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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an aluminium filler tube for automotive is presented in this paper. The 

material of filler tube was used AL3003 aluminium. In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an aluminium filler, we 

measured the corrosion, chemical resistance, weight, leak, welding strength, exciting endurance, and the solt spray 

test etc.. It has been shown that the weight decreased approximately 61% in aluminum filler tube developed 

comparing with steel filler tube. As the characteristic evaluation on the manufactured aluminium filler it was 

enough satisfied to use at the automotive filler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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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필라튜 (fillertube)는 연료 주입 시에 연료 주

입 건(gun)과 연료탱크를 연결시켜 주는 자동차 부

품이다.자동차 연료는 휘발성이 강하고 폭발성이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과 자동차 사고 시에 연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는 요

자동차 부품 의 하나이다. 재 국내외에서 생산

되는 필라튜 의 재질은 일반 탄소강이나 스테인

리스 는 라스틱으로 제작되고 있다.일반 스틸

필라튜 의 경우 부식을 막기 해 필라튜 의 외

면에 PVC(poly vinylchloride)코 을 용하고

있다.PVC 코 은 환경 호르몬 물질로 의심되는

염소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소각 시에는 다이

옥신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필라튜 의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변경 할

경우,PVC가 안고 있는 환경 인 요인을 해소할

수 있고, 한 알루미늄 자체의 무독성 성질과 자

원재활용성의 우수성으로 인한 친환경 인 자동차

부품 소재로써 각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 분야의 경량화 측면에서 차체

량을 감소시키는데 인 략을 펴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 이미 내,외장제로 채택되어 양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자동차 샤시의 핵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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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인 이크와 클러치 등에 이미 보편화되어 사

용되어지고 있으며,외장재에도 범퍼,헤드 스트

후 임,시트 일 등에 확장 용되고 그 안 성

우수성을 보장받고 있다. 한 강도 면에서 지

까지 용된 강철소재에서 알루미늄 합 소재로

환되는 실정이다
[1~3]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알루미늄 소재를 용하

여 제작된 자동차용 알루미늄 필라튜 의 특성 평

가에 한 것이다.제작된 알루미늄 필라튜 는 부

식성,화학 항성, 량평가, 설시험,용 부강도,

가진내구시험,염수분무시험 등으로 알루미늄 필라

튜 의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필라튜브의 구조 및 공정특성

2.1 필라튜브의 구조

Fig.1에서는 자동차의 연료공 라인의 구조도

를 나타내고 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라

튜 는 연료탱크의 앞에 장착되어 연료의 주입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Fig.2에서는 필라튜 의 3차

원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필라튜 는 매인 튜 ,서보 튜 ,캡,슈트,

라켓 등으로 구성된다.

   Fig. 1 Structure for connecting the fuel supply 

     

Fig. 2 3D image of filler tube 

2.2 필라튜브의 공정 특성 

Table1에서는 필라튜 의 재질에 한 탄소강,

라스틱,알루미늄 등의 장 과 단 에 하여 나

타내고 있다.Table2에서는 알루미늄 필라튜 개

발에 사용된 Al3003재질의 화학 성질을 나타내

고 있으며,알루미늄 필라튜 의 매인 이 에서부

터 라켓까지 Al3003재질을 사용하 다.

Table 1 Comparison of strength and weakness

Carbon steel

(STKM11A)
Plastics Aluminium

장 단 장 단 장 단

-휘발 가스가

 새지 않음

-내구성 양호

-용 성 양호

-가격이 고가

-무겁다

-다공정

-재생 불능

-내식성 불량

-BD30 응

 곤란

- 렴하다

-가볍다

-공정 단순

-재생 가능

-내식성 양호

-BD30 응

가능

-휘발 가스가

샌다 . (미국 /

일본에서는

환경 법규로

사용 못함)

- 온 취성

-내충격성이

 약하다.

- 형비 ,장

 비가 고가

- 렴하다

-휘발 가스 새

 지 않음

-공정이 단순

하다.(도장 공

정 삭제가능)

-재생 가능

-내식성이

 뛰어남

-가볍다(탄소강

의 1/3 수 )

- 형비 렴

-BD30/BD100 

E85 응

강성이

다소

약함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l3003

        aluminium(wt%)

Si Fe Cu Mn Zn Ti Al

Al3003 0.6 0.7

0.05

~

0.20

1.0

~

1.5

0.10 - rema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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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Welding(Bond'g) ability Anti-corrosion Durability

Cap

+

Pipe

BRKT

+

Pipe

Shutter

+

Pipe

BD30 E85

Weld strength

Vibration Chipp'gCap

+

Pipe

BRKT

+

Pipe

Shutter

+

Pipe

Al3003 ○ ○ ○ ○ ○ - - - - -

Div.

Forming ability

Main pipe Sub pipe

BRKTs Cap ShutterCutt'g/

Deburr'g
Bending Expanding Burring Necking

End 

forming

Cutt'g/

deburr'g
Bending

End 

forming

Al3003 ○ ○ ○ ○ ○ ○ ○ ○ ○ ○ ○ ○

 Table 3 Review for Al3003 Feasibility 

Fig. 3 Flow chart for aluminium filler tube manufacture 

   Table 3에서는 알루미늄 필라튜 의 개발을

한 Al 3003 재질의 용 능력, 내식성, 내구성, 단조

등에 하여 검토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 성, 내식성, 단조성 등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으며, 내구성에서

는 알루미늄 필라튜 개발을 통한 평가가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단하 다. Fig. 3에서는 알루미늄

필라튜 의 각 단품별 제작공정과 필라튜 의 조

립공정에 한 공정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 36 -



자동차 알루미늄 필라튜브의 특성평가 : 한국기계가공학회지, 제5권

                                                                                                          

2.3 알루미늄 필라튜브의 제작

Fig. 4에서는 알루미늄 Al3003 재질로 제작된 알

루미늄 필라튜 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Fig. 5에

서는 알루미늄 필라튜 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된

공정 결함에 하여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다. 기

시제품 제작에서 확 시 터짐 상과 밴딩시 주름

상(b)이 발생하엿으며, 이러한 문제 의 발생 원

인을 살펴보면, 성형기술과 형 등에 따른 공정불

량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Parts of manufactured aluminium filler

       tube

(a) 

(b) 

Fig. 5 Process defect 

3. 알루미늄 필라튜브의 특성평가 

Fig. 6에서는 알루미늄 재질에 한 디젤연료와

BD30(Bio diesel)연료에 한 부식성 시험결과를 사

진으로 나타내고 있다. 부식성 시험은 용기에 시험

연료를 넣고 2,000시간 동안 알루미늄 재료를 담근

후 표면의 부식 상태를 찰하 다. Fig. 6(a)에서는

부식시험 의 시험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 

6(b)는 디젤연료의 시험결과이며, 시험 과 비교하

여 표면의 색깔이 황색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

었고, 표면에서 부식은 찰되지 않았다. Fig. 6(c)

에서는 BD30 연료의 시험결과이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에서 앙 (dregs)이 찰되었으며, 

표면의 부식은 찰되지 않았다.

   Fig. 7에서는 알루미늄 재질의 표면에 폴리에틸

(polythene, PE) 코 을 하여 화학 항성(chmeical 

resistance)의 시험 결과를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다. 가

솔린, 경유, 산성액 등의 액을 사용하 으며, 각각

72시간 동안 시험액에 침식시켰다. 시험된 조건의

모든 시편에서는 벗김(peeling) 상이 찰되지 않

았다.

Fig. 8에서는 스틸 필라튜 와 알루미늄 필라튜

의 량 비교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스틸 필라

튜 의 량은 약 1.8kg으로 측정되었으며, 알루미

늄 필라튜 의 량은 약 0.7kg으로 측정되었다. 

스틸 필라튜 의 량과 비교하여 알루미늄 필라

튜 에서 약 61% 량 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에서는 알루미늄 필라튜 의 설시험

(leak test) 결과를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다. 공압은

3×10KPa[0.3Kg/㎠]을 30 동안 유지하 으며, 시험

된 조건에서는 필라튜 의 설은 찰되지 않았다.

(a) Befo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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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esel fuel

(C) BD30

Fig. 6 Corrosion test results 

(a) Before test

(a) After test

Fig. 7 Chemical resistance test results

     

   (a) Steel filler tube     (b) Aluminium filler tube

Fig. 8 Comparison of weight between steel filler tube 

and aluminium filler tube 

     (a) Before test             (b) After test

Fig. 9 Leak test results 

자동차용 필라튜 의 용 부 강도 시험은 슈트

(shutter)와 밴트튜 (venttube)에 시험되었으며,

재 자동차 필라튜 에 용 부 강에 용되는 하

은 F1=1.47KN(150kgf), F2=1.97KN(200kgf),

P1=0.69KN(70kgf), P2=0.99KN(100kgf)등으로

용되었다.

Fig.10에서는 알루미늄 필라튜 의 용 부 강

도 시험 결과를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슈트와 밴트튜 에서는 용 부 균

열과 터짐 상은 찰되지 않았다.

(a) Before test

F2

P1 P2

F1

(b) After test

Fig. 10 Welding strength test results of Sutter and 

Vent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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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에서는 알루미늄 필라튜 의 가진내구시

험결과를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다. 가진내구시험에

서는 3가지 조건으로 시험하 으며, Fig. 11(a)는 Z

축 방향으로 주 수 15Hz, 가속도 24.5m/s2, 회수

80만회 등을 용하 다. Fig. 11(b)는 Y축 방향으

로 주 수 15Hz, 가속도 19.1 m/s2, 회수 30만회 등

을 용하 으며, Fig. 11(c)는 X축 방향으로 주

수 15Hz, 가속도 19.1 m/s2, 회수 15만회 등을 용

하 다. 알루미늄 필라튜 의 가진내구시험에서는

시험된 조건에서는 용 부의 균열, 설, 표면 박

리 등의 상은 찰되지 않았다.

   Fig. 12에서는 알루미늄 필라튜 의 염수분무시

험 결과를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다. 시험기간동안

표면 찰은 72시간과 1,200시간에서 표면의 상태

를 찰하 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에

서는 부식과 벗김 상은 찰되지 않았다.

  

    (a) Z-axis direction      (b) Y-axis direction 

   (c) X-axis direction 

Fig. 11 Exciting endurance test results

 

   (a) 72 hr             (b) 1,200 hr

Fig. 12 Leak test result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알루미늄 소재를 용하여 자동

차용 알루미늄 필라튜 를 제작하 다.제작된 알

루미늄 필라튜 는 부식성,화학 항성, 량평가,

설시험,용 부강도,가진내구시험,염수분무시험

등으로 알루미늄 필라튜 의 특성을 평가하 다.

경량화측면에서는 기존의 스틸 필라튜 와 비교

하여 알루미늄 필라튜 가 약 61%의 량 감 효

과를 확인하 다.그리고 스틸 필라튜 의 시험 조

건을 용하여 알루미늄 필라튜 의 특성을 평가

한 결과,부식성,화학 항성, 유성,용 부 강도,

내진내구성 등의 특성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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