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젝터 컨트롤러의 개발

 279

인젝터 컨트롤러의 개발

조기량*

Development of Injector Controller

Ki-Ryang Cho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경제 이고, 채  확장성이 용이하며, 다양한 성능시험에 응이 가능한 솔 노이드 타입의 

인젝터 컨트롤러를 연구ㆍ개발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 다. 개발된 컨트롤러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기반을 두

고 있으며, 인젝터에서 고압으로 분사되는 연료의 분사 타이   분사량에 한 정 제어는 물론 솔 노이드

의 기 인 특성을 측정하여 인젝터의 성능평가도 가능하다. 한, 부가 으로 인젝터의 분무 형태를 정 하

게 촬 할 수 있는 원과 고속 카메라의 정 시간제어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olenoidal typed injector, research and development had been performed on 

injector controller in order to respond to various performance tests, which is not only economical but easy extensible on its 

channels. The developed controller based on embedded system is able to precisely control the injection timing and quantity by 

high-pressured from the injector. Also, it is able to performance evaluation by measuring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solenoid. 

Additionally, it is enable precision timing control of light source and high speed camera as it is able to precisely photograph the 

timely spray pattern of 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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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래에 세계 인 경기불황과 고유가로 인하여 가솔

린에 비해 상 으로 유가이고 연비가 높은 디젤

엔진이 각 을 받고 있다.

디젤엔진은 1876년 가솔린엔진이 발명된 이후, 고

효율 엔진의 요구에 따라 자연흡기 방식인 NA(Nat-

urally-Aspirated)엔진이 탄생한 이래, TC(Turbo Ch-

arger)엔진, TCI(Turbo Charger Intercooler)엔진, 그

리고 근래에는 고압으로 압축된 연료를 미립자화하여 

연소실에 직  분사함으로써 분사연료를 완  연소하

여 연소 효율의 획기 인 개선은 물론 ECU(Engine 

Control Unit)에 의해 최 제어되는 다단분사(multiple 

injection)에 따라 엔진의 소음과 진동의 감소, 연비 

향상은 물론 각종 유해가스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CRDI(Common Rail Direct Injection) 엔진으로 발

되어 왔다.

CRDI 엔진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ECU의 제어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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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미립화된 연료를 분무 형태로 연소실에 분사

하는 인젝터는 그 성능에 따라 엔진의 출력 성능뿐만 

아니라 유해가스의 배출 성능, 그리고 엔진의 소음, 

진동 등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제어에 의해 구

동되는 인젝터도 CRDI 엔진의 세 별 진화에 응하

여 다기능, 고속응답 분사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솔 노이드 인젝터에 비해 분사율과 분

사량의 짧은 지연시간, 빠른 연료압력 회복속도, 분사

연료량의 제어 특성이 우수한 새로운 구동 방식의 피

에조 인젝터가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다[3-5].  

한편, 디젤엔진에서는 연소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인젝터 토출구에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미

세한 카본입자 는 연료성분 에서 일부가 타르 형

태로 고착되어 토출구가 오염되거나 인젝터 내부의 

필터 막힘, 그리고 솔 노이드 인젝터의 경우에 코일

회로의 단락 등이 인젝터의 고장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하여, 연료의 공 라인에 병목 상이 생기

거나 연료공 이 되지 않아 엔진 동작에 치명 인 

향을 미친다[6]. 이와 같이, 인젝터가 CRDI 엔진에서 

차지하는 요성에 응하여 인젝터 드라이버가 연구

ㆍ개발되어 있으나[7-9], 범용으로서 매우 고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솔 노이드 인젝터의 분사 

타이   분사량에 한 정 제어가 가능한 경제

이고, 채  확장성이 용이하며, 인젝터의 성능 평가에 

응이 가능한 인젝터 컨트롤러를 제작하고, 그 성능

을 평가하 다.

Ⅱ. CRDI용 인젝터

CRDI 엔진은 ECU의 제어신호에 따라 고압의 미

립화된 연료를 연소실에 정확한 양을 다단 분사하여 

우수한 연소 효율과 엔진 소음이나 진동의 감소는 물

론 매연이나 질소산화물 등의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

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제어기반 CRDI 엔진에는 자석을 이용하는 

솔 노이드 인젝터와 피에조 소자의 역압 효과

(inverse piezoelectric effect)를 이용하는 피에조 인젝

터가 있다. 

솔 노이드 인젝터는 인젝터를 빠르게 개방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이 약 (피크 류)의 고 류로 

구동하고, 개방 후에는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홀드 류) 정도의 정한 류로 구동하는 피크

-홀드(peak and hold) 방식을 채용하여 인젝터를 제

어한다[7].

본 논문에서는 이 에서 재 상용화되어 사용 

인 Bosch사의 솔 노이드 인젝터를 상으로 한 컨트

롤러를 설계ㆍ제작하고자 한다.

그림 1. 솔 노이드 인젝터의 구동 류 형
Fig. 1 Driving current wave of solenoid type injector 

Ⅲ. 인젝터 컨트롤러의 설계  제작 

3.1 인젝터 컨트롤러의 기본 구성

본 논문에서 설계ㆍ제작한 인젝터 컨트롤러는 기본

으로 그림 2와 같이 크게 분사 타이   분사량에 

한 인젝터의 정 구동부, 그리고 부가 으로 분무상

태의 확인을 통해 인젝터의 성능평가를 한 고속 

카메라  원의 정 구동부로 구성하 다. 

그림 2. 인젝터 컨트롤러의 기본 구성
Fig. 2 Design concept of injector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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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된 인젝터 컨트롤러의 상세 설계도
Fig. 3 Proposed detailed drawing of injector controller 

3.2 인젝터 컨트롤러의 설계  동작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젝터 컨트롤러의 

상세 설계도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인젝터 컨트롤러는 

시스템 체를 제어하기 한 주제어장치와 인젝터 

구동단, 카메라  원 구동단, 그리고 시스템 반

에 원을 공 하는 원공 장치로 구성된다.

1) 주제어장치

주제어장치는 ATmel사의 ATmega128 원칩[10]을 

사용한 COMPILE사의 CB210 모듈을 사용하여 시스

템 체를 제어한다.

CB210 모듈은 로그램에 의해 sec 단 의 

PWM (Pulse Width Modulation) 신호[11]를 이용하

여 인젝터의 구동 피크-홀드 류를 제어한다. 인젝터

의 구동은 로그램 작성방법에 따라 단발분사는 물

론 다단분사도 가능하며, 카메라  원도 CB210 모

듈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순차 으로 구동되

도록 로그램을 작성하 다.

2) 인젝터 구동단

인젝터의 구동은 CB210 모듈에서 출력되는 DC 5

의 제어신호로 power MOSFET(Metal Oxide Se-

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를 제어하여 인

젝터가 동작되도록 제작하 다. 

인젝터를 동작시키는 솔 노이드는 코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코일에 압이 인가될 때에 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커먼 일 인젝터는 응답성이 빨라야 하므로 기 

구동 시에는 높은 류로 구동되어야 하고, 종료 시에

는 하강시간을 최소화하여 빠르게 닫아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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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마이크로 로세서 로그램으로 분사기간과 류 

상승시간을 정 제어하여 인젝터의 응답성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하 다. 한, 인젝터의 단발분사  다

단분사는 로그램 작성  수정에 따라 PWM 신호

를 만들어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최종 구동부는 drain current가 43  정도인 power 

MOSFET인 IRFP150N를 사용하여 인젝터 컨트롤러

에서 테스트하는 Bosch 인젝터가 구동되는 데 필요한 

약 20  정도의 구동 류를 인가하 다.

3) 카메라  원 구동단

인젝터의 분무형태를 고속으로 촬 하기 한 카메

라와 원은 CB210 모듈에서 출력되는 DC 5의 제

어신호에 따라 카메라를 우선 구동하고, 그 다음에 

원과 인젝터가 동시에 구동되도록 설계하 다. 한, 

카메라  원의 원은 DC 5와 15로서 본 논

문에서는 각각의 DC/DC 컨버터를 사용하여 제어

원을 서로 분리하 다.

4) 원공 장치

시스템 각 부에 공 되는 직류 원은 원 압을 

다르게 하 을 경우에 인젝터 구동 압의 크기가 분

사 시마다 불안정한 상태(floating)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한 원 그라운드를 하기 하여 스 칭 원장

치[12-14]를 이용하여 AC 220를 DC 12로 변환

하여 모든 원을 인젝터 구동 압인 DC 12로 공

하는 것으로 설계하 다.  

그림 4. 인젝터 컨트롤러의 원공 도
Fig. 4 Power supply diagram of injector controller

그림 4는 시스템 반에 공 되는 원공 도를 나

타낸 것으로 DC  /의 사양의 스 칭 원장

치를 사용하 다. MPU에 공 된 DC 는 MPU 

내의 귤 이터에 의해 DC 로 압조정하여 사

용하며, 카메라와 원의 구동은 DC/DC 컨버터를 사

용하여 카메라는 DC  , 원은 DC 를 사용하

는 것으로 하 다. 한 릴 이 구동 원은 일반 으

로 사용되고 있는 DC 용이 아닌 MPU 구동 압

인 DC 와 동일하게 설계하 다.

5) 동작모드

본 논문에서는 인젝터 컨트롤러에는 분사시험을 

한 동작모드(S1)와 솔 노이드의 기 인 특성을 시

험하여 성능평가를 행하는 동작모드(S2)를 설계ㆍ제

작하 다.

6) 채 확장

그림 3에 나타낸 인젝터 컨트롤러는 하나의 인젝터

를 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양의 인젝터 컨트

롤러와 이들을 제어하기 한 메인 컨트롤러를 추가

시킴에 따라 원하는 수의 채  확장이 가능하다.

  

그림 5. 제작된 인젝터 컨트롤러
Fig. 5 Fabricated injector controller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설계도에 따라 실제

로 제작된 인젝터 컨트롤러를 나타낸 것이다.

Ⅳ. 인젝터 컨트롤러의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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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젝터 분사시험

인젝터 분사시험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인젝터 컨트

롤러와 고속카메라(Photron FASTCAM-APX 120KC), 

그리고 할로겐 원을 그림 6에 나타낸 CRDI 시험장비

에 설치하여 행하 다.

그림 7은 분사압력을 1,000bar, 챔버 내의 압력을 

20bar로 일정하게 하고, 카메라의 frame rate를 

10,000 f/s로 설정한 다음, 인젝터의 분사기간을 

sec에서 sec까지 sec씩 증가시켜 분사

시험을 한 경우의 인젝터의 니들밸 에서 분사되는 

분사량을 나타낸 것으로서 작성된 로그램에 따라 

제어되는 인젝터의 분사기간에 응하여 분사량도 선

형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제작된 인젝터 컨트롤러의 시험장비
Fig. 6 Test lab of fabricated injector controller

a) 100sec b) 115sec

c) 130sec d) 145sec
그림 7. 인젝터의 분사기간에 응한 분사량

Fig. 7 Injection quantity which corresponds to injection 
period of injector

4.2 솔 노이드의 기 인 특성을 이용한 인젝

터의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인젝터의 솔 노이드의 기 인 특

성을 시험하여 인젝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채

용하 다. 이를 하여 ∼의 측정범 를 갖는 

Winson사의 류센서(WCS1800)에서 출력되는 압 

값을 LTC 1298의 A/D 컨버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값

으로 변환하여 평가하 다. 

인젝터의 성능평가에 사용된 류센서는 측정용 공

압 DC 를 가한 상태에서 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 압인 DC 가 출력되며, 분해능은 

55이다.

실제로 정상상태와 불량인 bosch사의 솔 노이드 

인젝터를 상으로 시험한 결과, 

①   이상의 류에서 구동하는 정상상태의 인

젝터는 기 압인  에  ×    를 합

산한 약 의 압이 출력되었다.

② 솔 노이드 내부 코일이 단락된 경우에는 류

센서의 최 출력 압인 를 나타내었다. 

③ 솔 노이드 내부 코일이 단선된 경우에는 기

압인 DC 가 출력되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솔 노이드 인젝터의 분사 타이  

 분사량에 한 정 제어가 가능한 경제 이고, 채

 확장성이 용이하며, 인젝터의 성능평가에 응이 

가능한 인젝터 컨트롤러를 제작하고, 그 성능을 평가

하 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젝터 컨트롤러는

ⓛ 로그램에 의해 단발  다단분사가 가능하다.

② 솔 노이드 인젝터의 분사 타이   분사량에 

한 정 제어가 가능하다. 

③ 분사시험을 한 동작모드와 솔 노이드의 기

인 특성을 시험하여 성능평가를 하기 한 동작모

드를 별도로 두어 사용용도에 해 간단하게 응이 

가능하도록 하 다.

④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일한 사양의 인젝터 컨트

롤러를 배열하고, 이들을 제어하기 한 메인 컨트롤

러를 추가시킴에 따라 채  확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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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솔 노이드의 기 인 특성을 측정하여 솔 노

이드 인젝터의 성능평가가 가능하다.

⑥ 인젝터의 구동  성능평가만을 한 필요한 기

능을 탑재하여 경제 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⑦ 로그램 작성에 의해 다양한 성능시험에 필요

한 기능을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다.

와 같이, 본 논문에서 개발한 솔 노이드 인젝터 

컨트롤러는 인젝터의 정 한 구동제어는 물론 솔 노

이드의 기 인 특성을 측정하여 인젝터의 정확한 

성능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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