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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behaviors of combustion characteristics at part load condition with 
various intake charge motions induced by the port masking schemes in the CVVT (Continuously 
Variable valve Timing) engine. Time resolved in-cylinder and exhaust emissions were measured by the 
fast response HC and NOx analyzers to examine their formation mechanisms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As a result, in-cylinder HC decreased with the advanced intake valve timings but HC at 
the exhaust port increased due to the worse combustion stabilities. However HC reduction could be 
achieved by the application of the port maskings with a enhancement of the engine stability. NOx also 
decreased with early intake timings by internal EGR but increased with the charge motion controls 
which enhance the combus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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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엄격한 배출규제를 만족하기 위하여 친환

경 차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hin wall catalyst, 이중관 배기 매니폴드 (Dual 
Gap Exhaust Manifold)와 같은 엔진 연소, 후처리

와 엔진 제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저배기 차량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7). CVVT 엔진은 

배기가스 저감, 연비 향상의 장점 때문에 많은 자
동차 제작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

한 엔진 운전조건에서 밸브타이밍을 변화시켜

출력 및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흡기밸브 타

이밍은 내부 EGR에 영향을 미쳐 부분 부하조건

에서 밸브오버랩을 증가시켜 NOx배출량의 저감과 
연비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난류강화 흡기

유동은 싸이클 간 유동특성 변화를 최소화하여 

연소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점화시기 지각과 

LML (Lean Misfire Limit)등을 실현할 수 있다(3). 
독립 밸브 양정 (distinct valve lift), 독립형 포트 

(asymmetry port), 그리고 가변 포트 (port 
throttling)를 포함한 난류유동 강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저배기 실현을 

위해 부분 부하 조건에서 흡기밸브 타이밍과 흡

기유동 형태에 변화에 따른 연소현상을 분석하였다. 
HC와 NOx의 생성현상 분석을 위해 고속 가스 

분석기를 사용하여 싸이클 별 HC, NOx를 측정하였고 
스월, 텀블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기존의 흡기 

개스킷에 별도 제작한 포트마스킹 기구를 적용하였다.



Item Specifications
Engine Type In-line, DOHC 16V
Bore (mm) 75.5

Stroke (mm) 83.5
Displacement (cc) 1,495

Valve timing
Intake : Variable

Exhaust : 46 / 10
Compression Ratio 10 : 1

Table 1 Specifications of test engine

2. 시험장치 및 시험 방법

본 시험에 사용한 엔진은 흡기 가변 밸브 타이

밍 시스템이 적용된 1.5L의 가솔린 엔진이다. 
Table 1에 시험 엔진의 자세한 제원을 나타내었다.
Fig. 1은 흡기 유동 강화를 위한 포트마스킹 기구

를 나타낸 것이다. 엔진 흡기에 스월, 텀블효과를 

부가하기 위한 포트 마스킹 시험에서는 스테인리

스 스틸(Stainless Steel)판을 가공하여 실린더 블

록과 흡기 매니폴드가 접합되는 부분에 개스킷 

형태의 포트마스킹 기구를 부착하였다. 이는 흡

기 포트의 일부를 막아 신기의 유동이 포트의 한

쪽 벽면으로 치우치도록 하여 실린더 내부에서 

스월과 텀블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얻고자 한 것

이다(8). 이 때 흡기포트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50%, 75% 의 면적을 가리는 식으로 스월 (b)와 

텀블 (c)와 (d) 포트 마스킹 기구를 제작하였다.
시험은 부분부하 영역인 1,800 rpm, bmep 2.0 

bar,  냉각수온은 80℃, 이론공연비 조건에서 수행

되었다. 실린더 내 연소현상 분석을 위하여 3번 

실린더에서 점화플러그 타입의 압전형 연소압력 

센서를 설치하여 실린더 내 압력을 측정하였다.
Fig. 2는 시험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싸이클 별 HC와 NOx 배출량은 FR-FID (Fast 
Response Flame Ionization Detector)와 FR-CLD 
(Fast Response Chemiluminescent Detector)를 배기

포트와 실린더 내에 장착하여 측정하였다(6).

(a) Base (b) Swirl 50% (c) Tumble 50% (d) Tumble 75%

Fig. 1 Types of port masking schemes

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3. 결과 및 고찰

3.1 연소 압력 특성

Fig. 3에는 150 싸이클 동안 최고 연소압력이 

나올 때의 크랭크각과 그 압력 값을 나타낸 것이다. 
개선된 흡입유동에 의해 연소압력의 최고수치가 

증가하고 점화시기 또한 진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흡입유동의 제어가 연료의 급속

연소를 실현하여 점화시기의 진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험 결과에서 75% 텀블 포트마스킹 기구를 

사용했을 때, MBT (Minimum spark advance for 
Best Torque) 조건이 흡기밸브 열림시기가 BTDC 
10°일 때 BTDC 13°로 진각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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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ximum cylinder pressures of 150 cycles 
with respect to the crank angle of Pmax 
(1,800rpm/2.0bar, 80°C coolant temp., λ=1.0, 
S/A=MBT, IVO=BTD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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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0% ~ 90% fuel mass burned angle for 
various types of port masking (1,800rpm/2.0bar, 

80°C coolant temp., λ=1.0, S/A=MBT)

Fig. 4는 연소속도를 나타내는 mass burned 
fraction을 나타낸 것이다. 연료가 10% ~ 90%까지 

연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 스월과 50% 텀
블의 경우 각각 1.7° 와 2.5° 수준 단축되었다.
특히, 75% 텀블 조건의 경우에서는 IVO가 BTDC 
10°의 조건에서 연료가 10% ~ 90% 연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7.2°가 측정되었다. 이는 동일 

조건에서  엔진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base 포트를 
적용했을 때 나온 22.8°의 값보다 5.6° 단축된 

결과이다. 포트마스킹을 통해 흡기유동 성능을 

강화시켜 화염전파속도를 높이고 연소압력도 

증가시켜 엔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HC 및 NOx 특성

3.2.1 실린더 내 HC 및 NOx 생성 특성

Fig. 5는 다른 흡기밸브 열림시기 조건에서 고

속가스 분석기를 사용하여 실린더 내에서 측정한 

HC의 양이다. 흡기밸브 열림시기가 진각 될수록 

실린더 내의 HC가 감소했다. 최고지각을 기준으

로 최고진각 조건일 때 약 13.6% 적게 배출되었

다. 이는 밸브 오버랩기간 동안 미연소 된 HC가 

흡기계로 역류해서 재순환 되는 것이다. 흡기밸

브 열림시기가 지각 될수록 밸브 오버랩이 증가 하여 
내부 EGR에 의해 미연 HC가 역류, 잔류가스도 

증가하기 때문에 실린더 내 HC의 양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배기행정 중에는 불안

정한 연소 때문에 점화시기가 진각 될수록 HC가 

증가한다. Fig. 6은 동일한 공연비와 MBT, BTDC 
10°의 흡기밸브 열림시기에서 포트마스킹에 따른 

실린더 내 HC의 생성양상을 비교한 결과이다.
시험엔진에 기본 장착되는 base 포트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좋은 흡기 유동을 만들어내는 스

월, 텀블을 적용, 연소 안정성을 향상시켜 실린더 

내 HC의 양이 base 조건에 비해 적게 나오는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다. 흡입 행정 중 HC가 가장 

많이 나온 base포트의 경우에 비해 텀블 50% 포
트를 적용했을 때 HC가 약 7.05% 감소했다. 연
소 안정성과 흡기유동의 개선으로 인해 배기 행

정 중에서도 base 포트를 장착했을 때보다 약 

31%정도 저감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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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cylinder HC with respect to the intake 
valve opening (1,800rpm/2.0bar, 80°C coolant temp., 

λ=1.0, S/A=MBT, 75% t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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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cylinder HC with respect to the port 
masking (1,800rpm/2.0bar, 80°C coolant temp., 

λ=1.0, S/A=MBT, IVO=BTD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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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cylinder NOx with respect to the intake 
valve opening (1,800rpm/2.0bar, 80°C coolant temp., 

λ=1.0, S/A=MBT, 75% tumble) 
 

Fig. 7은 흡기밸브 열림시기에 대한 실린더 내 

NOx 생성량이다. 흡기밸브의 열림시기가 진각 

될수록 내부 EGR 효과로 인해 NOx가 감소하는 

양상이 보인다. 하지만 ATDC 5° 조건에서 다시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점화시기의 과도

한 지각으로 인한 연소의 불안전성으로 연소온도

가 낮아져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트마스킹에 대한 실린더 내 NOx가 제시된 

Fig. 8을 통해 base 포트보다 더 좋은 흡입유동 

형태에 의한 연소효율 증대로 엔진 내부의 연소

온도가 높아져 NOx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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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cylinder NOx with respect to the port 
masking (1,800rpm/2.0bar, 80°C coolant temp., 

λ=1.0, S/A=MBT, IVO=BTDC 10°)

3.2.2 배기 포트에서의 HC 및 NOx 배출 특성

다양한 흡기밸브 열림시기에 따른 배기포트 내 

HC 배출이 Fig. 9에 제시되어 있다. 실린더 내부

에서 측정한 결과와 달리 흡기밸브 열림시기가 

진각 될수록 HC의 양이 감소했다. 밸브 오버랩 

동안 미연소 HC가 흡기계로 역류하여 재순환, 재
연소를 한다. 이로 인해 IVO=ATDC 5° 조건과 

비교했을 때 BTDC 30° 조건에서의 HC가 22% 
감소했다.

Fig. 10은 배기포트에서 고속가스 분석기로 측

정한 포트마스킹에 따른 HC 배출량으로써 엔진

에서 배출된 HC의 특성을 나타낸다. 배기밸브가 

열리면, 블로우-다운과 피스톤의 상승운동이 HC
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최대치에 올라간 후, HC는 배기포트 내의 산소

량 초과로 인한 재산화로 인해 감소한다. 그리고 

배기밸브가 닫히기 전 미처 연소되지 못했던 HC
가 crevice volume과 밸브시트에 남았다가 피스톤

이 상승할 때 같이 올라오면서 HC도 다시 증가

한다.
Fig. 9의 ‘real'과 ’transit'이란 표시는 고속 가스 

분석기를 사용했을 때의 샘플링 딜레이를 나타낸 

것이다. Base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50% 스월은 

7%를 그리고 75% 텀블은 16%수준으로 HC가 

감소했다.
이 결과는 연소속도를 빠르게 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게 하는 흡기유동 형태의 포트마스킹 기구를 

통한 개선을 통해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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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haust HC with respect to the intake valve 
opening (1,800rpm/2.0bar, 80°C coolant temp., 

λ=1.0, S/A=MBT, 75% t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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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haust HC with respect to the port 
masking (1,800rpm/2.0bar, 80°C coolant temp., 

λ=1.0, S/A=MBT, IVO=BTDC 10°)

Fig. 11은 흡기밸브 타이밍에 따른 배기포트 내

의 NOx 배출량에 관한 결과이다. 3.2.2절의 HC의 

경우와 같이 밸브 오버랩 중 흡기 포트로의 혼합

신기 역류현상이 엔진 내 연소온도를 더 낮게 만

든다. 이는 고온일수록 생성량이 증가하는 NOx
를 감소시키는데 Fig. 11을 통하여 약 1,280ppm에서 
700ppm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흡기밸브 타이밍을 진각시킴에 따른 밸브 

오버랩의 증가는 HC와 마찬가지로 NOx의 배출

량도 저감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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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haust NOx with respect to the intake 
timing (1,800rpm/2.0bar, 80°C coolant temp., 

λ=1.0, S/A=MBT, 75% t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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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xhaust NOx with respect to the port 
masking (1,800rpm/2.0bar, 80°C coolant temp., 

λ=1.0, S/A=MBT, IVO=BTDC 10°)

Fig. 12는 포트마스킹에 의한 흡기유동 형상에 

따른 NOx 배출특성 그래프이다. 배기밸브가 열

린 직후, 블로우-다운으로 인해 NOx 농도가 첫 

번째 최고치에 도달한다. 피스톤이 상승할 때 

NOx는 배기행정의 중 후반정도에서 다시  한번 

최고치에 도달하게 된다. HC와 달리, NOx는 

스월과 텀블 포트를 적용했을 때 모두 배출량이 

증가했다. 연소속도와 연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연소 온도가 올라가고, 질소가스는 더 많이 산화

를 하게 된다. 시험 결과 NOx는 50% 스월, 50% 
텀블, 75% 텀블 적용 시 각 7%, 3% 그리고 21%
만큼 증가했다.

4. 결 론

흡기 밸브타이밍과 포트마스킹에 의한 흡기유

동 형상 제어가 연소성능, 배기포트와 실린더 내

에서 배기가스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포트마스킹에 따른 연소압력 특성 시험에서 

base 포트보다 스월, 텀블 포트마스킹 기구를 

장착했을 때 개선된 흡기유동 형태로 인해 연

소압이 증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포트마스킹 기구 적용 시 MBT 또한 진각되

었다. 흡기유동 제어를 통해 점화시기의 진각 

효과를 낼 수 있다. 연료 연소시간을 bar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스월, 텀블을 적용하여 연소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3) 실린더 내 HC, NOx의 특성분석 결과 IVO가 

진각 될수록 HC는 감소한다. 배기 행정에서는 

연소의 불안정성으로 IVO가 진각 될수록 HC가 

증가하지만 내부 EGR로 해결가능하다.
4) 실린더 내, 배기포트에서의 HC를 포트마스킹

에 따라 비교한 결과 스월, 텀블 적용 시 연소

안정성 향상으로 HC가 감소한다.
5) 실린더 내 NOx는 흡기밸브 열림시기가 진각 

될수록 감소하고 스월, 텀블 적용 시 흡입유동 

개선에 의한 연소효율 증대로 연소온도가 높아

져 그 양이 증가한다. 이는 흡기밸브 열림시기

의 진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6) 밸브타이밍에 대한 배기포트 내 HC는 흡기밸

브 열림시기가 진각 될수록 실린더 내 배기행

정 결과와 달리 미연 HC의 내부 EGR의 영향

으로 감소한다. 동일조건에서 NOx도 연소온도 

저하로 감소한다. 흡기밸브타이밍을 진각시켜 

HC와 NOx를 저감할 수 있다.
7) 포트마스킹에 의한 배기포트 내 HC는 스월, 

텀블 적용 시 배출량이 감소한다. NOx는 스월, 
텀블 적용 시 연소속도와 효율증가로 인한 

연소온도 상승으로 배출량이 증가하는데 흡기

밸브타이밍 진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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