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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바이 가스는 크랭크케이스를 거치는 동안

무화된 오일입자를 포함하게 되고,1) 연소실로 재

순환 된다 오일입자가 연소실로 유입될 경우 흡.
기계 오염 및 오일 소모증가 유해배출물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2) 가솔린 기관에서도

디젤 기관과 마찬가지로 강화되어가고 있는 배기

규제 및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일

분리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가솔린 기관은 디젤.
기관과는 달리 블로바이 가스 내에 포함되어 있

는 오일의 양과 오일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

문에 가솔린 기관의 오일분리 장치는 작은 오일

입자를 얼마나 잘 분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솔린 기관용 실린더 내장형

오일분리 장치에서 오일입자의 크기에 따른 오일

분리 성능을 수치해석 기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개의 와 개의 사이클론으로 구성된2 baffle plate 3
실린더 헤드커버 내장형 오일분리 장치에 대해

내부 유동을 분석하고 유입되는 오일입자의 직경

에 따른 오일분리 성능을 계산하였다 또한. baffle

실린더 헤드커버 내장형 오일분리 장치의 오일 직경별
분리효율에 관한 해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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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onventional closed-loop crankcase ventilation systems, the lubrication oil had to be re-circulated
to the intake manifold, in the form of oil mist mixed with the blow-by gas. This blow-by gas
containing the engine lubricant oil affects on the engine problems and the exhaust emissions. A
high-efficient oil separator is required to minimize consumption of engine oil and reduce harmful
emissions. In the conventional oil separator of CI engines, it has good oil separation performance even
though separator design is simple, due to lots of the blow-by gas. As the emission regulation becomes
severe, the oil separator for SI engines is also required. But in SI engines, separator design should be
optimized, due to small size of oil particles and little amount of blow-by gas. In this study, oil
separation performance classified by diameter of oil mist in cylinder head cover internal model which
has three cyclones and two baffle plates for SI engine is calculated with CF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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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이클론의 오일분리 성능을 비교하여 실plate
린더 헤드커버 내장형 오일분리 장치의 전체적인

오일분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수치해석 기법2.

수치해석 기법2.1
본 연구는 상용코드인 을 사용하여Fluent 6.3

해석을 수행 하였다 을 사용하여 모델링. Gambit
및 격자를 생성을 하였으며 실린더 헤드커버 내,
장형 모델의 격자수는 약 만개로 구성하였다80 .
비압축성 난류 점성유동으로 가정하였으며, , 난류

모델은 Standard k-ε 을 사용하였다model .3) 오일

입자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방법을Lagrangian
이용하는 를 사용하였다 사용된particles' trajectory .
지배방정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Particle 4)

   ․ ․
 ․  ․  ․

   ․∆
: Particle diameter
: Particle velocity
: Bulk flow velocity
 : Other interaction forces
: Particle mass flow rate

: Relative Reynolds number
 : Drag coefficient
: Particle density
: The coefficient of friction

수치해석 경계조건2.2
실린더 헤드커버 내장형 오일분리 장치로 유입

되는 유량은 향후 오일분리 장치를 적용할 2,000
급 엔진에서 발생하는 블로바이 가스의 최대㏄

유량인 으로 설정하였다 출구 압력은36 /min .ℓ

상태를 고려하여 대기압으WOT(wide open throttle)
로 설정하였으며 작동유체로 공기를 사용하였다.

은 오일분리 장치로 유입시킨 오일입자의Fig. 1
질량분포도를 나타내며 실험값을 참고하였다.5) 입

구에서의 난류 특성을 결정하기위한 난류특성 길

이는 입구면적을 원으로 환산하였을 때 직경의

Particle diameter (μm)

0 5 10 15 20

M
as

s 
di

st
rib

ut
io

n 
(%

)

0

2

4

6

8

10

Fig. 1 Mass distribution of oil mist for numerical
analysis

Table 1 Boundary conditions of numerical analysis

Item Cyclones in cylinder head cover

Inlet flow rate of air 36 /min

Inlet mass flow rate of oil 1 g/h

Turbulence model Standard k-ε

Initial turbulence
kinetic energy 2 % of velocity

Initial turbulence
characteristic length 10 mm

Wall boundary
condition type Trap

Fig. 2 Cross-sections of cyclone oil separator in
cylinder head cover

인 를 사용하였고 난류 강도는 입구속도2/3 10mm
의 를 사용하였다 주요 경계조건을 에2% . Table 1
정리하였다.
실린더 헤드커버 내장형 사이클론 오일분리 장



Fig. 3 Trap zones for numerical analysis
(dark walls which are set to trap)

치 내부의 유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와 같이Fig. 2
단면을 설정하고 각 단면에서의 속도분포를 비교

하였다 실린더 헤드커버 내장형 사이클론 오일분.
리 장치에서 와 사이클론 영역에서의baffle plate
오일분리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포집영역은 Fig.
과 같이 개의 부와 개의 사이클론부3 2 baffle plate 3
로 설정하였다 오일분리 성능은 각 포집영역별로.
유입된 오일입자의 질량과 포집된 오일입자의 질

량의 비로 오일분리 효율 을 구하여 평가하였( )η
다 오일입자의 직경별로 와 사이클론. baffle plate
에서 포집된 오일입자의 질량으로부터 직경별 오,
일분리 효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오일분리 효율.
은 아래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오일분리 효율 계산식





 : mass of injected oil particle
 : mass of trapped oil particle

결과 및 고찰3.

유동 해석3.1
에서 단면 은 번 사이클론의 유입부와Fig. 4 1 1

번 사이클론으로 연결되는 유로의 입구를 나2, 3
타낸 그림이며 단면 는 번 사이클론과 번 사, 2 2 3
이클론으로 연결되는 유로의 입구를 나타낸 그림

이다 단면 에서 번 사이클론의 유입부의 넓이. 1 1

Cross-section 1

Cross-section 2

Fig. 4 Velocity distribution at cross-section 1, 2
(gray scaled by velocity magnitude)

와 비교하여 번과 번 사이클론으로 유입되는2 3
유입부의 넓이가 더 넓기 때문에 번과 번 사이2 3
클론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되며 그림 에서 번과 번 사이클론으로 유입되, 2 2 3
는 유속은 번 사이클론의 유입부가 더 좁지만3
유속이 더 빠르기 때문에 번 사이클론으로 유입3
되는 유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각 사.
이클론으로 유입된 유량을 계산한 결과 전체 사

이클론으로 유입된 유량을 기준으로 번 사이클3
론에서 번 사이클론에서 번 사이클34.2%, 2 33%, 1
론에서 로 번 사이클론으로 유입되는 유량32.8% 3
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의 좌측 그림은 장치 상단부에서의 속도Fig. 5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번 사이클론 유입부의1
높이를 기준으로 자른 평면이다XY . Baffle plate
주변에서 느린 유속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하였

으며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벽면 부, baffle plate
근에서의 오일분리 효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를 지나 번 사이클론의 유입부 앞부분Baffle plate 1
에서 장치 형상에 의해 왼쪽 벽면 부근에서 빠른



Fig. 5 Velocity distribution at cross-section 3, 4
(gray scaled by velocity magnitude)

유속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오일,
입자가 커질 경우 오일입자의 질량에 의한 관성

이 커지기 때문에 번과 번 사이클론으로의 유2 3
입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 우측 그림은 장치 중심부에서 자른Fig. 5
평면이다 장치 상단부에서의 속도분포와 마찬XY .

가지로 번 주변에서의 유동은 매우1 baffle plate
느리기 때문에 오일분리 성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를 지나면서 장치 형상. baffle plate ,
에 의해 좌측벽면 쪽으로 흐르는 강한 유동이 발

생한다 오일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질량에.
의한 관성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번 사이클론3
으로 유입되는 오일입자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

오일 직경별 포집된 질량3.2
은 직경별로 오일입자를 유입시켰을 경우Fig. 6

각 포집영역에서 포집된 오일의 질량을 표시한

그래프이다 에서 이상의 큰 오일입. Baffle plate 5㎛
자는 포집량이 낮으며 그 이유는 와Fig. 4 Fig. 5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벽면 부근에baffle plate

서의 유속이 느리기 때문이다 사이클론 부에서.
에서 보다 높은 포집량을 나타내며baffle plate 1,

번 사이클론에서의 포집량은 비슷한 경향을 나2
타낸다 그러나 번 사이클론은 번 사이클론. 3 1, 2
과 비교하였을 때 오일입자의 크기가 이,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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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apped mass of oil mist as a function of
diameter

하의 경우 낮은 포집량을 보이며 오일입자의 크

기가 이상일 경우 포집량이 더 많은 것을 확6㎛
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질량에 의한 관성효과의.
증대로 인해 크기가 큰 오일입자가 번 사이클1, 2
론 보다 번 사이클론으로 더 많이 유입되기 때3
문으로 판단되며 와 에서 설명한 바와, Fig 5 Fig.6
같다.

는 오일 입자의 크기가 각각Fig 7 ~ 12 1, 2, 4,
일 때 각 포집영역에서 포집된 질량을5, 6, 9㎛

나타내는 그래프 이다 오일입자가 작은 경우 전.
영역에서 낮은 오일 포집량을 나타내지만 오일입

자가 이상으로 커질 경우 점차적으로 사이클4㎛
론 부에서 포집되는 오일입자의 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오일입자의 크기가 이하인 경. 5㎛
우 번 사이클론에서 가장 많이 포집되는 것을1
알 수 있으며 오일입자가 이상일 경우 번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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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rapped mass of oil mist as a function of
trap zone in case of diame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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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apped mass of oil mist as a function of
trap zone in case of diame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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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rapped mass of oil mist as a function of
trap zone in case of diame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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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rapped mass of oil mist as a function
of trap zone in case of diameter, 5㎛

사이클론으로의 유입되는 유량이 증가하기 때

문에 번 사이클론과 비교하여 번 사이클론에1, 2 3
서 포집되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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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rapped mass of oil mist as a function
of trap zone in case of diame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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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rapped mass of oil mist as a function
of trap zone in case of diame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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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il separation performance for each trap
zone as a function of diameter

오일분리 성능3.3

은 와 사이클론 부에서 포집된Fig. 13 baffle plate
오일입자의 질량과 장치로 유입된 오일입자의 질



량의 비로 오일분리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체 실린더 헤드커버 내장형 모델에서 오일입자

의 직경이 이상인 경우 약 이상의 오일5 95%㎛

분리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클론 부에서 오.
일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오일분리 효율은 증

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의. Baffle plate
경우 의 벽면 부근에서의 유속이 매우baffle plate
느려 전체적으로 의 낮은 오일분리 효율을 보20%
인다 오일입자가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 6 baffle㎛

의 효율이 미약하게 증가하며 사이클론 부에plate
서의 효율이 약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오일입자가 이상으로 커지는Baffle plate 6㎛
경우 질량에 의한 관성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유동에 영향을 적baffle plate
게 받게 되어 벽면에 부딪치는 양이 증가하게 되

고 효율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일입자의 크기가 이하로 작은 경우 실린5㎛

더 헤드커버 내장형 오일분리 장치의 전체 오일

분리 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 유로 형상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각 사이클론,
으로 유입되는 오일입자 및 유량 차이를 줄여 전

체 사이클론 부의 오일분리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가솔린 기관용 실린더 내장형

오일분리 장치에 대하여 오일입자의 크기에 따른

오일분리 성능에 대하여 수치해석 기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개의 와 개의 사이클론. 2 baffle plate 3
으로 구성된 실린더 헤드커버 내장형 오일분리

장치에 대해 내부 유동을 분석하고 유입되는 오

일입자의 크기에 따른 오일분리 성능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에서 오일입자의 직경 변화와 관1) Baffle plate
계없이 벽면 부근에서의 유속이 매우baffle plate
느리기 때문에 오일분리 성능은 낮다.

오일입자의 크기가 커질 경우 질량에 의한2)
관성력이 증가하여 벽면 부근에서 포집되는 오일

입자의 양이 증가하고 오일분리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클론에서 오일입자의 크기가 이상으3) 5㎛

로 증가하면 질량에 의한 관성력의 증가로 인해

오일분리 효율을 이상 확보할 수 있으며 오95%
일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오일분리 성능은 점

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유로형상의 최적화를 통해 각 사이클론으로4)

유입되는 유량의 차이를 줄임으로서 실린더 헤드

커버 내장형 오일분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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