력의 경우 430bar로 기존 730bar에 비해 약 300bar(약 58.9%)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커먼레일 압력의 경우 각각 400bar로 기존 압력과 

동일하여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체크 

밸브의 방해 없이 펌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크밸브의 

사양에 따라 펌프의 성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Figure 4-14 Simulation flow rate optimiz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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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Simulation cylinder pressure optimization results

Figure 4-16 Simulation common rail pressure optimiz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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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 청정연료인 DME를 사용한 펌프에 대한 성능평가 및 

내구성 평가를 수행하고, 어떠한 종류의 펌프가 가장 DME 연료 펌프로 

적합한지 확인함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펌프를 

개선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추후 연구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엔진에서 필요로 

하는 유량인 200LPH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최대 유량은 커먼레일 압력이 

300bar, 모터의 회전 속도가 1,000 RPM인 조건에서 90.7 LPH로 측정되었다. 

현재 시스템 상에서 요구 유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약 2,300 RPM(실제 

차량 기준 4,600) RPM의 모터 속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ME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한 경우보다 유량이 낮게 

측정되었으나 연료 공급 시스템 상의 개선을 통하여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1,000rpm의 조건에서는 펌프의 허용 압력인 680bar 보다 더 높은 

700bar 이상의 내부 압력이 측정되었으므로 내구성 향상을 위한 펌프의 

최적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펌프의 내부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린더의 1회 토출 유량을 감소시켰으나 볼 체크 밸브로 인해 오히려 

펌프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체적효율이 감소하고 

펌프의 토출 유량 또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은 Independent Injection Type 펌프의 커먼레일 400bar, 모터 

속도 1,000 rpm 조건과 유사한 결과를 가지는 시스템을 구축함이 

확인되었다. 유량과 압력에 대해서 가장 영향이 높은 파라미터를 추출한 

결과 펌프 토출 이후의 오리피스, 즉 커먼레일의 설정 압력과 체크밸브의 

스프링 상수 및 체크밸브 토출부의 직경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리피스의 직경을 증가시키는 경우 펌프의 유량이 증가하고 

실린더의 내부 압력이 감소하여 엔진이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커먼레일의 압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인젝터에서 요구하는 

압력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크밸브의 스프링 상수를 

감소시키면 펌프의 유량 증가, 실린더 내부 압력 감소, 커먼레일 압력 

증가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스프링의 최적화 과정을 통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볼 체크밸브 토출부 직경의 경우 증가할수록 유량이 

증가하고 실린더 내부 압력 감소, 커먼레일 압력 증가 등 전체적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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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이 나타났지만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그 상승폭은 감소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조건을 고려한 최적화 과정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뮬레이션 최적화의 경우 오리피스의 직경은 3.6mm, 볼 체크 밸브의 

스프링 상수는 10kN, 볼 체크 밸브의 토출부 직경은 9mm일 때 펌프의 

성능이 최적화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최적화 결과 유량은 83LPH에서 

132LPH로 약 63% 증가했으며 실린더 내부 압력의 경우 430bar로 기존 

730bar에 비해 약 58.9% 감소, 커먼레일 압력의 경우 각각 400bar로 기존 

압력과 동일하여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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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Independent Injection High Pressure Pumps in DME 

Vehicle Engines

Bumgi Baek

Dep. of Construction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whether the fuel pump currently used 

in automobiles can meet the performance required by diesel engines when 

DME (Dimethyl ether) is used as fuel. In addition, it aims to find the 

conditions and specifications of the pump suitable for DME fuel by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the pump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nditions, and to find the optimum pump parameters and conditions using 

the AMEsim program. DME is an organic compound with the formula 

CH3OCH3 and can be simplified to C2H6O. DME is a fuel that can be used 

in diesel engines, and in the case of diesel engines, it has the advantage of 

having a higher cetane number of 55 compared to gasoline fuel, which is 

40-53. DME can use LPG's infrastructure as it is, and can be applied after 

minor changes to diesel engines. Due to the simplicity of the short carbon 

chain compound, the emission of particulate matter (PM) during combustion 

is very low, and since there is no emission gas such as SOx, it can meet 

strict emission regulations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study focused on making sure that the fuel pump is capable of delivering 

the required flow to the injector using a volumetric flow meter and that 

the pump can meet the pressure set by the common rail driver. In this 

study, an Independent Injection Type mechanical pump was use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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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previously studied Wobble Plate Type pump 

to determine which type of pump is suitable as a DME fuel pump. The 

experiment conditions were increased from 300 rpm to 1,000 rpm in 

increments of 100 rpm, and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a common 

rail pressure of 400 to 500 bar. In addition, it has an inlet pressure of 

12-20 bar and the system was tested under an internal pressure of 7 bar.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n the case of the independent injection 

type pump, the flow rate performance of 83 LPH was not satisfied, which 

is the ideal flow rate required by the vehicle, and it was confirmed that 

additional improvement is needed. In addition, since it was shown that the 

pressure loss increases as the pump pressure increases and the flow rate 

and efficiency decrease, it seem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capable of 

producing the same flow rate during high-pressure injection to improve 

injector performance. In terms of durability, if the pump is use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DME fuel may be vaporized due to the heat of the 

pump when the fuel is circulating in the system, resulting in a performance 

problem, and thu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al 

cooling system is essential.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showed a large 

difference in the flow rate according to the internal volume of the pump, 

and the change in the internal pressure was severely chang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orifice of the common rail, the spring constant of the ball 

check valve, and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discharge part of the 

check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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