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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CFD를 이용한 이륜차용 가솔린 엔진의

유동 특성 및 엔진 성능 예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일반 대학원

기계공학과

김 효 진

가솔린 엔진은 수송 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활동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환경 규제와 에너지 고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삼원

촉매를 사용하여 NOx, CO 및 HC의 배출량을 저감 시킬 수 있고 예혼합 연소를

함으로써 PM의 배출이 적지만 말단 가스(end gas)에서 자발화에 의한 노킹이

발생하여 압축비를 높게 할 수 없고 가연 한계(limit of inflammability)를 넘은

희박한(lean) 분위기에서는 연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저 부하 시에는 스로틀

밸브 조절이 필요하여 펌핑 손실(pumping loss)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저공해를 실현 시킬 수 있지만 효율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료의 미립화, 밸브 리프트, 흡기 유동 강화를

이용하여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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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FD 수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엔진의 분무 시스템, 밸브

리프트 및 흡기 유동장 설계를 통하여 엔진 성능을 확인하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고 예측하고자 하였다. 또한 엔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상용 가솔린 포트 인젝터의 거시적 분무 특성 및 미시적 분무 특성의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실험 결과를 확인하였고 최대 오차율 -1.1%로 시뮬레이션

연구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솔린 엔진의 성능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하여 엔진 브레이크 토크 및 파워에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검증하였고 최대

오차율 2.42%임을 확인하여 시뮬레이션 연구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포트 연료 분사 엔진에서의 실린더 내부 흐름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하여 텀블 유동, 스월 유동 및 난류 운동 에너지 등의 결과를 파악하고

나타내었다. 포트 연료 분사 엔진에서의 실린더 내부 흐름 분석 실험을 위한

정상 유동 장치 구축을 진행하였고 직접 제작을 진행한 구성품 및 전체적 진행

상황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상용되거나 가장 최근 개발되고 있는

이륜차용 가솔린 엔진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연구와 실험을 진행한 결과값을

이용하여 설계시 실제 사용 가능한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CFD 모델이

매니폴드, 스프레이, 필름, 혼합물 형성 및 연소와 같은 최적화를 위한 포트의 각

부분의 영향에 대하여 깊이 조사하는 도구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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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배경

현 시점의 자동차 산업은 화석연료 고갈, 안전규제 강화, 환경규제 심화, 

차량지능화 요구 등의 환경에 놓여있다[1].

지금까지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운행하여 왔다. 하지만 화석연료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면 곧 고갈될 전망이다. 2030 년에는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현재의 1.5배에 이를 전망이며, 향후의 경제성장에 더불어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의 수요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의 에너지 자원

채취가능 연수는 현재의 소비를 기준으로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70년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70% 정도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의 대부분을 유럽

및 북미지역에 집중하고 있어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부합된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2].

자동차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라는 의미보다 사무

및 생활 공간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내에 오락 및 사무기기나 운전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장착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소비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부품장착 의무화(TPMS, ABS, Smart 

Airbag 등), 차량전복 규제, 보행자 보호, 충돌시험 확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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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향후 자동차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환경규제 강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이다. 환경 및 에너지문제는 기존의 내연기관, 

동력전달장치, 소재 등의 효율 강화뿐만 아니라 신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에 대하여 배출 전망치 대비 34%를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감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특히

수송부문은 국내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약

95% 정도가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약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보조

이동수단으로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배기 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엔진의

최적화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현재, 스파크 점화 기관(Spark ignition, SI)과 압축 착화 기관(Compression 

ignition, CI)으로 대표되는 내연기관은 수송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활동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환경 규제와 에너지 고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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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nvironmental changes on vehicle industry

Figure 1-2 Emission standards on vehic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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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스파크 점화 기관

SI 기관은 미리 혼합된 공기와 연료를 연소실로 흡입하여 점화(전기) 플러그에

의해서 화염 전파 연소(flame propagation)가 일어난다. 그림 1-3은 SI 기관의

4행정 사이클을 보여준다.

Figure 1-3 Spark ignition engine

SI 기관의 장점으로는,

� 삼원촉매를 사용하여 NOx, CO 및 HC의 배출량을 저감 시킬 수 있다.

� 예혼합 연소를 하기 때문에 PM의 배출이 적다.

그러나

� 말단 가스(end gas)에서 자발화에 의한 노킹이 발생하기 때문에, 압축비를

높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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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 한계(limit of inflammability)를 넘은 희박한(lean) 분위기에서는

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부하 시에는 흡기 스로틀 밸브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펌핑 손실(pumping loss)이 발생한다.

SI 기관은 저공해를 실현 시킬 수 있지만 효율 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1.1.2 압축 착화 기관

CI 기관은 공기만을 연소실에 흡입한 후, 피스톤의 압축에 의해서 고온 고압이

된 시점에서 연료를 분사한다. 분사된 연료가 무화(atomization), 

기화(vaporization), 혼합(mixing)을 거치면서 자발화(self ignition)하는 확산

연소(diffuse combustion)가 일어난다. Figure 1-4는 디젤 기관의 4행정 사이클을

보여준다.

Figure 1-4 Compression ignition engine



６

디젤 기관의 특징으로는,

� 공기만을 압축하기 때문에 고 압축비가 가능하다. SI 기관보다 높은

열효율을 얻을 수 있다.

� 연소실 내에 연료를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혼합기는 농후한 영역에서부터

희박한 영역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 농후한 영역에서는 PM(particulate 

matter, 입자상 물질)이 발생한다. 그리고 실린더 내부의 고온 영역에서는

NOx가 발생한다.

CI 기관은 SI 기관에 비해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PM과

NOx 배출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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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동향

현재 연료입자의 미립화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률을 촉진시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연료입자의 미립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노즐 분공경의 감소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연소실 내에 최적 혼합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분무 구조 및 미립화 특성의 해석은 연료 분사기 및 연소실의 설계 기술과

더불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4]-[8].

본 실험에 사용된 Phase Doppler Particle Analyzer (PDPA)는 가솔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사기의 미립화 성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요한

실험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9].

또한 흡기 과정에 대한 깊은 지식은 현대의 내연기관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 지식이 된다. 흡기 포트는 실린더에 유입되는 공기량, 공기

속도 분포 및 난류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엔진 흡기 포트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사실상 효율적인 흡기 시스템의 개발은 배기 가스 배출 및 연료

소비, 연소 공정, 심지어 효율, 전력 및 실제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린더 내 충전 동작은 가솔린 직접 분사 또는 균일 충전

압축 점화와 같은 신기술 도입 이후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실린더 내 유동 구조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연료 층화, 난류 및 열전달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가솔린 엔진의 흡기 포트의 유동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유동 방해 요소를 찾아

구조 최적화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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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밸브 리프트를 이용한 엔진 성능 향상

현대 가솔린 엔진은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할 때 최대 열효율이 약 25% ~ 

50%이다. 다시 말해서, 엔진이 소비되는 가솔린에 의해 방출되는 총 열

에너지의 최대 열효율 지점에서 작동하고 있어도 50% ~ 75%가 손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모된 열의 약 절반이 배기 가스에 의해 배출되고 나머지 절반은

실린더 벽이나 실린더 헤드를 통하여 엔진 냉각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냉각

시스템 라디에이터를 통하여 대기로 전달된다. 일부는 마찰, 소음, 난기류 및

물과 오일 펌프 및 발전기와 같은 엔진 장비와 전자 장비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연료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약 25% ~ 50%만 차량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연구원들은 새로운 기술 설계 모델을 적용하거나

도요타에서 개발된 VVT-i(지능형 가변 밸브 타이밍)와 같이 엔진의 열

손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 엔진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캠

샤프트 드라이브 (벨트 또는 체인)와 흡기 캠 샤프트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여

흡기 밸브의 타이밍을 다양화함으로써 엔진 오일 압력이 엑츄에이터에 적용되어

캠 샤프트 위치를 조정한다. 배기 밸브 닫힘과 흡기 밸브 열림 사이의 오버랩

시간 조정은 엔진 효율을 향상시킨다[10]. VVTL-I, Dual VVT-I, VVT-iE, VVT-

iW 및 Valvematic을 포함한 시스템의 변형은 연료 경제성, 엔진 출력 및 배기

가스 성능을 향상시켰다. VTEC(Variavle Valve Timing & Lift Electronic 

Control)은 Honda에서 개발된 4행정 내연 기관의 체적 효율을 향상시켜 높은

엔진 속도에서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낮은 엔진 속도에서 낮은 연료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Honda의 Kajitani Ikuo가 개발한 VTEC 시스템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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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캠 샤프트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유압식으로 프로파일을 선택한다[11][12]. 

이것은 밸브 타이밍만 전진시키고 어떤식으로든 캠 샤프트 프로파일이나 밸브

리프트를 변경하지 않는 표준 VVT(가변 밸브 타이밍)와는 분명히 다르다.

디젤 엔진의 경우 터보 차저 또는 colloquially 터보는 터빈 구동 강제 유도

장치로서 연소실에 여분의 공기를 주입하여 내연 기관의 효율과 출력을

높인다[13]-[15]. 자연스럽게 흡입 된 엔진의 동력 출력에 대한 이러한 개선은

압축기가 대기압 단독보다 연소 챔버로 더 많은 공기 및 비례적으로 연료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터보 차저는 원래 모든 유도 장치가 과급기로 분류

될 때 터보 슈퍼 차저로 알려져 있었다. ‘과급기’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기계

구동 강제 유도 장치에만 적용된다. 터보 차저와 기본의 과급기의 주요 차이점은

과급기가 엔진에 의해 기계적으로 구동되는 경우가 많으며 크랭크 샤프트에

연결된 벨트를 통해 동력을 얻는 것에 비해 터보 차저는 엔진의 배기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터빈에 의해 동력을 얻는 것이다. 기계 구동 과급기에 비해 터보

차저는 보다 효율적이지만 응답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다[16]-

[18]. EGR은 엔진의 배기 가스의 일부를 다시 엔진 실린더로 재순환시켜

작동한다. 이것은 들어오는 공기 흐름에서 O2를 희석하고 연소 열에 대한

흡수제로 작용하여 연소시 불활성 가스를 제공하여 최고 기온을 감소시킨다. 

NOx는 높은 실린더 온도 및 압력의 좁은 밴드에서 생성된다. Zhang[19]은 가변

밸브 타이밍과 저 리프트 캠이 CAI(Contorolled Auto-Ignition) 연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밸브 리프트를 0.3에서 9.5mm로

변경하였고 SI, CAI 연소 및 실린더 내 압력 및 열 방출율에 대한 저 리프트

캠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Can Çinar [20]는 HCCI 가솔린 엔진의 연소 및 배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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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밸브 리프트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Primoz Pogorevc[21]는 흡기 및

배기가 어떻게 엔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Daesan Oh[22]은 실제

엔진 흡기 유동 조건, 흡기 밸브의 밸브 리프트, 로드가 있는 밸브 리프트를

결정하기 위해 밸브 리프트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과도 유동 조건에서 엔진

실린더 헤드에 대한 유량 계수 측정을 수행하였고 캠 샤프트와의 접촉은 캠

샤프트를 직접 회전시킴으로써 연속적으로 변화하였다.

1.2.2 흡기 유동 강화를 이용한 엔진 성능 향상

현대 내연기관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엔진 효율 성능과 저 배출이다. 

내연기관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 된 모든 연구는 환경과 에너지 보존을 위하여

최대 효율 성능과 낮은 배출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내연기관의 성능은

흡기 매니폴드, 배기 매니폴드, 연소 챔버, 피스톤 등의 적절한 설계에 의해

얻어진다. 다른 측면에서, 최대 효율 성능과 저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소

특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스월 및 텀블 유동과 같은 실린더 내 흐름

제어와 함께 균일한 혼합물을 얻음으로써 배기 가스의 오염 물질 또는 미 연소

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23][24]. 스월 유동은 실린더 축에 대한 유동의

회전으로 정의되며 텀블 유동은 실린더 축에 직각인 회전으로 정의된다[25]. 이

두 가지 유동은 실린더 내부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스월, 텀블, 유속 및 난류

운동 에너지(TKE)의 이상적인 범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수의 수준이

낮으면 화염 전파가 느려지고 혼합물 형성이 불규칙해져 효율이 저하된다. 

반대로 변수의 수준이 매우 높으면 벽으로의 열전달이 증가하고 체적 효율이

감소하면 화염 급냉 및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다[23],[26]-[28]. 실린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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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내부의 유동장 모델은 LDA(Laser Doppler Anemometry)[29],[30] 및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31]-[33] 와 같은 실험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각화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매우 훌륭하지만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34]. 유동장 모델을 시각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CFD와 같은 수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매우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어 엔진 설계 문제를

감지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가속화 할 수 있다.

CFD 분석은 난류에 대한 모델링과 함께 연속성, Navier-Stokes 및 에너지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다.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난류 모델은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k-ε 계열[35]이

가장 유효하다.

전형적인 내연기관의 엔진 사이클은 흡기 공정, 압축 공정, 팽창 공정 및 배기

공정의 4개의 연속 공정으로 구성된다. 이 4가지 프로세스 중 흡입 및 압축 행정

프로세스는 흡입 행정 중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 흐름 구조의 패턴에

영향을 주고 압축 행정 중 연료 분사에 필요한 조건을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중 두 가지이다. 특히 흡기 매니폴드의 경우 흡기 과정과 압축 행정

과정에 대한 깊은 지식이 현대의 내연기관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기초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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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CFD 수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엔진의 분무 시스템, 밸브

리프트 및 흡기 유동장 설계를 통하여 엔진 성능을 확인하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고 예측한다. 또한 엔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① 이륜차에 사용되는 가솔린 포트 인젝터의 분무 가시화 실험을 통하여

분무 발달 과정 및 분무각을 측정하여 거시적 분무 특성을 확인하고

PDPA 실험을 통하여 평균 액적 직경과 액적 속도 등을 측정하여 미립화

특성 확인

② AVL-Boost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듀얼 실린더, 4행정, 가솔린 엔진의 캠

프로파일 재 설계 및 엔진 동력 증가 예측

③ Converge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포트 연료 분사 엔진에서의 실린더 내부

흐름 분석 및 실험을 위한 정상 유동 장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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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실험 장치

2.1 분사 시스템 및 가시화 실험장치

2.1.1 분사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이륜차에 사용되는 가솔린 포트 인젝터의 분무 가시화 실험으로

분무 발달 과정과 분무각을 측정하여 거시적 분무 특성을 파악하였다. 구축한

분사 시스템은 연료 분사 시스템, 인젝터 드라이버 및 분무 촬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무 발달 과정 및 분무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축한 분사 시스템 및 가시화

실험장치는 Figure 2-1과 같이 구성되었다. 

Figure 2-1 Schematic diagram of visu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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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젝터 분사 시스템에서는 인젝터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를 제어하였다. Figure 2-2는 실제 실험 장치의 모습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인젝터는 아래의 Figure 2-3과 같으며 GV 250 DELPI 인젝터를

사용하였고 자세한 제원은 아래 Table 2-1과 같다.

Figure 2-2 Picture of spray visualization system

Figure 2-3 Picture of GV 250 DELPI 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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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pecifications of the injector

Parameter Value

System fuel pressure (kPa)

Set point pulse width/period (ms)

300.0±0.2%

2.0/10.0

Set point flow rate (g/s) 0.340±5%

Static flow rate (g/s) 1.969±5%

Coil resistance 12.0±0.6 Ohms

Minimum operating voltage - max 

individual
6.5 V

Minimum operationg voltage -

max. subgroup mean
6.0 V

Tip leak rate (N2) - max. (cc/min) 0.6

Set point durability flow shift -

individual (%)
±10%

Static durability flow shift -

individual (%)
±10%

Durability test fuel NAE10

Durability test fuel temperature 

(Degree C)
24±2

Number of holes 4

Hole diameter (mm) 0.2

아래의 Table 2-2는 커먼레일 연료 공급 시스템의 사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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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Provides the common rail operating condition

Fuel pump operating condition Value Unit

Minimum pump pressure

Maximum pump pressure

Maximum piping pressure

Fuel temperature condition

0

1,200

2,500

Ambient

bar

bar

bar

K

2.1.2 분무 가시화 시스템

분무 가시화 시스템에서는 고속 촬영 카메라, 컴퓨터, 광원 및 인젝터

컨트롤러가 포함된다. 고속 카메라는 f/2.8의 최소 조리개를 가지고 Nikon 

렌즈가 장착 된 Photron Fastcam SA 1.1이다. 결과 비교를 위하여 이미지

획득과 관련된 모든 설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광원으로는

할로겐 광원을 사용하였으며 분무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고속 촬영 카메라와

Photron FASTCAM Viewer를 이용하여 분무 발달 과정 이미지를 취득하였다. 

인젝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인젝터에 입력하는 Injection Signal과 고속 촬영

카메라에 입력하는 Camera Trigger를 동시에 입력하여 분무형상을 촬영한다. 

아래의 Figure 2-4와 Figure 2-5는 고속 촬영 카메라와 신호동기화 장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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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High speed camera (Photron Fastcam SA 1.1)

Figure 2-5 Synchronization signal system (DG-535)

2.2 PDPA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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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 미립화 특성인 입경과 분무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PDPA 시스템은 Figure

2-6과 같이 구성하였다. 또한 Figure 2-7은 실제 실험장치의 모습을 나타낸다.

Figure 2-6 Schematic diagram of PDPA system

Figure 2-7 Picture of PDPA system

디지털 신호 발생기를 이용하여 인젝터 분사 신호와 PDPA 시스템의 신호

분석기를 동기화하여 분사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분무 미립화 특성을

취득하였다. PDPA 시스템에 사용된 레이저의 제원은 아래의 Table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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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Specifications of the PDPA system

Light source Ar-ion laser

Wave length (nm) 514.5

Collection angle (°) 30

Focal length (mm)
Transmitter 500

Receiver 500

2.3 엔진 테스트 벤치

아래의 Figure 2-8과 Figure 2-9는 엔진 테스트 벤치의 개략도와 실제 사진을

나타낸다. 실험은 3,000rpm – 10,000rpm, 압축비 11.8:1, 공연비 13.6 및 공기

흡입 온도는 29.5-30℃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전에는 모든 테스트 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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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되었으며 엔진 부하를 측정하는데 스트레인 게이지 로드셀 센서가

사용되었다. 공기 및 오일의 온도에 의한 엔진 냉각수는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각각 80℃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연료는 흡기 포트에 주입되고 공연비는

동력계 제어판에서 전자적으로 분사 펄스를 조정하여 변경되었다. 분사된 연료의

양도 설정된 공연비로 일정하게 분사되었다. 유니버셜 배기 가스 산소 센서는

테일 파이프에 설치되었다. 예열 시스템은 흡기 매니폴드의 상단에 배치되어

공기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Figure 2-8 Schematic view of the experimental setup

Where: 1.Test engine 2.DC dynamometer 3.Port type fuel injection system 

4.ECU 5.Electronic balance 6.Inlet air heater 7.Laminar air flow meter 

8.Cylinder pressure transducer 9.Combustion analysis device 10.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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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omputer 12.Data acquisition card 13.Exhaust gas analyzer 14.UEGO 

sensor 15.Dynamometer control panel 16.Battery 17.Digital lambda indication

Figure 2-9 Experimental engine structure

실험은 정상 상태에서 실행되었으며, 스로틀 각도가 100% 개방 될 때마다

각각의 실험 엔진 속도에서 수행되었다.

2.3.1 적용 엔진 사양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위한 엔진으로 GV-300S 엔진을 사용하였다. 적용

엔진의 사양은 아래의 Table 2-4에 나타내었다.

Table 2-4 Engine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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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Unit Value

Engine model - Four stroke spark ignition

Number of cylinder - 2 (V-Twin)

Compression ratio - 11.8 : 1

Bore mm 57

Stroke mm 53.8

Connecting rod mm 107.9

Intake valve - 2

Exhaust valve - 2

Cooling system - Air cooled

GV-300S 는 이륜차에 장착되며 75°249cc 공기/오일 냉각 V-Twin 엔진이다.

2.4 정상 유동 장치

유동장에 대한 연구 초반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엔진, 특히 흡기

매니폴드이다. 이 연구에서는 249cc 가솔린 엔진의 흡기 매니폴드가 정상 유동

장치에 사용될 것이다. 아래의 Figure 2-10은 실제 249cc 가솔린 엔진의 흡기

매니폴드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ure 2-11은 흡기 매니폴드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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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0 The 249cc gasoline engine’s intake manifold

Figure 2-11 Schematic of the 249cc gasoline engine’s intake mani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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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Table 2-5는 249cc 가솔린 엔진의 주요 사항을 나타낸다. 실제 가솔린

엔진 헤드 실린더는 Figure 2-12와 같다.

Table 2-5 The main parameter of 249cc gasoline engine

Parameter Value

Type air / Urethane DOHC 8 valve 75 ° V type

Number of cylinder 2

Displacement 249cc

Inner diameter 57 mm

Stroke 48.8 mm

Compression ratio 10.2: 1

Maximum output 25.5 ps / 9,000 rpm

Maximum torque 2.21kg-m / 7,000 rpm

Fuel injection Electric Fuel Injection

Figure 2-12 The 249cc gasoline engine cylinder head

정상 유동장치는 본질적으로 실린더 헤드, 매니폴드, 기화기, 스로틀 바디, 

배기시스템 등의 유동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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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가 쉽고 입구 유동의 직선운동을 스월 및 텀블과 같은 회전으로

변환해주는 실린더 헤드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비용이 적게 소모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현재 엔진 성능을 비교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린더 헤드 및

흡입구에 대한 기하학적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연구자들은

정상 유동 장치 시험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을 연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술적 용어의 정의와 기존 실험에 사용된 기술이 다양하여

정상 유동 장치의 구성이 제작자마다 용이하다. 표준 방법론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가용한 데이터의 해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다른 엔진 그룹에 의해

나타나는 흡기 유동 사이의 특징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시험 조건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다. Figure 2-13은 저속에서

중속 가솔린 엔진에 적합한 정상 유동 장치의 개략도이다. 공기는 송풍기 팬에

의해 구동되고 서지탱크, 압력 릴리프 밸브 및 laminar flow meter를 통과하여

엔진 헤드로 들어간다. 공기 플럭스는 초과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거나 피드백

컨트롤러를 통해 과도한 공기를 압력 릴리프 밸브로 다시 도입하여 제어할 수

있다. 압력 강하는 충분한 난기류를 보장할 수 있다. 공기 에너지, 점성 유량계

및 펄스 소용돌이 미터의 값은 다른 공기 밸브 리프트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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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 Schematic of steady flow test bench

아래의 사진들은 장치 구축에 사용된 부품을 나타낸다.

Figure 2-14 Blower Figure 2-15 60L Surge tank

Figure 2-16 Valve Figure 2-17 Laminar flow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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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실험 방법

3.1 가솔린 포트 인젝터 특성 및 시뮬레이션 측정 방법

3.1.1 분무 발달 과정 및 분무각 측정 방법

본 실험에서 분무 발달 과정 및 분무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젝터 분무 가시화

실험 조건을 Table 3-1과 같이 설정하였다. 

Table 3-1 Operating of spray visualization experiment

Parameter Value

Injection Pressure 7 bar

Voltage 12 V

Current 2 A

Light Source Halogen

High Speed Camera Frame 10,000 fps

Injection Duration 1 ms

분무 가시화 실험조건은 인젝터 분사 압력이 7bar이며, 전압은 12V, 전류는 2A, 

Light Source는 Halogen, High Speed Camera 촬영 속도는 10,000fps를

설정하였다. 인젝터의 분사 기간은 1ms로 설정하고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총 20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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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 관통 거리와 분무각은 엔진의 연소 효율에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아래의

Figure 3-1은 분무 특성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다. 분무 관통 거리는 분사 방향의

축 방향 분무의 총 길이를 나타낸다. 분무각은 스프레이의 극값을 반경으로

교차하는 두 선 사이의 각도를 나타낸다.

Figure 3-1 Definition of spray characteristics

3.1.2 가솔린 포트 인젝터 시뮬레이션 측정 방법 및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분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실제 실험과 비교하기 위하여

STAR-CC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설정 값은 Table 3-2와 같다. 

분사 기간은 1ms, 분사 압력은 7bar, 분사 온도는 298K, 유량은 2g/s로

입력하였고 분무 관통 거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무각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므로

12°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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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he simulation conditions and parameters for numerical analysis

Parameter Value

Space Three dimensional

Material Model
Multi components gas

O2, N2

Idial Gas

Droplet Break Model Eddy Break-up

Viscous Regime Type Turbulent

Turbulence Regime solver Realizable two layer K-Epsilon Turbulence

Cell quality Remediation

Gravity

Two layer all y+ treatment

Lagrangian Multiphase

Particle Type Material particles

Material
Liquid

Octane(C8H18)

Eddy Breakup

Reitz-Diwakar Breakup

Primary Atomization LISA Atomization

Droplet Evaporation
Multi Component Droplet Evaporation 

Model

Two way coupling

Impingement Heat Transfer

Residence Time

Turburent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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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PDPA 실험 방법

분무 입경 및 속도의 측정을 위한 데이터는 두 개의 채널에서 동시에 취득한

데이터가 10,000개가 되도록 하였으며, 2µm에서 200µm로 유효 입경의 범위를

측정하였다. 자세한 PDPA 실험 조건은 아래의 Table 3-3과 같다. 레이저의

출력은 데이터 취득율과 산란 등을 고려하여 전압 12V, 전류 2A로 일정하게

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사 압력은 PDPA 시스템의 측정성능을 고려하여 유효한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하여 3.5 bar로 일정하게 하였다. 또한, 측정 위치는 인젝터

축 방향으로 각각 30mm, 50mm, 75mm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인젝터의 분사

기간은 4.5ms로 설정하고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총 5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하였다.

Table 3-3 Operating parameters of PDPA experiment

Parameter Value

Injection Pressure 3.5 bar

Voltage 12 V

Current 2 A

Injection Duration (TID) 10 ms

Tamb 20 ℃

Pamb ATM

Injection delay 4.5 ms

Target position 30, 50, 75 mm

Sample 10,000 samples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D10은 액적 크기의 산술평균이다. D32는 Sauter mean 

diameter(SMD)라고 불리며 총 체적에 대한 총 표면적의 역수에 비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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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분사된 액체가 주위 기체와 표면을 통해 접속하기 위하여 얼마나 잘 미립화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SMD는 인젝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최종적인

지표가 될 수 있고 D32가 낮을수록 연소 반응에 유리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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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솔린 엔진의 캠 프로파일 재 설계 방법

3.2.1 캠 프로파일 시뮬레이션 모델 제작

AVL-Boost는 완전 통합된 고급 ‘가상 엔진 시뮬레이션 도구’이다. Boost는

다양한 엔진, 4행정 또는 2행정, 스파크 또는 자발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이륜차용 소용량 엔진부터 공압 시스템의 산업특성적 엔진까지

다양하다. 아래의 Figure 3-2는 AVL-Boost 소프트웨어에 의한 GV-300S 

시뮬레이션 엔진 모델을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전에는 연구 엔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요소는 기하학적 요소(튜브

길이, 튜브 직경, 실린더 수, 흡기 밸브 및 배기 밸브 수, 실린더의 보어 및 행정, 

커넥팅로드 길이 등)에 대해 적용엔진의 수치와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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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GV-300S simulation engine model

Where: E1: Engine; MNT1: Monitor; SB1, SB2: System Boundary CL1: Air 

cleaner; TH1: Throttle; R1, R2, R3: Re-striction on the tube; J1, J2, J3, J5, J6: 

Junction on the tube; MP1, MP2: Measuring Point; I1, I2: Injector; C1, C2: 

Cylinder; 1, 2, 3...21: Intake tube and exhaust tube

스로틀 각도는 시뮬레이션 내에서 100%로 가정할 수 있다. 제한 요소 R1, R2, 

R3는 배관 시스템의 특정위치에서의 압력 손실을 고려하는데 사용된다. 측정

포인트 요소(MP1, MP2, …)를 파이프의 유량 매개 변수(온도, 압력, 속도, 질량, 

유량 등의 매개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파이프에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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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캠 프로파일의 재 설계 과정

아래의 Figure 3-3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실험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캠

프로파일을 재 설계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첫 번째 사이클은 원래의 엔진에서

시뮬레이션 엔진 모델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삼고 검정색 사이클로 정의된다. 

두번째 사이클은 프로세스를 재 설계하는 것이며 붉은색으로 정의된다. 입력

매개 변수(밸브 리프트, 점화 각도, 공연비, 스로틀 개도 등)를 변경하여 입력

매개 변수가 출력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엔진 출력, 공기 질량 유량, 실린더 내

최대 압력 등)을 연구하여 목표 출력 결과를 얻기 위해 적절한 입력 매개 변수

값을 결정할 수 있다. 결과물은 실험을 통하여 증명될 것이다.

Figure 3-3 Re-design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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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질량 유량은 내연 기관의 성능 및 연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린더로의 공기 질량 유량이 일정한 공연비로 증가하면 실린더에

분사된 연료도 증가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실린더의 최대 압력은 증가되어야

하고 엔진은 더 높은 토크값을 가진다. GV-300S의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공기 질량 유량을 추가하기 위하여 흡입 튜브 직경을 늘려 흡입 튜브에

대한 제한을 줄이거나 흡입 튜브 시스템의 벤딩 튜브를 줄여 흡입량을 늘리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캠 프로파일을 재 설계하여

실린더로의 공기 질량 유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밸브 리프트가

변경됨에 따라 실린더에 대한 공기 질량 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비용

절감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래의 방정식 (3-1)과 (3-2)는 밸브가 실린더로의 공기 질량 유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낸다[36],[37].



３６

0

0

2

;
.

2 .
;

4

f

seat

sea t seat

Q
C

A V

P
V

A D

r

p

=

D
=

=

Q : Measured volume flow rate (m3/sec)

V0  : Velocity head (m2/s)

Aseat: Inner seat area (m2)

Dseat: Intake valve seat diameter (m)

(3-1)



３７

5차 고전 스플라인 근사법이 다양한 밸브 리프트를 위한 캠 프로파일을

설계하는데 사용되었다[38]-[43]. 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아래 방정식 (3-3)에

나타내었다.

Where “θ” is the cam angle, “x” and “t” are the start and end timings of the 

function in terms of “θ” values.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은 28mm 기본 원 직경, 최대 밸브 리프트가 캠 각도

190에서 6.5mm이다. 기본 원 직경 및 캠 각도는 캠 프로파일 계산의

표준값이다. 적절한 밸브 리프트, 밸브 열림 주기는 캠 설계 방법에 따라 다르다. 

또한 적절한 캠 프로파일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밸브 메커니즘의 부드럽고

효율적인 작동이 보장될 수 있다. C. Çınar, A. Uyumaz [44]는 5차 고전 스플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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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를 사용하여 밸브 리프트가 증가함에 따라 팔로워의 캠의 단일 점 접촉

특성이 손실되었다고 보고했다. 캠 프로파일의 재 설계는 유한 시간차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고전 스플라인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20],[45]-[47].

Figure 3-4는 5,000rpm에서 검정색 곡선은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이고 파란색

곡선은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의 가속도이며 빨간색 곡선은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의 속도를 나타낸다. 재 설계된 캠의 속도 곡선은 캠 각도에 대한

변위의 1차 미분을 취하여 계산되었으며 최대 값은 6.4 mm/deg이다. 재 설계된

캠의 가속도 프로파일은 캠 각도에 대한 변위의 2차 미분을 취하여 계산되었으며

최대 값은 0. 0485 mm/deg2이다.

Figure 3-4 The displacement curve, velocity curve and acceleration curve of 

re-designed cam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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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는 흡기 캠 리프트의 비교를 나타내며 검은색 곡선은 기존의 캠

리프트, 빨간색 곡선은 재 설계된  캠 리프트를 나타낸다. 흡기 캠 리프트의 최대

값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크랭크 각도 440에서 6.5mm이지만 다른 크랭크

각도에서는 재 설계된 캠 리프트의 값이 기존의 리프트 값보다 크다. 재 설계된

리프트 값에 의하여 기존의 캠 리프트와 비교할 때 각 엔진 속도 마다 흡입되는

공기 질량 유량이 증가할 것이다

Figure 3-5 The comparison of profile between intake original cam and re-

designed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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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은 배기 캠 리프트의 비교를 나타내며 검은색 곡선은 기존의 캠

리프트, 빨간색 곡선은 재 설계된 캠 리프트를 나타낸다. 배기 캠 리프트의 최대

값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크랭크 각도 270에서 6.4mm이지만 다른 크랭크

각도에서는 재 설계된 캠 리프트의 값이 기존의 리프트 값보다 크다. 재 설계된

리프트 값에 의하여 기존의 캠 리프트와 비교할 때 각 엔진 속도 마다 배기

사이클에서 실린더에 남아있는 연소 공기가 감소할 것이다.

Figure 3-6 The comparison of the profile between exhaust original cam and 

re-designed cam



４１

결과적으로,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의 이미지는 CAD(Computer-Aided-Design) 

환경으로 이전되었으며 캠은 CNC(Computer-Numerical Control) 와이어 침식

가공을 이용하여 AISI-SAE 4140 강을 사용하여 제조되었다. 아래의 Figure 3-

7은 재 설계된 캠을 나타낸다.

Figure 3-7 The new cam shaft with re-designed cam profiles



４２

3.3 가솔린 엔진의 유동장 모델링 방법

3.3.1 가솔린 엔진 시뮬레이션 모델 제작

내연 기관은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열 엔진으로,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출력 샤프트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전달한다. 내연 기관은

넓은 범위에서 분류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사용된 연료의 유형에 따라

엔진은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및 가스 엔진으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가솔린 엔진이 사용되었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선택한 가솔린 엔진의 세부

사양은 아래의 Table 3-4에 나타내었다.

Table 3-4 Specification of gasoline engine

Parameter Value

Type air/Urethane DOHC 8 valve 75°V type

Number of cylinder 2

Displacement 249 cc

Bore 57 mm

Stroke 48.8 mm

Compression ratio 10.2 : 1

Maximum output 25.5ps / 9,000rpm

Maximum torque 2.21kg-m / 7,000rpm

Fuel injection Electric Port Fue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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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CFD 분석은 상용 CFD 패키지인 Converge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Converge는 런타임 동안 형상을 메싱하기 위해 완전 자동 구조화

된 격자 생성 기술을 사용한다[48]. 또한 그리드 크기 및 총 셀 수는 기본

그리드 크기, 적응형 메쉬 세분화 및 그리드 포함 컨트롤을 통해 사용자가 제어

할 수 있다. 그리드 독립 연구는 실험 대상 엔진에 대하여 적용된다[49]. 난류는

RNG(renormalized group) k-e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다[50][51]. 유한 체적

기반 함축적 이산화 절차는 데카르트 그리드에서 이산화 된 Navier-Stokes 

방정식을 풀기 위해 사용된다. 실린더 내 유동은 난류 운동 에너지(TKE)에 대한

방정식, 각 셀 및 각 시간 단계에서의 난류 소산율과 함께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방정식을 풀면 모델링된다. PISO(pressure splitting of operator) 

알고리즘은 압력-속도 결합을 푸는데 사용된다.

엔진 모델은 3차원 좌표 측정기로 스캔하여 먼저 흐릿한 점을 얻는다. 그 다음

SolidWorks나 다른 CAD 소프트웨어에 이미지를 삽입하여 수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엔진의 3차원 CAD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CAD 

모델이 시뮬레이션 계산을 위한 모델로 수정한다. 유체 체적은 한 단위로

추출되고 표면 및 입구의 경계면은 표면의 이름을 변경하여 생성한다. 아래의

Figure 3-8과 Figure 3-9는 엔진의 완성된 3차원 CAD 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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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The CAD model of gasoline engine

Figure 3-9 Isometric view of engine depicting the intake and exhaust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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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가솔린 엔진 시뮬레이션 측정 방법 및 경계 조건

본 연구에서 피스톤과 밸브는 움직이는 경계로 정의된다. 도메인은 실린더, 흡기

및 배기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세 영역 모두 밸브 닫힘과 열림에 의해

설정된 이벤트를 기반으로 연결된다. 입구 및 출구 압력과 온도는 각각 1bar 및

300K로 정의된다. 입구에서는 초기 난류 수준을 10%로 명시하였다[52]. 경계

조건의 요약은 아래의 Table 3-5에 나타내었다.

Table 3-5 Boundary conditions

Parameter Value

Inlet Pressure inlet at 1 bar and 300 K

Outlet Pressure outlet at 1 bar and 300 K

Piston and valves Moving walls

Cylinder, intake and exhaust ports Stationary walls

본 연구에서 Global transport number는 prandtl 수는 0.9이고 Schmidt 수는

0.78이다. 유입면에서 포트 직경의 10%의 길이 스케일이 난류 운동

에너지(TKE)에 대한 입구 경계 조건과 그 소산율을 예측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Differencing Scheme 선택은 최종 계산 결과의 수렴 속도와 정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낮은 차수 체계는 보다 안정적인 경향이 있지만 솔루션에 수치 점성을

도입하고 높은 차수 체계를 사용하면 더 정확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덜

안정적이다. 현재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강력하고 안정적인 1차 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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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난류 모델은 2 방정식 k-ε 모델이다. 이

모델은 두 개의 추가적인 수송 방정식을 하나는 난류 운동 에너지에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난류 소산 속도(Tdr)에 사용한다. 근거리 벽 처리는 일반화 된 벽

기능을 통해 처리된다. 난기류는 RNG(renormalized group)이며, 실린더 내

유동은 각 셀 및 각 시간 간격에서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보존, 난류 운동

에너지(TKE) 및 난류 소산 속도를 풀면 모델링 된다. PISO 알고리즘에 대한

함축적인 압력은 압력-속도 결합을 푸는데 사용된다. 이 모델은 가장 널리

검증된 난류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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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험 결과

4.1 가솔린 포트 인젝터의 분무 발달 과정 및 분무각 측정 결과

4.1.1 분무 발달 과정

분무 도달 거리는 실제 엔진의 연소실 크기 및 현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무 특성 중 하나이다. Figure 4-1은 실제 분사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비교한 결과이다. 시뮬레이션 상의 가솔린 인젝터 분무시

Spray penetration 값은 54.9 mm에 도달하였다. 이는 실제 실험의 평균값 55.5

mm와의 오차율이 약 –1.1%이며 시뮬레이션 값과 실험 값을 비교시 매우

근사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실험은 다공 홀 인젝터로 실시하였지만 평평한 면에

정방형으로 4개의 노즐 홀이 존재하여 같은 방향으로 분사를 하기 때문에 단공

홀로 가정하여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4-1 Simulation and experimental comparison of spray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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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분무 특성

아래의 Figure 4-2는 분무 가시화 실험 중 분무 도달 길이 및 분무각을

측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20회 분무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균값을 산출한 결

과 Spray penetration의 평균 값은 55.5 mm, Spray cone angle의 평균 값은

8.8°를 나타내었다. 위의 실험은 대기 중에서 분사를 실험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실험 환경을 조성할 때 실제 엔진의 분사 환경을 모사하여 실시하면 고압의

분위기 조건의 영향으로, 연료 분무 속도가 주변 기체의 항력 때문에 저하되어

운동량이 감소된다. 따라서 Spray penetration은 감소하고 Spray cone angle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Figure 4-2 The experimental results of spray penetration length and spray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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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미립화 특성

Figure 4-3은 전체 분무의 입경의 크기에 따른 분무 미립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 30mm, 50mm, 75mm 지점의 직경과 SMD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D10은 각각 30mm, 50mm, 75mm에 대해 54.5μm, 49.5μm, 

45.9μm를 나타내었고 SMD(D32)는 각각 114.7μm, 106.4μm, 99.4μm로

측정되었다.

아래의 Figure 4-4는 30mm, 50mm 및 70mm 세 위치에서의 직경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액적의 크기 분포는 Spray momentum이 영향을

미쳐 인젝터 팁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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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3 Diameter real time at 3 positions (TID = 10 ms) ;

(a) 30 mm ; (b) 50 mm ; (c) 7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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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4 Diameter histogram at 3 positions ;

(a) 30 mm ; (b) 50 mm ; (c) 7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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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에서는 10ms 분사시 축 방향에 대하여 30mm, 50mm 및 70mm 세

위치에서의 속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속도를

분석하였을 때 평균 액적 유속(MDV)은 각각 21.5m/s, 19.0m/s, 15.5m/s로

측정되었다.

아래의 Figure 4-6 은 30mm, 50mm 및 70mm 세 위 치에서의 평균 액적

속도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평균 액적 속도의 분포는 점도와 밀도로

인하여 인젝터 팁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 분포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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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5 Velocity real time at 3 positions (TID = 10 ms) ;

(a) 30 mm ; (b) 50 mm ; (c) 7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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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6 Velocity histogram at 3 positions ;

(a) 30 mm ; (b) 50 mm ; (c) 7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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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에서는 분사 시간에 따른 SMD(D32)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을 나타낸다. 작게는 1μm에서 크게는 2.5μm가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실험결과가 매우 근사함을 알 수

있다.

Figure 4-7 Sauter mean diameter(D32) for injection time 10ms [experiment &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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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에서는 30mm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평균 액적 속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균값을 나타낸 결과에서 실제 실험 결과 21.5m/s와

근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4-8 Gasoline spray droplet velocity for injection time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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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상용되는 가솔린 포트 인젝터로 분사된 분무의 입자 크기와

속도 프로파일 등 분무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대기 중에 연료를 분사하여

분무 특성을 관찰하고 해석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20회 분무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Spray 

penetration의 평균 값은 55.5 mm, Spray cone angle의 평균 값은 8.8°를

나타내었다. 실제 엔진의 분사 환경을 모사하여 실시하면 고압의 분위기

조건의 영향으로, 연료 분무 속도가 주변 기체의 항력 때문에 저하되어

운동량이 감소되므로 Spray penetration은 감소하고 Spray cone angle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② D10은 각각 30mm, 50mm, 75mm에 대해 54.5μm, 49.5μm, 45.9μm를

나타내었고 SMD(D32)는 각각 114.7μm, 106.4μm, 99.4μm를 나타내었다. 

액적의 크기 분포는 Spray momentum이 영향을 미쳐 인젝터 팁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10ms 분사시 축 방향에 대하여 30 mm, 50mm 및 70 mm 세 위치에서의

속도를 분석한 결과를 속도를 분석하였을 때 평균 액적 유속(MDV)은각각

21.5m/s, 19.0m/s, 15.5m/s를 나타내었다. 평균 액적 속도의 분포는

점도와 밀도로 인하여 인젝터 팁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 분포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④ 본 연구에 사용된 가솔린 포트 인젝터는 현재상용되는 인젝터이며

시판되는 이륜차에도 작창되고 있는 인젝터이다. 분무 가시화 실험으로



58

거시적분무 특성을 확인하고 PDPA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립화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미시적 분무 특성을 확인하여 실험의 결과값을 인젝터

설계시 실제 사용가능한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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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솔린 엔진의 캠 프로파일 재 설계

4.2.1 기존 캠 프로파일의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실험 결과 비교

Figure 4-9는 기존의 캠 프로파일의 엔진 브레이크 토크의 실험값과

시뮬레이션 값의 비교를 나타낸다. 검은색 곡선은 실험 결과이고 빨간색 곡선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두 결과의 값은 각 엔진 속도에서 거의 동일하다. 

최대 값 차이는 10,000rpm에서 0.9% 이다. 최대 엔진 토크는 6,000rpm에서

20.06N 이다.

Figure 4-9 Experiment engine torque and simulation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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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은 기존의 캠 프로파일의 엔진 브레이크 파워의 실험값과

시뮬레이션 값의 비교를 나타낸다. 검은색 곡선은 실험 결과이고 빨간색 곡선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두 결과의 최대 값 차이는 10,000rpm에서 0.59% 

이다. 최대 엔진 파워는 10,000rpm에서 16.7kW이다.

Figure 4-10 Experiment engine power and simulat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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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은 기존의 캠 프로파일의 공기 질량 유량의 실험값과 시뮬레이션

값의 비교를 나타낸다. 두 경우 최대 값의 차이는 6,000rpm에서 2.42%이다.

Figure 4-11 Experimental air mass and simulation air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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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동일하다. AVL-Boost 소프트웨어에 의해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모델은

값의 최대 차이가 수용 가능한 값이다. 그러므로 AVL-Boost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엔진의 성능 특성에 대한 캠 프로파일 재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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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캠 프로파일을 재 설계함으로써 엔진 성능이 향상되었다. 

Figure 4-12에서 최대 엔진 브레이크 토크는 7,000rpm에서 21.7N이다.

Figure 4-12 Simulation engine torque with re-designing cam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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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은 9,000rpm에서 최대 엔진 브레이크 파워의 값이 18kW임을

나타낸다.

Figure 4-13 Simulation engine power with re-designing cam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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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는 9,000rpm에서 최대 공기 질량 유량의 값이 23.457g/s 임을

나타낸다.

Figure 4-14 Simulation air mass flow with re-designing cam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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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기존 캠 프로파일과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의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적용 엔진 GV-300S의 엔진 출력을 증가하기 위해 엔진의 성능 특성에 대한

캠 프로파일 재 설계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한 후 실제 실험값과

비교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임을 확인하였다.

아래의 Figure 4-15, Figure 4-16, Figure 4-17은 기존의 캠 프로파일과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의 비교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검은색 곡선은 기존의 캠

프로파일의 실험 결과이며 빨간색 곡선은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의 실험

결과이다.

Figure 4-15는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 전후의 엔진 브레이크 토크 비교를

나타내었다.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의 엔진 브레이크 토크는 기존의 캠

프로파일의 엔진 브레이크 토크보다 큰 값을 가진다. 최대 엔진 브레이크 토크

값은 7,000rpm에서 21.673Nm이며 4.2% 증가하였다. 그 외에 엔진 브레이크

토크의 최대 증가 값은 9,000rpm에서 9.33% 이다. 8,000rpm과

10,000rpm에서는 각각 8.27% 및 7.8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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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Comparison experiment torque before and after re-designing 

cam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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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은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 전후의 엔진 브레이크 파워 비교를

나타내었다.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의 엔진 브레이크 파워는 기존의 캠

프로파일의 엔진 브레이크 파워보다 큰 값을 가진다. 최대 엔진 브레이크 파워는

9,000rpm에서 18.11kW 이며 9.2% 증가하였다. 8,000rpm 과 10,000rpm에서는

각각 8% 및 7.8% 증가하였다.

Figure 4-16 Comparison experiment power before and after re-design cam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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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7은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 전후의 공기 질량 유량 비교를

나타내었다.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의 공기 질량 유량은 기존의 캠 프로파일의

공기 질량 유량보다 큰 값을 가진다. 공기 질량 유량 값의 최대 차이는

10,000rpm에서 4.97%이다.

Figure 4-17 Comparison experiment air mass flow before and after re-

designing cam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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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결론

상용 소프트웨어 AVL-Boost 를 사용하여 GV-300S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엔진 브레이크 토크 및 파워에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Boost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캠 프로파일을 재 설계함으로써 연구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엔진 출력을 증가시키는 유용한 방법을 찾아내었다. 캠 프로파일을 재

설계한 새로운 캠 샤프트가 제조되어 엔진에 적용되었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효과적인 캠 샤프트가 GV-300S 엔진 용으로

제작되어 적용되었다.

② GV-300S 엔진은 기존의 엔진 브레이크 토크와 비교할 때 9,000rpm에서

19.1Nm의 값을 가지며 9.33% 증가하였다. 

③ GV-300S 엔진은 기존의 엔진 브레이크 파워와 비교할 때 9,000rpm에서

18.1kW 의 값을 가지며 9.2% 증가하였다.

④ GV-300S 엔진은 기존의 공기 질량 유량과 비교할 때 10,000rpm에서

4.97% 증가하였다.

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다양한 캠 프로파일이 엔진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할 때 더 편리함과 동시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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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솔린 엔진의 유동장 모델링 결과

4.3.1 실린더 내부 텀블 비율

가솔린 엔진은 일반적으로 텀블 지향적으로 설계되어있다. 펜트 루프 연소 챔

버와 흡기 포트 형상의 방향은 엔진 실린더 내부에서의 텀블 유동의 생성을 돕는

다. 텀블 유동은 수치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되었다. 크랭크 각도 (X

축과 Y축 둘레)에 따라 실린더 내부의 텀블 흐름 변화를 Figure 4-18에 나타내

었다. 1,500, 2,000 및 2,500rpm 3가지 속도에 대한 텀블 유동의 시간에 따른 변

화를 나타낸다. 축 Y(Try)에 대한 텀블의 회전은 y좌표에 대한 일반적인 텀블이

라고 불리며 축 X에 대한 텀블 유동은 교차 텀블(Trx)로 표시된다. 이 텀블 비율

은 Trx와 Try의 평균이다. 엔진 실린더 내부의 텀블 동작은 발전, 안정화 및 파괴

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생성 단계는 일반적으로 360℃ 에서 420℃ CA까지

진행되는 흡입 행정 중에 발생한다. 안정화 및 스핀 업 단계는 위쪽으로 움직이

는 피스톤으로 인해 발생한다. 움직이는 피스톤 때문에 스핀 업 위상은 텀블 동

작을 다시 최대 300도까지 향상시킨다. 텀블 파괴 단계는 증가된 난기류를 초래

한다. 이것은 Figure 4-18을 참조하면 200℃ CA 부터 330℃ CA까지 난류 수준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속도 효과와 관련하여, 텀블은 속도가 1,500

과 2,000rpm 사이에서 2배 감소하는 반면, 2,000과 2,500rpm 사이에서는 한번

아래로 감소한다. 이것은 안정화 및 스핀 업 단계에서 유지되지 않는 섭동 생성

붕괴 텀블링의 빈약한 강도에 기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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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8 In-cylinder tumble ratio in variation speed

4.3.2 실린더 내부 스월 비율

스월은 초기 각운동량과 흡입 제트/실린더 벽/피스톤 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실린더 흡입 유동을 가져옴으로써 만들어진다. 흡기 과정에서 생성된 많은 다른

유동 구조가 매우 빨리 소멸되지만, 스월은 압축 과정 전체에서, 심지어 연소 및

팽창 과정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스월 유동은 수치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되었다. 크랭크 각도에 따른 실린더 내부의 스월 유동의 변화를 Figure 4-

19에 나타냈다. 스월 유동은 전체 스로틀에서의 실린더 내부 흐름의 표준

조건에서도 생성된다. 1,500, 2,000 및 2,500rpm 3가지 속도에 대한 스월 유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며 배출, 흡입 및 압축 행정 중 크랭크 각도에 대하여

예측된 스월 비율을 나타낸다. 스월은 배기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고 유도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스월 비율은 흡기 행정 (약 350℃ CA)의 중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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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며 벽에서의 마찰 및 유체 내에서의 난류 소산으로 각운동량이 소산됨에

따라 그 지점 이후에 약간의 강하가 발생한다. 그러나 스월은 상당히 안정적이며

스월 비율은 압축 행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거의 일정하다. 스월 비율은 압축

행정 후기에 증가한다. 이 현상은 조밀한 bowl-in-piston/연소실 상호 작용으로

인해 선회류의 접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대된다. 속력의 효과와 관련하여, 

음의 축의 소용돌이는 속도 1,500과 2,000rpm 사이에서 2배 증가하고, 2,000과

2,500사이에서 절반가량 증가한다. 이것은 안정화 및 스핀 업 단계에서 유지되지

않는 흡기에서 생성된 스월의 힘의 열악한 강도 때문일 수 있다.

Figure 4-19 In-cylinder swirl ratio in variation speed

4.3.3 실린더 내부 난류 유동 에너지(TKE)

난류 운동 에너지는 난기류에서 맴돌이와 관련된 단위 질량당 평균 운동

에너지이다. 물리적으로, 난류 운동 에너지는 측정된 RMS(root-mean-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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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변동을 특징으로 한다. 난류 운동 에너지(TKE)는 난류 점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이다. Figure 4-20은 크랭크 각도에 따른 TKE를 나타낸다.  

난류 운동 에너지에는 두 개의 피크가 있다. 첫 번째 피크는 약간의 감소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흡입 스트로크 중에 나타나며 공기가 흡입 밸브 커튼 영역을

통과 할 때 생성되는 난류와 관련된다. 이 구성은 실린더 내부 유체의 난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된다. 두 번째 피크는 첫 번째 피크보다 낮게

나타나며 압축 스트로크 과정에서 발생한다. 최대 밸브 열림 상태(400℃

CA)에서 최대 값에 도달하고 700℃ CA에서 수렴한다. 엔진 속도에 따른 효과는

엔진 속도가 낮을수록 TKE가 크게 나타난다. TKE의 변화는 흡입 매니폴드를

통해 유도된 다른 수준의 유체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20 In-cylinder TKE in variatio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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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실린더 내부 난류 소산률(TDR)

Figure 4-21은 크랭크 각도에 따른 TDR(Turbulent Dissipation Rate)를 나타낸

다. 이 수치는 난류 운동 에너지와 비슷하다. 난류 소산율의 경우도 역시 2개의

피크가 있다. 첫 번째 피크는 약간의 감소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흡입 스트로크

중에 나타나며 공기가 흡입 밸브 커튼 영역을 통과할 때 생성되는 난류와 관련된

다. 이 구성은 실린더 내부의 유체의 난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된다. 두

번째 피크는 첫 번째 피크보다 낮게 나타나며 압축 스트로크 과정에서 발생한다. 

엔진 속도에 따른 효과로는 엔진 속도가 낮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TKE의 변화는

흡입 매니폴드를 통해 유도된 다른 수준의 공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21 In-cylinder TDR in variatio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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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륜차의 4 밸브 가솔린 직접 분사 엔진의 실린더 내 유동장을

조사하기 위해 3차원 비정상 난류 압축성 Navier-Stokes 해석도구인

Converge를 사용하였다. 결론은 아래와 같다.

① 텀블 유동은 흡입 행정 후기 동안 형성되고 압축 행정 중에 압축된다. 

압축 행정이 끝날 때 분해되어 난류 운동 에너지가 향상된다. 이러한

유동 현상은 엔진 운전에서 연료 스프레이의 분무 분포를 개선시키는데

중요할 것이다.

② 스월 유동은 압축 행정을 통해 생존 할 수 있다. 스월 비율은 압축

행정이 끝날 때 크랭크 각도와 함께 증가한다.

③ 결과는 CFD 모델이 매니폴드, 스프레이, 필름, 혼합물 형성 및 연소와

같은 최적화를 위한 포트의 각 부분의 영향에 대하여 깊이 조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최종 최적화 시스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되는 실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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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상 유동 장치 제작 과정

정상 유동 장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용된 구성품은 제 2장에 간략히

나타내었으며 직접 제작을 진행한 Swirl meter 부분 및 전체적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Figure 4-22는 엔진의 헤드 실린더와 Laminar flow meter를 연결하기 위해

CNC 가공으로 직접 제작한 커넥터부 이다.

Figure 4-22 Connector to connect laminar flow to head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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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3은 Swirl meter의 부품인 Cylinder liner 부분을 3D 프린팅과 CNC 

가공으로 직접 제작한 부분을 나타낸다.

Figure 4-23 Cylinder liner with the diameter same with bore of engine

Figure 4-24는 Swirl meter의 Honeycomb 부분을 3D 프린팅으로 직접 제작한

부분을 나타낸다.

Figure 4-24 Honeycomb in commercial and 3d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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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5는 현재 완성된 스월의 강도를 측정하는 부분인 Swirl meter의

조립된 모습을 나타내며 Figure 4-26는 세부 구성요소의 도면을 나타내었다.

Figure 4-25 Swirl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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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6 The drawing of the components of swirl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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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7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상 유동 장치가 변경되는 과정과 현재

최종 모습을 나타낸다.

Figure 4-27 The Progress of the experimental set up for steady flow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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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CFD 수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이륜차용 가솔린 엔진의

분무 시스템, 밸브 리프트 및 흡기 유동장 설계를 통하여 엔진 성능을 확인하고

실험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고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상용 가솔린 포트 인젝터의 분무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거시적 분무

특성인 분무 발달 과정 및 분무각과 미시적 분무 특성인 분무 액적 직경과

액적 속도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상용 소프트웨어 AVL-Boost를 사용하여 듀얼 실린더, 4행정, 가솔린 엔진의

성능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하여 엔진 브레이크 토크 및

파워에 재 설계된 캠 프로파일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3) 상용 소프트웨어 Converge를 사용하여 포트 연료 분사 엔진에서의 실린더

내부 흐름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하여 텀블 유동, 스월 유동

및 난류 운동 에너지 등의 결과를 파악하고 나타내었다.

4) 포트 연료 분사 엔진에서의 실린더 내부 흐름 분석 실험을 위한 정상 유동

장치 구축을 진행하였고 직접 제작을 진행한 구성품 및 전체적 진행 상황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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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최대 오차율이 분무 발달

과정의 경우 -1.1%이고 엔진 출력의 경우 2.42%임을 확인하여 시뮬레이션

연구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상용되거나 가장 최근 개발되고 있는 이륜차용 가솔린

엔진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연구와 실험을 진행한 결과값을 이용하여 설계시

실제 사용 가능한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CFD 모델이 매니폴드, 스프레이, 

필름, 혼합물 형성 및 연소와 같은 최적화를 위한 포트의 각 부분의 영향에

대하여 깊이 조사하는 도구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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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Flow Characteristics and 

Engine Performance of Two-wheeled Gasoline Vehicles 

Using CFD Method

Hyojin Kim

Dep.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Gasoline engines are used extensively in transportation as well as in a variety 

of industrial activities, but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energy depletion 

issues remain unresolved. Three-way catalysts can be reduce emissions of 

NOx, CO and HC, and premixed combustion results in less PM emissions.

However, knocking due to self-ignition occurs at the end gas, so that the 

compression ratio can not be increased. In addition, since the combustion can 

not be performed in a lean atmosphere exceeding the limit of inflammability,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throttle valve at a low load, thereby causing pumping 

loss. Therefore, although it is possible to realize low-emission, it is ineffici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researches are being conducted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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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gine performance by using fuel atomization, valve lift, and intake flow 

enhancement.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the engine was verified by CFD numerical 

simulations using the engine spray system, valve lift and intake flow field 

design.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verify and predict the result. Also, the 

improvement of the engine performance is suggested.

As a result, the simulation result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macroscopic spray characteristic and the microscopic spray characteristic of 

the commercial gasoline port injector were confirmed, and the reliability of the 

simulation study was confirmed with the maximum error rate of -1.1%. In 

addition, we conducted a simulation stud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gasoline engine and confirmed that the redesigned cam profile affects the 

engine brake torque and power. We confirmed the reliability of the simulation 

study by confirming that the maximum error rate is 2.42%. And simulation 

studies were carried out to analyze the internal flow of the fuel in the port fuel 

injection engine, and the results such as tumble flow, swirl flow and turbulent 

kinetic energy were analyzed and shown. In the port fuel injection engine, the 

construction of the steady flow test bench for the analysis of the flow inside 

the cylinder was carried out, and the components and overall progress of the 

direct manufacturing process were shown.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point that can be used in designing by using the resul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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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study and experiment using the gasoline engine for motorcycle 

which is currently commercialized or developed most recently. The CFD model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search as a tool to deep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each part of the port for optimization such as manifold, spray, film, 

mixture formation and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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