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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구간에서 차량 공회전 방지가 주행 연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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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험 자동차 제원 및 방법

기호설명
Fe:연비(%)
Fi : 공회전중 연료소모량 (cc/s)
Fr :엔진 재 시동시 연료소모량 (cc)
Fs : 절약된 연료 소모량(cc)
Ft :전체 연료 소모량
Ti :공회전 방지 시간 (s)
Tr :엔진 재시동 시간

2.1 시험 자동차
본 시험을 위하여 사용된 자동차는 1400cc
뉴프라이드 가솔린 자동차이다. 상세한 제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test engine
구분
배기량(CC)
공차중량(kg)
최고출력(ps/rpm)
최대토크(kg.m/rpm)
변속 방식
연 비(km/l)
CO2 배출량(g/km)
등급

1. 서 론
차량 연비는 현재 및 향후 유가상승으로 운전자
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어 자동차

의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이는 것은 연비를 향
상 시키는 것이며 자동차의 연비향상은 배기가스
를 적게 배출하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의 도로

2.2 시험 방법

주행 정체 상황에 따른 연료소모와 연비를 시험
을 통하여 실제 주행상의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를 전체 주행 중의 연료 사용에
대비하여 분석함으로써 경제 운전에 의한 연료의
저감을 예측하여 보고자 수행하였다.

1.4 DOHC
1,399
1,077
95/6,000
12.7/4,700
자동4단
13.1
178
2

자동차의 연료소모를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는
일본 Ono Sokki사의 FP-2240H와 FM-1500 연
료 유량계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주행 중 소모되
는 연료의 유류량을 측정하기 위해 수회 반복시
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차간 거리, 브레이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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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휠 속도를 통하여 불필요한 공회전 정지 시
간을 파악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로 사용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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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구간의 차량 공회전 시험은 4± ℃ 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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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 차량 운전 시험에 앞서 시험하고자 하

것으로 1분 이상 연속적으로 정지한 구간을 또한

는 차량을 충분하게 Warm Up된 상태에서, 정체

포함한다. 연비 효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구간에서 도로 주행 시험을 수행하였다.

3.1 도로주행 중 정차에 의한 연료 소모 특성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 입력신호를 0V로 표현
하였으며 Fig.1은 브레이크 신호가 지속적으로
On(브레이크 페달이 지속적으로 운전자에 의해
서 입력상태유지)을 유지하며 차속이 0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도로 주행 중 신호등 구간에서
맨 앞에 위치하는 신호등 정차에 의한 도로 주행
중 공회전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다.

Fig. 4 Engine idling time per minute
전체 소모된 연료량 1624.36cc에서 엔진의 46번
의 재시동 시 소모되는 연료량을 적용하여 총 공
회전 시간은 21분으로 약 32%의 주행 시간동안
불필요한 공회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
한 불필요하게 사용된 연료 소모량은 291.3cc가
소모되었다.
Fig. 1 Engine Idling while vehicle is not moving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 정체 구간에서 불필요한 차
량 공회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료 소모량을 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도로 주행 실험을 통해서 1회 재
시동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0.94cc로서 약4초의 공회전
에 소모되는 연료와 같으며 12초 이상의 공회전시 엔
진을 정지시킴으로서 연비향상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총 주행시간 66분 중 약 21분으로 약 32%의 주행 시
간 중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가 18%임
을 얻었다. 즉, 도로정체구간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연
료낭비를 줄인다면 연료낭비 18%를 줄일 수 있다.

Fig. 2 Engine Idling while vehicle is stop/go

Fig.2는 반복되는 도로 주행 중 지속적인 정체현

후 기

상으로 인하여 반복적인 서행/정지 상황임을 알

연비 향상 효과는 주행 도로와 여건에 따라 상
향 또는 하향의 결과를 보일 수 있으나 실험당시
최고 25km/h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속도를 유지하였으
나 이보다 더 심한 저속구간이 많은 서울 구간에서의
잦은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를 줄인다면 연비향상
효과는 더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 있다. 5초 이하의 공회전은 엔진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연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5초에서 12초 사이는 오히려 연비를 나쁘게 하므
로 12초 이상의 공회전이 연비개선에 도움이 된
다고 한다. Fig.3은 1분당 공회전 시간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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