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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안내

Ford의 B 세그먼트 부문 수석 
엔지니어가 글로벌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다

Darren Palmer

피렐리 월드 챌린지에서 우승을 차지한  
기아 옵티마 레이스 팀의 비하인드 
스토리

엔지니어링 책임자 Rolf Frech가 
소개하는 신모델과 R&D 부서의 
재조직 과정

모터 스포츠 시험
Volvo XC90과 Jeep Renegade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보고서

SUV 집중 취재Bentley 인터뷰

기아 테스트 특집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한 신형 Sedona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고 캘리포니아 성능 시험장의 최신 개선 사항 및 우승을 
차지한 옵티마 GTS 레이스카의 테스트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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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석유 자원의 사용 
효율 극대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밀한 연료 
소비량 테스트 장비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이륜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성분과 특히 2행정 엔진의 
연료 소비량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차량에 
장착된 소형 엔진에는 소비량 
측정에 적합한 시스템을 
손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연료 공급이 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연료가 탱크로 
반환되지 않는 단일 연료 
공급 라인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플로트로닉 센서 
자체만으로도 적합한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센서는 높은 정밀도로 낮은 
연료 소비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작동하는 데 있어 
플로트로닉 신호 조정 장치 
이외에는 별도의 액세서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형의 
퀵 커플링은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연료 공급 시스템은 단일 
연료 공급 라인이 엔진에 
연결되어 있는 개회로 시스템 
또는 추가적인 연료 반환 
라인이 탱크와 엔진 사이에 
연결된 폐회로 솔루션으로 
작동합니다. 

두 경우 모두 연료 
공급장치는 연료 탱크 내부  
또는 연료 탱크에 직접 
장착된 연료 펌프 모듈에 
의해 작동합니다(탱크 장착식 

펌프 구성). 작동 연료 압력 
범위는 일반적으로 4~5바 
이상입니다. 폐회로 시스템의 
전형적인 연료 순환 유량은 
최대 120l/h입니다.

개회로 연료 공급 
시스템이 적용된 엔진의 연료 
소비량 측정은 플로트로닉 
센서만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폐회로 연료 공급 
시스템이 장착된 엔진의 연료 
소비량 측정에는 올바른 연료 
조절을 위해 열교환기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연료 
조절은 연료 공급 및 반환 
시스템 내의 압력 유지, 연료 
유량 측정 장비 설치 전의 
원래 연료 온도 수준 유지, 
연료 공급 라인 내의 기포 
생성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엔진 연료 
공급 시스템은 폐회로 
구조로 설계됩니다. 또한, 
고압 펌프 앞에 위치한 단일 
저압 연료 펌프(엔진 장착식 
펌프 구성)가 포함되며, 
펌프는 엔진의 커먼 레일과 

탱크에 연결된 연료 반환 
라인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디젤 엔진의 연료 소비량 
측정에 적합한 솔루션은 
FCS-D 제품 라인을 통해 
제공됩니다. 더 나아가 4
가지의 시스템이 제공되기 
때문에 엔진의 원래 연료 
순환 유량에 따라 알맞은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고객의 요건에 맞게 설계되어 
있으며, 오프로드 테스트 
트랙의 대형 트럭 또는 특수 
차량 등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내구성, 견고성, 측정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엔진의 고압 펌프 
가까이에 단일 저압 연료 
펌프가 있는 일반적인 연료 
공급 설정은 연료 탱크 근처 
또는 내부의 추가적인 연료 
공급 펌프 모듈을 통해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엔진에 
대한 저압 연료 공급 방식을 
고압 연료 공급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연료 
소비량 측정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이 가솔린 엔진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해집니다.

정밀한 연료 유량 측정

GREGORY Technology는 이동식 및 고정식 연료 소비량 측정용 
플로트로닉 시스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상단: The S8005AD-2 신호 전자 
장치에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출력 
장치가 하나씩 있다 플로트로닉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호 전자 
장치가 필요하다

하단: FCS-D 시스템은 디젤 엔진 측정에 
사용되며, 최대 유량이 700 l/hr인 연료 
순환 펌프 출력장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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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 2 830 30701

이메일: magus@magus.kr

웹사이트: www.flowtronic.de, www.mag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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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건에 따라 
플로트로닉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SCU8005D 신호 조절 
장치로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내장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독립 
실행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에는 표준 
연료 소비량 테스트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접촉 광학, GPS 등) 거리 
센서용 추가 센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주행 
거리에 기반한 연료 소비량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TTL, 
아날로그 및 USB 신호 
출력이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외부 프린터는 즉각적인 
데이터 인쇄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새로운 타입의 이 신호 
조절 장치에서 향상된 중요한 
기능은 옵션으로 제공되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로서, 외부 
데이터 수집 시스템 내에서 

상단: SCU8005는 독립 실행형 신호 
전자장치 솔루션으로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통한 유연성 있는 계량과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하단: S8005C 센서 시스템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HE8005 열교환기 장치를 
결합하면 탱크로 연료가 반환되는 
엔진에 사용할 수 있다

발생하는 신호를 매끄럽게 
통합시켜 줍니다. 특히 
고정식 테스트 벤치 환경이나 
인공기후실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더넷 연결은 
네트워크 케이블 길이 또는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도 훨씬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기본 설정 
이더넷 데이터 패키지에는 
절대 연료량, 연료 유량, 
엔진에 연결된 연료 공급장치 
내부의 연료 압력, 센서 
소자의 인렛/아웃렛 연료 

온도 등의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 이더넷 
데이터 패키지는 고객의 
요건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의 신호 조절 
장치는 연료 소비량 센서와 
고객의 기존 데이터 수집 
장치의 직접 연결에 관련해 
간소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플로트로닉 시스템에는 
연료 압력 및 연료 온도용 
센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연료 온도 측정을 위해 개별 
열전대를 감지 소자 인렛 및 
아웃렛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플로트로닉 장비, 특히 
플로트로닉 감지 소자는 
양방향 작동, 높은 정밀성 및 
해상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기계적 내구성과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연료 
압력 피크 또는 압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높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주어진 장착 방향, 센서에 
작용하는 가속, 진동 및 
회전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연하게 
작동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료 소비량 측정에는 
고도의 정밀한 센서 기술이 
적용된 가장 적합한 장비가 
필요하며, 모든 핵심 
파라미터가 적용된 연료 
공급 시스템의 기술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고려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GREGORY Technology는 
테스트 장비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사용 수명에 걸친 
지원과 특별 솔루션을 통해 
연료 소비량 테스트 분야에서 
고객의 지속적인 요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www.AutomotiveTestingTechnologyInternational.com
한국 2015

"새로운 타입의 이 신호 조절 장치에서 향상된 중요한 기능은 
옵션으로 제공되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로서, 외부 데이터 수집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매끄럽게 통합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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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ckground to 
the increasing 
requests for precise 

fuel consumption testing 
equipment is the expanding 
demand for the maximum use 
of oil resources as well as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reasons, the focus 
for two-wheeled vehicles is 
increasingly directed towards 
exhaust-gas quality – and with 
that fuel consumption – 
especially with two-stroke 
engines. 

The small engines built 
into this type of vehicle can 
easily be equipped with an 
appropriate system for 
consumption measurement. 
As the fuel supply is driven by 
gravity and usually has a 
single fuel supply line with no 
fuel return back to tank, the 
appropriate solution consists 
of just the flowtronic sensor 
itself. This sensor covers the 
typically low fuel 
consumption rates with its 
general high precision. 

No additional accessories 
except the flowtronic signal 
conditioning unit are required 
for operation. Compact, quick 
couplings provide maximum 
flexibility and make the 
installation as quick and 
comfortable as possible.

The fuel supply systems of 
gasoline engines in cars either 
operate as an open-loop 
system with a single fuel 
supply to the engine, or as a 
closed-loop solution with an 
additional fuel return from 
tank to engine. 

In both cases the fuel 

supply is driven by a fuel 
pump module installed within 
or mounted directly to the fuel 
tank (pump@tank 
configuration). The 
operational fuel pressure 
range is normally 4-5 bar or 
even higher. Within closed 
loop systems, a typical fuel 
circulation rate will be up to 
120l/h.

While fuel consumption 
measurement for engines with 
an open-loop fuel supply will 
be covered by the flowtronic 
sensor itself, measurement for 
engines with closed-loop 
fuel-supply systems demands 
an additional heat exchange 
unit for correct fuel 
conditioning. Correct fuel 
conditioning focuses on the 
pressure within the fuel 
supply and return, as well as 
on keeping the feed fuel 
temperature at the original 
level without the installed 
fuel-flow measuring 

equipment and avoiding gas 
bubbles within the fuel feed 
line.   

Meanwhile the common 
diesel engine fuel supply 
system is designed as a 
closed-loop architecture. This 
includes a single, low-pressure 
fuel pump in front of the 
high-pressure pump (pump@
engine configuration) 
supplying fuel to the engine’s 
common rail as well as a 
fuel-return line back to tank.

The appropriate solution 
for consumption measurement 
with diesel engines is given 
with the FCS-D product line. 
This offers four systems to be 
selected from according to 
engine’s original fuel 
circulation rate. All systems 
are designed to suit the 
customers’ requirements, with 
a view to durability and 
robustness as well as 
measuring accuracy even 
under very challenging 
conditions, such as tests with 
very large trucks or special 
vehicles on off-road test 
tracks.

Precise fuel flow 
measurement
GREGORY Technology has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 with its 
flowtronic systems for mobile and stationary fuel-consumption 
measurement

GREGORY Technology

ABOVE: The S8005AD-2 signal 
electronics unit has one digital and one 
analog output. All flowtronic systems 
generally require a signal electronics 
unit in order to operate

BELOW: The FCS-D system measures 
diesel engines and has a fuel 
circulation pump output of up to 700 l/
hr

www.AutomotiveTestingTechnologyInternatio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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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me cases the 
conventional fuel-supply setup 
with a single low-pressure fuel 
pump close to the engine’s 
high-pressure pump, is 
extended by an additional fuel 
supply pump module arranged 
near or within the fuel tank. 

This setup changes the 
underpressure fuel supply into 
an overpressure fuel supply to 
the engine. With that, the 
required system configuration 
for fuel-consumption 
measurement becomes the 
same as the one used for 
gasoline engines.

According to the customer’s 
requirements, two concepts to 
operate flowtronic systems 
can be chosen. The first option 
is the SCU8005D signal-
conditioning unit complete 
with touchscreen display and 
internal software for 
comfortable, standalone 
operation. This device 
includes all the functionality 
required to perform standard 
fuel consumption testing. An 

ABOVE: The SCU8005 is a stand-alone 
signal electronics solution with 
integrated software for flexible 
metering and control via a touchscreen 
display

BELOW: Extending the S8005C sensor 
with the optional flowtronic HE8005 
heat exchange unit enables the system 
to operate with engines that have fuel 
return back to the tank

additional sensor interface for 
a distance sensor (non-contact 
optical, GPS or others) enables 
fuel-consumption tests based 
on traveled distance. TTL, 
analog and USB signal outputs 
are provided as standard. An 
external printer offers 
immediate data printout as an 
option.

An important improvement 
in this brand-new type of 
signal-conditioning unit is the 
optional Ethernet interface 

that provides seamless signal 
integration into external 
data-acquisition systems. 
Especially when used in 
stationary test-bench 
environments or climate-
chambers, the Ethernet 
connection offers much more 
flexibility in network cable 
length or even data 
transmission via the internet. 
The default Ethernet data 
package includes the values of 
absolute fuel volume, fuel flow 
rate, fuel pressure within the 
fuel supply to the engine and 
fuel temperatures at both the 
sensor element inlet and 
outlet. Needless to say, the 
default Ethernet data package 
can be adapted to the 
customer’s requirements.

The second type of 
signal-conditioning unit offers 
reduced functionality for 
direct connection of a 
fuel-consumption sensor to a 
customer’s existing data-
acquisition unit.

flowtronic systems can be 
equipped with sensors for fuel 
pressure as well as fuel 
temperature. For fuel 
temperature measurement, 
individual thermocouples can 
be installed at the sensing 
element inlet as well at the 
outlet.

flowtronic equipment and 
especially the flowtronic 
sensing element itself is 
known worldwide for its 
bidirectional operation and 
high precision and resolution. 
This is in combination with 
mechanical robustness even in 
the face of strong fuel pressure 
peaks or pressure oscillation, 

www.AutomotiveTestingTechnologyInternatio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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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ortant improvement in this brand-new type of signal-
conditioning unit is the optional Ethernet interface that provides 
seamless signal integration into external data-acquisition 
systems”



f lowtronic 연비 계측 시스템

... 한 가지 센서로 모든 엔진사이즈에 적합합니다.

... 열 교환기(Heat Exchanger)로 연료 컨디셔닝

... 측정 범위 0.04 ... 250l/h

... 고 정밀 계측 분해 능 0.004ml

.... 최대 연료 순환 율 700l/h

... 신제품 SCU8005D

... 유연한 이더넷 인터페이스

... 온도 범위  -20 ... +70°C

한국 총판 대리점 

Tel: 02-830-30701 Fax: 02-830-1231 Mail: magus@magus.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이노밸리 B동 401B호 

고 정밀 연비 계측의 상태

www.flowtronic.de
www.mag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