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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모터 류 찰에 의한 자동차엔진 압축압력 
검사장치

웅근*

Automobile Engine Diagnostic System by Current Monitoring to Self Motor

Woong-Keun Hyun* 

요 약

자동차 엔진은 연료 주입, 압축, 폭발, 배기 등의 4행정의 내연기 을 탑재하고 있으며 압축압력, 화불꽃 

 혼합비의 조건이 맞아야 기동이 유지된다. 실린더의 기 과 련된 압축행정과 폭발행정에서 압축압력이 

정상 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엔진의 정상 인 기동을 보장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크랭크인 시(시동거는 

시간)에 배터리에서 시동모터에 공 되는 류 형의 분석을 통해 각 실린더 내의 상  압축압력의 상태를 

단하는 장치의 개발에 하여 기술한다. 

ABSTRACT

Four-stroke cycles in an automobile engine are suction stroke, compression stroke, combustion stroke  and exhaustion stroke. A normal operation of 

engine in compression and power stroke must be processed in optimal fuel-air pressure. In this paper we describe a development of measuring equipment 

for engine cylinder pressure with observing supply current to self motor(start motor). By comparing the current wave on pressure of the 4 or 6 cylinder in 

engine, a abnormal cylinder state will be foun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asuring equipment was shown by experiment for real auto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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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동차 정비는 이나 간략한 계측 기기로 측

정 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기기 자체가 고 화 

되어 내부를 자주 분해하여 검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정비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정비사의 오진 

에 의한 수리불량이 정비업체에 치명 인 손해를 끼

칠 수 있다. 엔진 정비의 경우 많은 공수가 투입되며 

이러한 정비공임 부담은 소비자의 경제  부담이 되

고, 정비업체의 신뢰 추락, 인건비 과다지출 등의 불

이익으로 들어서게 된다.  정비에 있어서 엔진 본체의 

압축압력은 가장 기본 인 검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비사들이 정비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1) 실린더 동작 상태를 측정하기 하여 많은 

부분을 분해하여야 하고, (2) 엔진의 온도, 오일의 상

태, 크랭킹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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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호하며, (3) 장비가 고가이거나 가장비의 사용

이 불편하기 때문이다[1].  재 엔진 검사 장비는 

가의 아날로그 타입 이거나 고기능의 정 분석 기능

이 내장된 아주 고가인 장비가 시장의 주를 이룬다. 

아날로그 장비는 엔진내의 다수개의 실린더  한번

에 1개정도 밖에 진단이 안 되며 보자의 경우 진단

이 어렵다[1-2].  

본  논문에서는 다채 (다 실린더) 검진이 가능한 

가의 디지털 엔진 검사장치 개발에 하여 기술하

고자 한다.  

국내외 엔진 검사 장치로써, 세계 시장의 표 인 

경쟁자인 Fluke의 경우 수년 에 오실로스코 에  압

력센서와 류 로 를 연결하여 압축압력을 측정하

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기 조작의 난이도가 

높아 사용자층인 자동차 정비사 에는 0.1%정도 사

용하는 추세이며[3], 아날로그 압축압력 측정기로써는 

국내의 KA-7191, 만의  XK-FDC1.8TD 등이 있으

나  다수개의 실린더를 동시에 측정하여 엔진의 이상 

문제를 단하기에는 부 합하며 보자는 다루기가 

어렵거나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2]. 

picoscope(미국 계측기 회사) 등에서 디지털 오실로스

코 에 압축압력 테스트 기능을 추가하고 있으나 그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가격이 고가여서 1  정 진단 

검사소 등에서 사용되고, 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못하다[4].                

자동차 내부 시스템을 측하는 요소 기술  신호 

처리기술[5], 모니터링 기술[6-7] 등이 연구되어져 왔

다. 본 연구에서는 엔진 동작상태  이상 유무를 측

정을 하여 자동차 시동 시 스타트 모터(slef motor)

에 공 되는 류를 분석하여 실린더들의 압축압력을 

비교 측정하고, 이로써 실린더내의 압축압력의 이상 

유무를 단하는 장치의 개발에 하여 기술한다. 

Ⅱ. 본  론

2.1 자동차 엔진구동  실린더 측정 상태 

자동차 엔진은 연료 주입, 압축, 폭발, 배기 등의 4

행정의 내연기 을 탑재하고 있으며 압축압력, 화불

꽃  혼합비의 조건이 맞아야 기동이 유지된다. 

그림 1.  엔진 구동 4 행정
Fig. 1 Four-stroke cycle in an automobile engine 

실린더의 기 과 련된 압축행정과 폭발행정에서 

압축압력이 정상 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엔진의 정상

인 기동을 보장할 수 없다[1]. 

일반 으로 엔진에서 실린더에 공 되는 공기는 

기로부터 에어 클리 의 필터를 거쳐 수분 등의 이물

질이 제거된 다음 컴 셔에서 압축되며, 엔진의 흡

기행정 시에 흡기밸 를 통해 실린더에 유입된다.  통

상 으로 엔진이 100RPM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흡기

시스템  실린더에 이상이 없는 경우 피스톤의 상사

에서 실린더의 압축 압력은 30bar 정도이다[7].  실

린더의 과다 마모나 피스톤 라이 의 불량, 흡기 혹은 

배기밸 의 불량, 이 라인 이상 등의 원인으로 인

하여 압축압력이 새는 경우 실린더의 압축압력은 정

상에 비하여 낮아지게 된다. 한 자동차 엔진실린더

는 구동 시 1600도 까지 올라가며 이때 윤활유가 카

본화 되어 실린더의 밸 가 오염된다. 이로써 실린더 

밸 의 폐가 불완 해지며 압축압력이 떨어진다[4].

 
그림 2. 4기통 엔진과 고온에 의해 카본 화된 

윤활유에 의해 오염된 실린더 밸
Fig. 2  Cylinder engine and a contaminated cylinder 

with carbonized lubricant.  

실린더의 압축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엔진의 출력 

부족, 엔진의 이상 거동(엔진 부조) 등을 발생시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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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경우 어느 실린더에서 압축압력이 새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하여 각 실린더마다의 압축압력을 

체크하여야 한다. 실린더의 압축압력을 체크하기 해

서는 엔진에서 실린더 헤드를 분리한 다음 인젝터를 

탈거한 후 인젝터의 장착 치에 압력센서를 장착하

고 압력센서와 압력측정 장비를 연결한 다음 크랭킹

을 실행시켜 압축압력을 체크한다. 재까지는  

바늘을 가진 아날로그 계기인 압축압력계를 이용하여 

실린더 내압의 최고 상태  변화 상태를 측정하는 

방식이 보편 이다(그림3.참조). 이 경우  압력수치를 

나타내는 아날로그 바늘에 의해 압력 값을 나타내는 

압력계를 사용하여 한 개의 실린더의 압축압력을 

으로 측정하고 있는 바, 압력이 엔진 크랭킹 시 에는 

순간 으로 변하여 이러한 계기를 으로 측하여 

최곳값을 측정하여 정하기에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

하고, 한 다수개의 실린더에 매번 압력계를 순차

으로 연결하기는 설치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측정치 

자체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다.

그림 3. 아날로그 장비로 엔진 압축압력 상태를 
검하는 모습

Fig. 3  The scene of checking the press of cylinder of 
engine with analog equipment. 

2.2 시동 시의 공 류 변화 분석에 의한 실린

더 내부압 측정

본 연구에서는 시동모터에 공 되는 류측정에 의

해 엔진 실린더의 정상상태를 검사하는 장치를 개발

한다. 본 장치는 엔진분해 없이 실린더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는 다수개의 실린더가 있는 엔진

에서 압력센서를 1번 실린더(첫 번째 실린더)에 연결

하고 류 르 를 기동 동기 혹은 배터리 + 이블

에 연결해서 압축그래 와 시동모터에 걸리는 류를 

동기화시켜 1번 실린더에서 측정된 압축압력과 류

를 비교함으로써 나머지 실린더에 걸리는 압축압력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림 4. 화 시  측정을 한 류 
센서  배치도

Fig. 4  Circuit layout for measurement of self motor 
current wave 

그림 5. 엔진 검을 한 해부도  
A: 류 센서가 될 sensing point,  B: 실린더 

압력상태를 측정할 sensing point 
Fig. 5 A: sensing point for current sensor
      B: sensing point for cylinder pressure

그림 6(b)는 4기통 2000CC 승용차엔진의 화 러

그 부분과 배터리에 압력센서와 류센서를 부착할 

경우 자동차 크랭크인 순간을 측정한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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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동시의 승용차엔진 시동모터 류 형 
(a) Current wave of automobile self motor while self 

motor is operating. 

(b)  4기통 엔진의 압력 센서 신호와 크랭크 인  
    시의 배터리 류 변화

(b) The current and pressure wave of 4 cylinder 
engine while self motor is operating. 

그림 6. 시동을 걸 시에 자동차 배터리에서 
시동모터에 공 되는 류 형 

Fig. 6 The current waves while self motor is operating 

그림 6(b) 에서 아래의 형(주황색)은 1번 실린더 

화 러그 부분에 장착한 압력 센서신호 형이고 

상단부의 형은 4개 실린더를 구동하는 시동모터에 

공 되는 류 형이다.  형의 크기가 실린더 압축 

압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6(b)의  형(푸른색)

에서 압력 신호의 피크부분과  류 형 에서 겹

치는 우리가 기  실린더인 1번 실린더를 나타내며, 

나머지 우리는 차례로 2,3,4번 실린더 상태를 나타

낸다.  만일 4개의 우리로 나타나는 압력센서의 

형  어느 하나가 낮거나 이상 형이 나타나면 해당 

실린더가 기 상태가 불량이라 던 가하는 이상을 뜻

하는 것이 된다.    

그림 7. 디젤 엔진의 크랭크 인 시 의  배터리 류 
형

Fig. 7 A measured current wave of self motor of 
diesel engine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신호 형을 측정하여 각

각의 실린더 내부 상태를 진단하는 장치를 개발한다.

2.3  실린더 압축압력 진단 시스템

그림 8. 자동차엔진 압축압력 검사장치의 HW 블록도  
Fig. 8 The block diagram of cylinder pressure 

measurement system 

그림 8은 제안한 자동차엔진 압축압력 디지털 검사

장치의 HW 블록 도를 나타낸다. MPU는 RISC MPU

인 ATMEGA128을 사용하 다. MPU는 10bit 

resolution의 ADC 내장(분해는 0.1%)되어 있다. 4기통

( 는 6기통) 실린더의 압력  시동모터에 인가되는 

류를 동시 측정하기 하여 그림과 같이 LPF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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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센서를 연결할 회로를 구성한다.  실린더 압축 

압력 상태를 실시간으로 나타내기 하여 240 X 128 

Graphic LCD를 사용하며, 동  그래픽 표시 제어를 

하여 외부에 메모리를 부착하 다. 그리고 4개의 key 

pad를 부착하여 LCD 와 연동된 메뉴를 설계하 다.

형의 분석을 하여 1msec의 샘 링 타임으로 

압력  류 2개의 센서를 스캐닝하며 크랭크인(시

동)시 약 2 간의 압력  류변화가 잡음 등으로 인

하여 정상 으로 표 되지 못하므로 이를 필터링 할 

실시간 SW 필터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한 압력 

변화의 피크, 주기 등을 감지  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실시간 그래픽 LCD 표 을 하여 폰트 

생성, 계측 신호 표시, 가의 실시간 디스 이를 

한 최소 메모리 최  리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바, 상품화를 고려한 회사의 로고 표시등을 하여 비

트맵이미지 일 표시에 한기술을 개발하 다. 센서

에 입력되는 신호는 그림7에서 같이 매우 잡음이 심

하며, 신호  튀는 부분은 개 1kHz의 역통과 필

터를 사용하면 그림6(b)와 같은 신호로 변형된다. HW

인 역통과 필터를 사용하면 주 수를 낮게 할 경

우 필터링 된 데이터 값의 크기가 작아져서 압력의 

실제 값(bar)의 정보가 소실되고, 무 주 수 값을 

크게 하면 잡음이 효과 으로 필터링 되지 못한다. 더

욱이 필터링 된 압력 값의 경우 최고 압력 상태 등에

서 갈라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실린더 내부의 특정 연

결부의 일부가 손 거나 마모되어 발생하는 압력의 

순간 인 변화일 수도 있는 바, 이를 무리하게 필터링

하면 데이터가 소실되는 수가 있다. 이 때문에 그림 

6(b) 형을 ADC한 신호에 하여 다음의 SW 필터

를 용한다.  

2.4 진단 시스템  SW 
체 인 진단 SW는 그림9에서 보인다. 그름 9의  

(230) SW 필터링은 다음과 같다. 

그림 10은  MPU에서 AD 변환된 센서 데이터들이

다. 잡음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고르게 하기 하여 제

안된 SW 필터링 수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센서의 

측정시간은 약 1msec정도이다.

그림 9.  Firmware의 SW 흐름도 
Fig. 9  SW flowchart of firmware

1msec는 압력이나 시동모터에 공 되는 류의 변

화가 갑자기 변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를 근

거로 일련의 데이터인 n-2, n-1, n 번째를 찰할 경

우, 그림 10을 보면, n-1번째의 데이터와 n-2번째 데

이터가 나타나 있는데, 이 데이터들의 크기의 차는 δ

정도이다. 그러나 n-1번째 데이터와 n번째 데이터가 

격히 커진다면 이는 잡음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격히 변화하는 데이터와 순차 으로 스캔 된 데이

터에 의해 수식 (1)과 같이 잡음 제거 방정식을 제안

하 다.

그림 10. n번째와 n-1번째 데이터의 신호
Fig. 10 n-th and (n-1)-th sensor data

i f    ≤ 
 

i f      
       

(1)

여기서, x[n]은 n번째의 스캔 된 데이터 시그 이

고, α는 증감 상수이고, δ는 재 신호(x[n])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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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x[n-1])의 차의 크기에 한 허용 오차이다. α와

δ는 각각 0.3과 15로 실험과 시행착오에 의해 정의되

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큰 폭의 스 칭 잡음을 실

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한 엔진의 크랭크 인 시

의  배터리 류 형은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화이트 잡음형태의 잡음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백색 잡음  덜 제거된 잡음을 하여 다음 단계로  

평균이동 필터를 용한다.

 
 
  



                                      (2) 

여기서 m 은 12로 하 으며 n번째 데이터가 입력

되면 이  n-m 부터 n 까지의 평균으로 잡음을 보정

한다.  보정된 형은 그림 17에서 보인다.  

100Hz에서 200Hhz사이에서 발생하는 역  잡음

을 제거하는 SW 필터링을 거친 후의 데이터는 신뢰

할만한 신호가 되므로 이러한 신호를 근거로  스캐닝 

구간동안의 지역 최고치(local maximum)를 구하고, 

한 스캔시간 동안의 이러한 지역 최고치들 에서 최

댓값(supremum)을 구한 다음 이러한 신호치가 다수

개가 있을 경우 그  최댓값을 구하여 압축압력의 최

댓값으로 설정한다.(250) 이러한 데이터  신호의 변

화 그래 를 그래  LCD에 표시한다.(260) 

Ⅲ. 실험  결과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해 HW  SW를 

simulation할 수 있는 SW 툴(TOOL)인 PROTEUS를 

사용하여 그림 11과 같이 설계하여 실험을 하 다.

그림 11. HW simulation 회로도
Fig. 11 Circuit of HW simulation 

그림 11에서 sensor 부분은 실린더 1개의 600hz의 

압력과 100hz의 4개 혹은 6개의 류부분이며 noise는 

실제 형을 토 로 잡음을 합하여 엔진 신호 형을 

발생하 다. 그림 12는 6기통 엔진 실린더 신호에 

하여 모의실험으로 만들어낸 류  압력 형에 

한 시뮬 이션 형이다. 

그림 12. 잡음이 섞인 압력과 류 센서 출력
simulation 형 

Fig. 12 simulated sensor output (current and 
       pressure) for PROTEUS simulation 

그림 13. GLCD에 표시된 실린더 내부 분석결과 
시뮬 이션 모습 

Fig. 13 Graphic diagnostic result of signal from 
sensors

그림 13은 그림 12의 신호에 하여 6기통의 상

인 압력을 진단하여 막 그래 로 표시한 결과이다. 

그림 14은 카니발 자동차 엔진에 압력 센서와 류센

서를 부착한 모습이고 그림 15는 개발된 기기의 동작 

모습이다.  

 

  (a)  압력 센서        (b) 류센서 부착
   (a) pressure sensor    (b) current sensor 

그림 14. 자동차(6기통 카니발)에 용된 실제 센서 
부착 모습 

Fig. 14  sensors applied to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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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개발된 제어기 실제 용 모습 
Fig. 15  The developed HW system 

3.1 실제 형에 한 SW filtering 실험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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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실제 류센서 신호 형 
Fig. 16  Real observed current signal while self motor 

is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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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류센서를 SW필터링한 신호 
Fig. 17 Current signal after SW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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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실제 엔진 실린더 압력 센서 압력 형 
Fig. 18  Real observed pressure signal while self 

motor is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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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SW filtering 알고리즘이 용된 압력센서 
형  

Fig. 19  Pressure signal after SW filtering  

그림16에서 그림 19는 각각 압력 센서, 류 센서

값1, 류 센서값2를 같은 필터링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형이다. 그림 16은 류 센서의 신호 값이며 

그림 17은 SW 필터가 용된 류 형이며 그림 19

은 그림 18의 형에 한 SW필터가 용된 신호이

다. 그림 19의 우리 값은 1번 실린더의 압력 값이며 

그림 16에서 1번과 동기 시켜 몇 번째 실린더의 류

형인지를 악한다. 압력의 크기는  그림 17에서 4

개의 실린더 형에 하여 지역최고 의 최고 을 

찾아서 상  압력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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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자동차 시동 시 스타트 모터에 공 되는 류를 분

석하여 실린더들의 압축압력을 비교 측정하고, 이로써 

실린더내의 압축압력의 이상 유무를 단하는 장치의 

개발에 하여 기술하 다. 

개발된 엔진 실린더 압축압력 측정기는 엔진 동작 

시 다수개의 실린더의 압축압력 상태를 시동 모터 동

작 시에 즉시 측정이 가능하며, V6엔진(6기통)의 경우

라도 엔진 주변의 기기들을 부분 분해하지 않고 배터

리에서 시동 모터에 연결되는 선에 류센서를 연

결함으로써 검이 가능하다.  엔진 실린더의 상태표

시는 사용자가 보기 쉽게 막 그래 로 압축/압력을 

표시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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