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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oil shock of 1970′s there was a strong upward tendency for the use of 

the high viscosity and poorer quality fuels. Therefore the misfiring engine occurs due 

to the decrease of quantity injected for lean burn and emission control in 

Compression Ignition Common Rail Direct Injection diesel engine.

In this study, it is designed and used the test bed which is installed with fuel 

injector controller. In addition to equipped engine using CRDI by controlling the 

injection timing with mapping modulator, it has tested and analyzed the engine 

performance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as it is varied that they are the operating 

parameters: fuel injected quantity, engine speed and injection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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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량의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증으

로 대기 공해와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온실가스와 유해 연소가스의 규제가 국제

적으로 강화 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소비자의 

욕구 상승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고성능 저

연비 차량에 대한 신모델 개발의 주기는 더욱 짧

아지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들은 배기량은 작아지

고 엔진출력은 더욱 증대 시키는 다운사이징 엔진

들을 제작하여 고출력 저연비를 도모하고 있다[1].

압축착화 디젤엔진은 높은 열효율, 고출력 및 

내구성 등의 부분에서 가솔린 엔진에 비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자동차용, 선박용 및 산업용 

등의 동력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젤엔진 연소의 대부분은 연료의 분사

시기, 분사율 및 노즐의 형상에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대형 디젤 엔진에서도 CRDI(Common 

Rail Direct Injection) 분사방식이 도입되어 분사

시기, 분사기간 등을 최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

능해졌다[2][3]. 연료분사시기의 변화에 따른 연소

특성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분사시기 및 분

사 압력을 실험자의 실험조건에 따라 자유로운 조

정이 가능한 실험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험 장치는 상용엔진을 개조하여 분사

시기의 제어가 가능하고 넓은 범위에서 연소특성

을 얻고자 실험 장치를 구성 하였다. 최근 CRDI 

디젤엔진의 배기배출물의 저감에 있어 커먼레일 

등 연료공급 장치와 가변식 터보차저의 적용, 바

이오 연료의 사용, 배기후처리장치의 발전에 힘입

어 LPG, CNG 등의 가스연료 자동차 및 하이브리

드 자동차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로 전자제어 엔진

기술들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본 논문의 목적은 2행정 사이클 디젤엔진의 연

료분사시기와 분사량, 엔진부하를 전자적으로 자

유롭게 제어하여 디젤엔진 연료의 연소특성인 실

린더압력, 열발생률, 연소 최고압력, 착화지연시간 

등을 분석하여 저속과 고속, 저부하 및 고부하 운

전조건에 따라 최적의 연료분사시기가 엔진의 출

력 및 성능 향상에 따라 최적의 분사시기 조건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에

서는 단기통 4행정 압축착화 디젤엔진을 개조하여 

실험조건에 맞는 커먼레일 고압 분사펌프를 장착

하여 실험용 2행정 사이클 압축착화 디젤엔진을 

제작하였고, 분사시기를 변화하기 위하여 인위적

으로 연료분사 타이밍과 분사시간을 제어할 수 있

도록 컨트롤러를 제작하여 분사시기의 변화에 따

라 디젤엔진의 연소 및 성능특성에 대해 실험적으

로 연구하였다.  

2. CI(Compression Ignition)디젤엔진의 

연소특성

CI(Compression Ignition)디젤엔진은 흡입 압

축 팽창 배기의 각 행정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

는 것은 SI 가솔린 엔진과 동일하나, 흡입과정에

서 공기만 흡입한 후, 압축말기에 실린더 내 연료

를 분사하여 자연착화를 하는 것이 작동원리상 다

르다[5][6].

연료분사 시스템에서 공급된 연료는 분사기

(injector)의 노즐을 통해 압축행정 말기에 실린더

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실린더 내로 분사된

다. 액체상태의 연료는 고속 분무형태로 연소실 

내를 퍼져나가게 되며, 이때 공기온도가 연료의 

자기착화 온도보다 높으면 분사된 연료는 압축된 

고온공기 중에서 무화, 증발되므로 자기착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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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최적의 혼합기로 연소실내에 형성되어 연소

가 시작된다. 이것을 자기착화(self ignition)라 하

며, 그 후 계속해서 분사되는 연료는 분무제트를 

형성하여 주위의 공기와 혼합함으로써 연소가 계

속 진행된다. Fig. 2.1은 디젤엔진의 연소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2.1 Cylinder pressure as the function 
of crank angle. 

3.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3.1 실험장치의 설계 및 구성

본 실험에 사용된 CRDI 연료분사 시스템은 연

료의 압력을 제어하여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고압

을 유지할 수 있어 연소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한 엔진의 회전속도와는 크게 관계없이 분사압, 

분사량, 분사율, 분사시기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인젝터는 커먼레일에서 공급되

는 연료를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제어분사를 한

다. 기존엔진에 맞게 설계 가공된 인젝터가 펄스 

신호에 따라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게 된다. 전

자제어 분사방식을 위해 개조된 인젝터의 구조는 

Fig. 3.1과 같으며, 인젝터는 상용 자동차 부품으

로 사용되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Fig. 3.2는 연료

의 분사시기와 분사량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

이며, 분사하고자 하는 크랭크 각도를 설정 할 수 

있다. 또한 회전손잡이(nob)를 이용하여 분사량을 

자유롭게 조절 할 수 있다. 분사시기제어를 위한 

컨트롤러의 개략적인 회로 구성은 Fig. 3.3과 같다.

Fig. 3.1 Photo of injector 
nozzle.  

  
Fig. 3.2 Photo of      
injector controller.

Fig. 3.3 Diagram of diesel fuel CRDI controller.

실험엔진에 커먼레일 시스템 및 연료분사시기 

변화를 위한 인젝터와 컨트롤 장치를 부착하였다.  

Fig. 3.4는  실험장치의 개략도이다. 엔진은 와전

류식 동력계에 유니버셜 조인트로 연결하여 동력

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장치는 단

기통 수냉식 디젤엔진, 동력계, 연료분사제어 장

치, 압력해석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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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실험에 사용한 엔진에 대한 제원은 Table 3.1

과 같다. 커먼레일 시스템은 연료의 압력을 제어

하여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고압을 유지할 수 있

어 연소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엔진의 회전속

도와는 크게 관계없이 분사압, 분사량, 분사율, 분

사시기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Item Specification
Number of cylinder 1
Stroke 2
Compression ratio 21:1
Bore × Stroke (mm) 96 × 110
Displacement (cc) 795

Valve timing

IO ATDC  125°
IC BBDC   55°
EO ATDC  114°
EC ATDC   66°

Table 3.1 Specifications of engine 

실험엔진의 출력 측정과 부하를 조절하기 위하

여 Table 3.2의 제원과 같이 엔진동력계를 사용하

였다. 실린더 압력측정을 하기위해 주파수 응답이 

매우 빠른 속도의 압력측정용으로 광범위하게 사

용되는 압력센서 KISTLER사의 6056A 형식을 사

용하여 실린더 압력측정을 하였다.

Item specifications
Model DYTEK-130

Type Water cooling eddy - 
current

Revolution 9000 rpm

Max. absorption power 180 ps

Max. absorption torque 35 kg․m
cooling Water volume 65 ℓ/min

Excitating power 600 W

Table 3.2 Specifications of engine dynamometer

   

 3.2 실험방법

엔진의 연소 및 성능특성에 대하여 실험적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용 수평식 단기통 디젤

엔진을 사용하였다. 원래 4행정 사이클 디젤 엔진 

이었으나, 2행정 사이클 디젤 엔진의 연소특성에 

관한 실험을 하기 위하여 연료의 분사시기, 분사

량 및 분사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 개조하였

다. 엔진 회전속도는 각 조건에서의 운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화시키며 실험하였다. 엔진 운전변

수를 연료의 분사시기, 기관회전수, 연료 분사량 

및 부하로 하였으며, 분사시기 변화는 BTDC 

15°~ ATDC 5° 까지 5°간격으로  실험하였다. 

엔진의 회전속도는 800 rpm,  1,000 rpm, 1,200 

rpm, 1,400rpm 으로 변화를 주었으며, 실험은 

연료 분사량을 고정시켜 놓고 부하를 주어 실험조

건에서의 회전속도를 유지할 때의 데이터를 획득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연료의 분사량을 

0.032  , 0.025  , 0.021 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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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Variation

Compression 
ratio 21.0

Injection timing  BTDC15°,  BTDC10°,   
BTDC5°,  TDC0°,  ATDC5°

Engine 
speed(rpm) 800,  1,000,  1,200,  1,400

Fuel amount 
 0.032  ,  0.025 ,   

0.021 

Table 3.3  Engine operating condition

4. 결과 및 고찰

4.1 엔진의 연소특성

왕복형 피스톤 엔진에서 한 사이클 동안의 실

린더 내 압력변화에 관한 데이터는 동작유체의 열

역학적 사이클 해석이나 연소특성 및 연소변동성

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

히 엔진의 동력성능 변화와 연소해석에 있어서는 

20사이클 동안의 실린더 내의 압력변화를 취득하

여 산술평균한 실린더 압력값을 이용하고 있다. 

실린더내 압력변화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

정되는데 첫째로 피스톤 변위에 의한 실린더 체적 

변화와 연소에 의한 열 발생률의 변화가 부가되어 

나타나는 결과로서 해석되는 것이다. 연료분사시

기를 진각시킴으로서 최대 압력값이 전 영역에서 

상승하였고, 최고압력이 발생하는 크랭크 각도 또

한 연료 분사시기를 앞당길수록 최고압력발생 각

도는 상사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료분사시기가 TDC 0°일 때는 상사점 

주위에서 최고압력이 발생하며, ATDC 5° 일 경

우에는 연소가 최고압력이 발생한 이후 일어나기 

때문에 상사점에서 최고 압력이 발생한다. Fig. 

4.1 ~ 4.2는 연소압력에 관한 그래프이며, 분사량  

0.021   에서 800 rpm과 1,400 rpm을 

비교하였으며, 연료분사시기에 따라 나타내었다.   

공통적으로 연료분사시기가 상사점 이후에서 상사

점 이전으로 이동할수록 연소실 내부의 압력은 상

승한다. 연료 분사량이 동일할 경우 고속에서의 

연소실 압력보다 저속의 연소실 압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통적으로 연료의 분사량에 관계없이 기관의 

회전수가 증가 할수록 연소실 내부의 압력은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3 ~ 4.4는 실린더 내 압력값으로 계산한 

압력 상승률에 관한 실험 결과이다. 그래프는 연

료분사량 0.032 에서 800 rpm과 1,400 

rpm을  비교 하였다. 압력상승률 또한 연료분사

시기가 상사점 이후에서 상사점 이전으로 이동할

수록 압력상승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엔

진의 회전속도가 증가 할수록 압력상승률이 낮아

짐을 알 수 있었으며, 최고압력 상승률이 발생하

는 시기도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압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의 압력상승률 값은 “0” 이 되

고, 그 때의 크랭크 각도가 최고 압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Fig 4.1 Cylinder pressure–crank angle for various 
injection timing at operating conditions ; engine speed 

800 rpm, fuel flow rate 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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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ylinder pressure–crank angle for various 
injection timing at operating conditions ; engine 
speed 1,400 rpm, fuel flow rate 0.021  .

Fig 4.3 Rate of pressure rise–crank angle for various 
injection timing at operating conditions ; engine 

speed 800 rpm, 
fuel flow rate 0.032  .

Fig 4.4 Rate of pressure rise–crank angle for   
 various injection timing at operating conditions ; 

engine speed 1,400 rpm, 
fuel flow rate 0.032  .

4.2 엔진의 동력성능 특성

디젤엔진의 성능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분사시

기에 따라 엔진동력계를 통해 획득한 지시동력

(KW)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 것이다. 

Fig. 4.5 ~ 4.7은 분사시기별로 엔진 회전속도

에 따라 지시동력 변화를 나타내었다. 분사량이 

0.032   일 경우 1,400 RPM의 BTDC 

15°에서 지시동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분사시기

가 상사점 이후로 이동할수록 지시동력이 낮아지

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00 rpm의 경

우, BTDC 10°에서 지시동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사량이 0.025   일 경

우,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상사점 이후로 이동할

수록 지시동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400 rpm, 1,200 rpm, 1,000 rpm의 지시동력

은 BTDC 15°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00 rpm 일 때 BTDC 10°에서 지시동

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사

량이 0.021   일 경우도 상사점이후로 이

동할수록 지시동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그리고 최고 지시동력은 1,400 rpm은 BTDC 

15°에서 지시동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1,200 

rpm과 1,000 rpm은 BTDC 10°에서 높게 나타

났다. 800 rpm에서는 분사량이 0.032과 

0.021일 경우와 같이 BTDC 5°에서 지

시동력이 가장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사

량에 상관없이 1,400 rpm 에서는 공통적으로 

BTDC 15°의 지시동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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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Relationship between indicated power and 
injection timing according to varying engine speed 
at operating conditions ; fuel flow rate 0.032  .

Fig. 4.6  Relationship between indicated power and 
injection timing according to varying engine speed 
at operating conditions ; fuel flow rate 0.025  .

Fig. 4.7  Relationship between indicated power and 
injection timing according to varying engine speed 

at operating conditions ; fuel flow rate 0.021 
 .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으로 단기통 2행정 사이클 엔진

의 연료분사시기가 연소 및 성능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상용엔진을 

개조 설계하였고, 연료분사시기와 분사량 및 기관

회전수를 제어하면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를 얻었다.

연소실의 최고압력의 크기와 압력상승률은 연료

의 분사시기가 진각 될수록 전 영역에서 상승하였

으며, 기관의 회전속도가 증가 할수록 압력상승률

이 낮아졌고 압력이 상승하는 시기도 지연되었다. 

연료 분사량이 같은 경우 엔진의 고속회전에서 연

소실 압력보다 저속회전의 연소실 압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엔진 동력 성능특성은 연료분사시기를 

진각 시킬수록 지시동력은 대체로 상승하였으며, 

실험엔진의 운전조건에서 분사시기 변화에서 나타

난 결과는 800 rpm일 경우 BTDC 5°, 1,000 

rpm과 1,200 rpm일 경우 BTDC 10°, 1,400 

rpm일 경우 BTDC 15° 에서 분사시기가 최적으

로 나타남으로 운전조건에 따른 최적의 연료분사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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