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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규제의 강화추세에 따라 저공해 엔진의 연구ㆍ

개발이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 방향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청정연료로는 수
소 메탄올 에탄올 압축천연가(Hydrogen), (Methanol), (Ethanol),
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LPG(Liquified Petroleum

합성가Gas), 솔린 등이(Reformulated gasoline) 거론되고 있

으며 현재 는 다른 대체연료에 비해 충전소 및 연LPG
료공급의 기반시설이 잘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생성율이 가솔린보다 낮기 때문에 향후

강화되는 배기규제에 유리하다 강화되는 배기규제.

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 연구에서는 를LPG
연료로 하는 LPi(Liquified Petroleum injection)엔진을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LPi(Liquified Petroleum

엔진은 연료펌프injection) 로 연료를 가압하여LPG
연료탱크의 토출부에서부터 인젝터까지 액체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이 액상의 연료를 가솔린엔진에. LPG
서와 같이 전자식 인젝터를 통해 고압으로 정밀하게

분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구조와 저가인 동시.
에 뛰어난 토출성능을 지닌 임펠러 개를 장착한 터빈2
방식 용 연료펌프의LPi 고온재동 시 연료레일에서의

압력온도변화와 시동성능을․ 성상에 따라 방LPG BLDC
식 연료펌프와 비교평가하여 엔진에 적용가능성 여LPi․
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용 연료펌프 구조2. LPi

은 본 연구에 사용된 터빈방식 용 연료펌프Fig. 1 LPi
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터빈방식 연료펌프는. 2
개의 임펠러와 개의 스테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펌3

터빈방식 펌프 연료공급 시스템의 엔진 고온재시동 시LPi
조성비에 따른 연료레일에서의 압력 및 온도특성에 관한 연구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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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substitute the performance tests were performed for each fuel pump. The compa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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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회전시키는 모터가 장착되어있다 또한 유입된DC .
는 터빈타입펌프를 통과 후 모터를 통해 배출LPG DC

되는 단순한 구조이다.

Fig. 1 Turbine type fuel pump for LPi

3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

개의 임펠러가 장착된 터빈방식 용 연료펌프 개2 LPi 1
와 멀티플랜지를 결합하여 구성한 용 연료펌프 모LPi
듈을 연료탱크에 장착한 후 성능을 측정하기 위LPG
한 시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는 엔진의 연료. Fig. 2 LPi
순환라인에 장착되는 압력조절기로써 연료탱크와 연료

공급라인의 압력차를 로 조절한다 또한 의 연5bar . LPG
료공급라인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온도센서

와 압력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Fig. 2 Pressure regulator for LPi engine

시험엔진3.1
시험대상엔진은 엔진이며 제원은2700CC LPi Table
에 나타내었다1 .

Table 1 Specification of test engine

☓ ☓

연료펌프 성능 시험장치3.2
은 연료펌프 시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Fig. 3

다 이 시험 장치는 용 연료펌프의 토출 압력을 제. LPi
어할 수 있는 압력조절기 현재 양산중인 자동차, LPG
에 적용된 용 연료탱크의 내부와 토출부의 온도LPG ,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온도압력 센서로 구성된다.․

시험방법3.2
용 터빈방식 연료펌프와 방식 연료펌프를LPi BLDC

적용하여 계절별 연료의 혼합비율에 따른 엔LPG LPi
진 고온재시동시 연료레일에서의 압력온도변화와 LPi․
엔진의 고온재시동성능을 평가하였다 특히 고온재시.
동시 분 분 분의 소킹 시간 별로 구분하여 각10 , 20 , 30
연료펌프에서 토출 후 연료레일에서의 압력온도변LPG ․
화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시험결과4.

계절별 연료의 혼합비율 분석4.1 LPG
시험에 사용할 연료의 계절별 부탄 프로판간 혼합LPG ,

비율을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GC (Gas Chromatography) .
의 는 하절기용 의 부탄 프로판간의 혼합비율Fig. 4 (a) LPG ,

을 나타낸 것으로 부탄 이 약 수준(i-butane + n-butane) 100%
이고 프로판은 전혀 혼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는, . (b)
동절기용 의 혼합비율을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LPG GC
부탄 약 에 프로판이 약 정도 혼합되어 있음을 알76% 23%
수 있다.

(a) Butane 100%

Fig. 3 Schematic diagram of fuel pump test equipment
for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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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pane 23%

Fig. 4 Composition of seasonal LPG fuel

터빈방식 용 연료펌프 토출압력 특성4.2 LPi
는 엔진에 방식 연료펌프 및 터빈방식 연Fig. 5 LPi BLDC

료펌프를 이용하여 하절기용 를 엔진에 공급한 결과이다LPG .
는 분 소킹 후 고온재시동 시 펌프에서 토출 후 연(a) 10 LPG
료레일에서의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압력 안정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로 방식의 보다 약 배 빠르1400ms BLDC 4870ms 3.5
다 또한 의 분 소킹한 와 분 소킹한 의 경우. Fig. 5 20 (b) 30 (c)
모두 로 방식의 보다 약1340ms BLDC (b) 5320ms, (c) 5370ms
배 빠른 양호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동절기용 를 사용한4 . LPG

의 경우 의 압력 안정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Fig. 6 (a)
이며 방식은 이다 의 분 소킹1420ms BLDC 4870ms . Fig. 6 20

한 의 경우 분 소킹 한 의 경우 이(b) 1900ms, 30 (c) 1820ms(c)
며 방식 연료펌프는 를 나타내었BLDC (b) 4920ms, (c) 4760ms
다. 이 결과 안정된 액상 공급을 위한 압력 안정화LPG
측면에서 터빈방식 연료펌프는 방식 연료펌프와BLDC
비교하여 더욱 향상된 성능을 나타낸다고 평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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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ssure settling time for Butan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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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ssure settling time for Propane 23%

터빈방식 용 연료펌프 토출온도 특성4.3 LPi
의 는 엔진에 터빈방식 연료펌프를 이용Fig. 7 (a) LPi

하여 하절기용 를 엔진에 공급했을 때 분 소킹 후LPG 10
고온재시동시 펌프에서 토출 후 연료레일의 온LPG LPG
도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시동 후 연료레일의 온도가.

로 안정화되기까지 약 이며 방식 연료16.25 345sec BLDC℃

펌프의 로 안정화 될 때까지의 약 와 비교하16 338sec℃

여 동등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의 분 소킹한. Fig. 7 20 (b)
와 분 소킹한 또한 동일한 하절기용 를 엔진에30 (c) LPG
공급한 경우이며 연료레일의 온도와 온도 안정화시간은

의 경우 약 에서 의 경우 약 에(b) 339sec 15.5 , (c) 300sec℃

서 이며 방식은 의 경우 약 에서14.25 BLDC (b) 341sec℃

는 약 에서 이다 은 동절14.95 , (c) 320sec 14.75 . Fig. 8℃ ℃

기용 를 엔진에 공급을 한 경우이다 는 연료레일LPG . (a)
의 온도가 로 안정화되기까지 약 이며15.35 300sec℃

방식이 로 안정화될 때까지의 이다BLDC 15.1 304sec . 20℃

분 소킹한 와 분 소킹한 또한 연료레일의 온도와(b) 30 (c)

온도 안정화시간은 의 경우 약 에서(b) 288sec 15.25 , (c)℃

의 경우 약 에서 이며 방식의 는298sec 15.15 BLDC (b)℃

약 에서 의 경우 약 에서291sec 15.25 , (c) 300sec 14.95℃ ℃

로 각 소킹시간 별로 동등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 결.
과 두 가지 성상의 에서 터빈타입방식 연료펌프는LPG

방식의 연료펌프와 동등한 성능을 가짐을 간접적으BLDC
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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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temperature in accordance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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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temperature in accordance with time

터빈방식 연료펌프의 고온재시동성4.4
의 는 엔진에 방식 연료펌프를 이용Fig. 9 (a) LPi BLDC

하여 하절기용 를 엔진에 공급하여 엔진 시동 시 특LPG
성을 나타낸 것이다 엔진. 냉각수의 온도가 로 상승할90℃
때까지 웜업을 마친 후 분 소킹하여 고온 재10 시동시의

운전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시동시간은 약 이다 또450ms .

한 는 터빈방식 연료펌프를 이용(b) 한 결과이며 시동시

간은 약 로 방식보다 약 가 빠름을 확420ms BLDC 30ms
인하였다 또한 고온재시동 후 엔진회전수가 안정화되.
기까지 터빈방식 연료펌프는 2550ms, 연료펌프는BLDC
약 가 소요되었다3220ms . 은 동절기용 를 엔Fig. 10 LPG
진에 공급을 한 경우이다 의 방식 연료펌를 사. (a) BLDC
용한 경우 시동시간은 약 이며 는 터빈방400ms (b) 식 연

료펌프를 이용한 결과로 시동시간은 약 이다 이 결420ms .
과 방식보다 가 지연됨을 나타내BLDC 20ms 었으며 고온

재시동 후 엔진회전수가 안정화되기까지 터빈방식 연료펌

프가 약 2350ms, 연료펌BLDC 프는 가 소요되었다3610ms . 두
가지 연료성상에서 방식 연료펌프는 터빈BLDC 방식 연료

펌프에 비해 초기시동 시 불균일한 토출압력 특성으로 인

한 엔진속도의 변화를 와 에서 확인Fig. 9 (a) Fig. 10 (a) 할

수 있으며 이 결과 터빈방식 연료펌프에서 토출LPG 시 확

인하였던 연료레일에서의 압력안정화 특성과 더불어 터

빈방식 연료펌프의 안정적인 토출성능으로 인한 고LPG
온재시동성의 유리함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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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ngine start ability test for different LPi
fuel pump (LPG fuel for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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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ngine start ability test for different LPi
fuel pump (LPG fuel for winter)

결 론5.

터빈방식 연료펌프와 방식 연료펌프를 사용하여BLDC
각 연료펌프에서 성상이 다른 토출 후 고온 재시동LPG
성과 연료레일에서 압력 및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시.
험 결과 성상에 관계없이 터빈방식 연료펌프는LPG

방식 연료펌프와 동등한 성능을 나타내었으며BLDC
방식의 연료펌프를와 대체가능함을 판단할 수 있BLDC

었다.

1) 하절기 및 동절기 를 터빈방식 연료펌프의LPG LPi
엔진에 적용 시 안정적인 액상 연료 공급을 위한 압LPG
력 안정화 측면에서 방식의 연료펌프보다 양호한 성BLDC
능을 나타내었다.

2) 하절기 및 동절기 를 터빈방식 연료펌프의LPG LPi
엔진 적용 시 동일한 시간에 따른 온도 안정화 측면에

서 식의 연료펌프와 동등한 성능을 나타내었다BLDC .
터빈방식 연료펌프의 엔진 적용 시 동절기연3) LPi

료와 하절기연료에서 방식의 연료펌프와 동등한BLDC

시동성능을 나타내었다.
4) 터빈방식 연료펌프의 엔진 적용 시 안정적인 액LPi

상 공급을 위한 압력 안정화 측면에서 방식의LPG BLDC
연료펌프보다 양호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료

온도의 안정화까지의 토출성능도 동등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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