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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low Characteristic of the Diesel Engine DPF
Hyun Sun Go1․Chan Gyu Jung2․Heang Nam Lee†

요  약 : 본 논문은 매연여과장치(DPF)의 Inlet Pipe 길이를 5가지 경우로 변화시켜, 이 변화가 유동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방법으로서는 PIV 계측과 상용코드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하 으

며, 그 결과 PIV와 CFD는 87%로 일치하는 상 성을 보 다. 한 동일한 유속 조건일 때 Inlet Pipe 길
이가 20mm일 때 안정 이고 높은 압력 값을 보여 매연여과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주제어: 매연여과장치, 입자 상유속계, 산유체역학, 압력, 난류운동에 지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influence on the flow field by varying the length of DPF  Inlet pipe in 5
ways. Nume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by using PIV and commercial code and as a result, PIV and 
commercial code shows correlation correspond to 87%. Furthermore, in the same velocity condition, as 
stable and high pressure value is shown when the Inlet pipe length is 20mm, particulate filtering rate can
be increased.
Key w ords: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Pressure, Turbulence Kinetic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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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연여과장치(DPF)는 디젤엔진 연소로 발생되는 

매연을 이기 한 매연여과장치로서 엔진에 연

료를 분사하여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연소 산화물, 
분진등 배출가스 의 입자상 물질(PM, Particulate 
Matters)을 매연여과장치 필터에 포집하여 일정 시

간마다 연소하여 제거시키는 장치이다[1]. 디젤엔

진의 배기가스에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입자상 물질인 PM과 질소산화물 (NOx)을 많이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유해물질 감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재까지 매연여과장치 

형상설계에 따른 연구를 살펴보면 [2]에서는 CFD
를 이용하여 DPF 채 을 지나는 공기유동의 특성

을 규명하 고, [3]에서는 매연여과장치의 유동 특

성에 한 과도해석을 통하여 유동균일도 인자와 

최 속도, 엔진출력과 연 된 압력강하에 해서 

연구하 다. [4]에서는 매연여과장치 장착에 따른 

형 디젤기 의 성능  배출가스가 최  89% 까
지 감소됨을 밝혔고, [5]에서는 DPF 입구형상 변화

에 따른 정상 상태에서 CFD를 이용하여 유동분포, 
유동 균일도  압력강하에 해서 연구하 으며 

[6]에서는 확 의 형상에 따라 매연여과장치 내

의 유동 특성을 해석하 다. 와 같이 매연여과장

치의 배기가스 유동분포에 향을 주는 설계 인자

들은 Inlet pipe의 지름과 길이, 확 의 축방향 길

이, 형상  단면지름, Outlet pipe의 형상, 배기가

스 유동속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

서는 매연여과장치의 매연여과의 효율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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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내부의 형상에 따라 변하는 매연의 유동특

성을 PIV 계측과 CFD 해석을 통하여 내부의 유속, 
압력, 난류강도를 분석하여 매연여과장치 내부의 

유동특성의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방법  수치해석
2.1 PIV 계측

PIV실험을 하여 온도는 상온 20℃며 작동유체

는 물을 사용 하 으며 추  입자 이 에 산

란이 잘 되는 ZnO(아연화가루)를 사용하 다. 비
이 물보다 크기 때문에 입자의 균일한 산란을 

하여, 수 펌 (IPV-835F)를 이용하여 유동을 발생

시켰으며 이때 이놀즈수는 Re=200,000 속도는 

3.25㎧이다. 한 Honey Comb을 설치를 하여 Test 
section내에서 발생되는 수면 도를 최소화 시켰다. 
실험조건으로는 Inlet pipe를 이용하여 Test section
내에서 변화가 가능한 축 방향으로 10mm지 의 

유동특성을 측정하 다. CCD 카메라의 측정된 부

 450mm×495mm로 설정하 다. 본 실험의 가시

화를 해 사용된 장비는 Figure 1과 같다. PIV실

험의 계측은 Laser(①)에서 출력된 직선 이 

Incidence Manipulator(②)와 LLS Probe(③)을 지나

오면서 평면 을 Test Section(④)에 발 을 시킨다. 
이를 평면 과 수직으로 설치된 High Speed 
Camera(⑤)가 당 500frame의 이미지 일을 생

성시키며 이 이미지 일을 Host computer(⑦)에서 

Cactus의 소 트웨어를 통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PIV Drive(⑥)는 Laser와 High Speed Camera의 펄

스 동기를 시키는 장치이다. Cactus는 상처리장

치로 부터 수집된 궤 의 발기정보를 2차원의 

치  각 픽셀에서의 계조치의 값으로 데이터를 

받아 상처리를 하게 된다. 필터처리를 통한 잡음

제거  입자 상의 강조, 윤곽선의 검출, 세선화, 
라벨링(labelling), 도심좌표(centroid)의 계산 등을 

거쳐 한 추  알고리즘에 의해 벡터의 방향과 

크기를 계산된다. 장된 상은 상처리장치

(Matrox DATA Translation)로부터 아날로그신호를 

2차원의 디지털 상정보로 바꾼 후, 각종  처리 

과정 후 속도, 압력, 난류강도의 데이터를 수치화 

시킨다. Table 1은 본 PIV 실험장치의 세부사양을 

나타낸다.

Figure 1: Configuration of PIV experiments

Table 1: Specification of PIV system

Item Specification

Visualization
Equipment

Image Grabber matrox 
(DATA Translation)

Light Source 7W Argon-Ion
Laser

Sheet Light LLS probe

Measuring
Condition

Working Fluid water
Temperature 20℃ ±1

Humidity 40% ±1
Velocity 3.25㎧

Re 200,000
Particle ZnO
Time 

Resolution 1 / 60 sec

Image
Processing

Host
Computer

Pentium IV PC
(CPU 2.54 GHz RAM 1G)

Calculation
Time 500 frame/sec 

Identification Cactus'3.2
Number of 

Data for 
Time-Mean

65 frames

Figure 2는 Test Section을 나타내며 입구와 출구

에 Honey comb이 부착된 2000×1000×1000mm (가
로×세로×높이)의 실험 장치 내부에 실제 DPF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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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같이 제작한 DPF의 모델을 1:1 아크릴모형을 

설치하 다. 수조안의 유동을 발생시키기 해 입

구에 IPV-835F 1마력 수 펌 (①:Submersible 
pump)를 유속 조 기와 함께 설치하여 유량을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Inlet pipe(②)의 길이의 변

화를 주기 해 Pipe의 길이를 변화를  수 있는 

별도의 Pipe(④)를 제작하여 PIV 실험을 진행 하면

서 길이 변화를  수 있게 제작 하여 최 의 치

를 선정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실험장치 내의 유동

흐름은 Fluid flow(⑥)와 같이 펌 를 통하여 유체

의 흐름이 시작되고 DPF를 통과한 후 Out pipe를 

지나 실험덕트로 흐르는데 지속 인 순환을 해 

실험 장치에 피드백 장치를 설치하 다. 
Figure 3은 DPF 내부의 Inlet pipe 길이를 변화 

시켰을 때 Test-Section의 총 인 속도벡터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유동의 흐름은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진행하고 있다. Inlet pipe 길이 변화에 따라 

Inlet pipe 쪽에 발생하는 속도벡터들이 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런 속도벡터들의 흐름이 

DPF 내부 유동 상에 향을 미치며 의 내용을 

Inlet pipe를 X 축으로 방향에 길이변화와 inlet 
pipe 의 길이가 증가에 따라 단면 의 크기가 변화

함을 CFD 해석을 진행하 다.

Figure 2: Drawing of a simple duct for PIV 
experiments

Figure 3: Velocity distributions for PIV

2.2 CFD

2.2.1 해석모델

DPF 내부의 유동특성이 가장 고르게 나오는 지

을 알아보기 해 Figure 4와 같이 Inlet pipe를 

X축으로 10mm씩 움직이게 하여 X축이 10mm 지
을 X1으로 하여 기  지 으로부터 각 지 을 

10mm씩 증가시켜 X6단면까지 6곳에서 측정 하

다. 한 X1부터 X6까지는 Inlet pipe의 길이가 증

가 하면서 단면의 크기가 변화함으로 X1의 지 의 

단면을 으로 하고 X6의 단면을 까지 정하

고, DPF 내부의 체 인 유동특성을 악하기 

하여 단면  , 을 추가 시켜서 해석을 진행하

다. 이와 같이 단면 A1~8까지 해석 된 데이터들

을 분석하기 해 각 분석 지 을 Figure 5로 나타

내었으며 구간의 평균속도, 평균압력, 난류강도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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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A1 A2 A3 A4 A5 A6 A7 A8

1

A 30 153 132 113 95 78 63 50 38

2

A 30 129 132 113 95 78 63 50 38

3

A 30 129 108 113 95 78 63 50 38

4

A 30 129 108 88 95 78 63 50 38

5

A 30 129 108 88 70 78 63 50 38

6

A 30 129 108 88 70 53 63 50 38

Figure 4: Position of inlet pipe within DPF

Figure 5: Data extraction position within DPF

의 두 Figure 4, Figure 5를 이해하기 쉽게 

Table 2에 정리하여 요약을 하 다. 한, 본 해석

에서 요한 각  당 별 단면  변화는 Table 3
과 같이 나타났다. 단면 의 크기는 ㎠이며 소수  

자리는 생략하 다. DPF형상과 Inlet pipe의 길이에 

따라 단면 의 변화는 주황색의 그림으로 표 하

다.

Table 2: Analysis case and view plan cart

Analysis case View plane

 10mm

 20mm

 30mm

 40mm

 50mm

 60mm

 10mm
 20mm
 30mm
 40mm
 50mm
 60mm
 70mm
 80mm

Table 3: Area changes

2.2.1 경계조건

ANSYS Work bench의 Design Modeler와 ICEM 
CFD를 이용하여 Figure 6과 같이 격자를 생성하

다. 해석의 용이성을 해서 정상 상태 비압축성 

유동으로 가정하 다. 난류모델은 Κ-ε 모델을 용 

하 다. 충분히 수렴된 해를 구하기 해 물리량의 

최  변화량이 1×10⁻⁶이하가 될 때 수렴된 것으로 

간주하 다. 약 500회 정도 반복계산을 실시한 결

과, 물리량의 변화가 1×10⁻⁶이하로 유지되어 수렴

되었고 본 실험에서는 자료의 완 한 수렴을 확인

하기 해 약 50회 정도 반복계산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 다. 해석 조건으로는 Inlet pipe의 속도 20
㎧, Re= 126,000 실험온도 600℃ 용하 다. Outlet 
조건에는 기압(Opening)으로 용하여 실제 기

압과 같은 조건을 부여 하 다. Mesh Type은 Tetra 
mesh를 용하 고, 경계면에는 Prism mesh를 3겹
으로 용하 다. 이는 다양한 형상의 표 과 해석

시간의 단축을 해 사용되는 혼합기법으로 요

한 부분  복잡한 형상은 Tetra mesh와 Prism 
mesh를 사용하 다. 의 내용을 Table 4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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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Using CFD mesh grid 

Table 4: Specification of CFD system
item Specification

Hard 
ware

Host 
Computer

Pentium4 PC
(CPU 3.2 GHz RAM 4G)

Soft 
ware

Modeling ANSYS Workbench 
Design Modeler

Mesh ICEM CFD
interpreter ANSYS CFX V11.0

Boundary 
condition

RANS Κ-ε 

Working 
fluid Air

Temperature 600℃
Velocity 20㎧
Residual 
Target 10⁻⁶

Mesh Type Tetra mesh, 
Prism mesh

Max 
Iteration 500

INLET Re=12,550
OUTLET Opening

3. 결과  고찰
3.1 PIV와 CFD 상 성

CFD 해석을 해서는 PIV 실험을 통한 상 성

을 규명하여 CFD 해석 시 사용되는 경계조건들을 

결정하여야한다. Figure 7은 PIV 실험을 물의 조건

으로 실험한 것과 CFD 해석을 물과 공기로 해석

한 값의 이놀즈수에 한 비교데이터이다. PIV 
실험시 실  제한 요소(유속, 온도등) 때문에 

CFD1에서는 PIV실험조건(유속 3.25m/s, 온도 2
0℃, 이놀즈수 200,000)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석

을 하여 평균 87%로의 상 성을 보 다. 이에 

CFD2 에서는 실제 디젤엔진용 매연여과장치의 환

경의 실험조건(유속 20m/s, 온도600℃, 이놀즈수 

12,550)으로 해석을 수행하 으며 분석결과와 같이 

PIV 실험과 CFD1, CFD2의 그래  상 성 비교결

과 간의 작은 오차율이 보 지만 체  그래

의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실험의 값이 오차율을 보이는 이유로는 DPF 내부

에서의 압력과 난류강도의 변수로 인한 오차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Plan 8에서 CFD1, CFD2의 

기압이지만 PIV실험의 경우 물이 실험 수조에 

채워져 있으므로 기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

여 내부압력 값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7: PIV & CFD correlation

3.2 CFD 해석  분석

본 연구의 특성상 각 의 변화 시 유량은 

과 동일조건이던지 가장 유사하게 나와야 한다. 동
일한 RPM을 가정 하에 각 지 의 Inlet pipe가 변

화가 되어도 재 상용화되고 있는 과의 유량

은 다른 지 의 유량과 비슷해야 된다. Figure 8
과 같이 각 CASE 별로 평균 유량이 비슷하게 나

왔지만, 의 지 이 Inlet의 경우 -0.39%, Outlet

의 경우 -0.25%의 오차를 보이며 과 가장 근사

한 평균 유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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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ass flow graph

Figure 9은 속도벡터를 연결한 스트림라인이다. 
Inlet pipe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입구에서의 와류가 

많이 발생하지만 양  벽면에서의 속도가 증가하여 

체 인 와류는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9: Velocity streamline

Figure 10의 속도 비교 그래 의 경우 평균 속도

가 안정 이면서 DPF 내부에서 유속이 증가가 되

면 와류의 생성이 많이 지는 기본 조건이 된다. 와
류가 많아지면 공기가 DPF 내부에서 머무를 수 있

는 시간과 운동량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이는 DPF
의 기능 향상에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를 토 로 분석해보면   의 경우가 표 으로 

평균유속이 높다. 하지만 의 경우 1~3구간까

지 속도가 높고 3~5의 구간으로 갈수록 유속이 

낮아졌다. 이는 유속의 변화가 심하여 DPF 내부의 

기체가 불안정함을 유추할 수 있다. 

Figure 10: Velocity graph

Figure 11은 압력데이터를 등고선으로 표 한 

것이다. ~으로 갈수록 DPF 앙의 압력등고

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압력의 증가는 

DPF내부에서 입자들이 머물고 있는 시간의 증가와 

계가 있다. 따라서 압력의 증가가 보다 많이 

일어날수록 유체의 정체가 많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2는 압력데이터를 별로 데이터화한 

그래 이다. 이 그래 는 정압력 그래 이기 때문

에 속도그래 와 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의 

경우  구간에서 보다 높은 압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 경우 구간에서 압력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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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ressure contour

Figure 12: Pressure graph

Figure 13: Turbulence Kinetic Energy contour

Figure 14: Turbulence Kinetic Energy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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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타 의 지 의 경우 

를 지나기 까지 낮은 압력을 보여주며 이후 

에서 압력이 격히 상승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구간에서의 단면  변화가 많아 나타나는 

상으로 볼 수 있었으며, ~일부구간에서만 

압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는  구간

에서 보다 높은 압력을 보이고 있다. ~사

이의 압력이 어든 이유는 DPF의 부채꼴 형상의 

시작부분 특성상 압력이 어들은 것으로 사료된

다.
Figure 13은 난류강도를 등고선으로 나타낸 그

래 이다. 난류강도가 높을수록 DPF 내부에서 와

류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려고하는 에 지가 

많다는 것을 뜻하며 등고선의 그래 를 보면 

가 난류강도가 평균 으로 높고 넓게 분포하고 있

음을 보여주며 의 경우 가장 큰 난류강도를 가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ure 14는 각   별로 난류강도를 그래 화한 

것이다. 의 경우 지 부터 의 난류강도보

다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속도와 압력데이터에

서 와 비슷한 결과를 가진 의 난류강도가 

~구간에서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4. 결  론
재 상용화 되고 있는 디젤기 의 DPF의 내부 

의 Inlet Pipe의 길이 변화에 따른 내부 유동 특성

을 PIV 계측 실험과 CFD 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lan 1~8을 기 으로 PIV와 CFD는 이놀즈

수는 평균 87%로 일치하는 상 성을 보 으며 디

젤엔진용 매연여과장치의 유동특성에 한 분석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최 설계 구 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2) CASE 1의 Inlet Pipe가 10mm일 경우 평균유

속이 안정 이면서 DPF내부에서 와류가 생성되는 

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와류 생성이 높아

지면 공기가 DPF내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늘

어남을 의미하여 이는 DPF기능 향상에 향을 

다.
3) CASE 2의 Inlet Pipe가 20mm일 경우 다른 

CASE 경우보다 높은 난류강도를 보이는데 이는 

DPF의 내부에 와류를 발생시켜 입자가 DPF 내부

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과 동량이 늘어남을 의미

하므로 매연여과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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