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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 of double injection strategies on combustion charac-
teristics in a single-cylinder diesel engine. These studies are applied to the  double injection strategies, such 
as 2nd injection timing variations with fixed injection interval (8 degree) and variations of injection pressures 
with fixed injection timing and intervals. The injection quantity was 7 + 7 mg for double injections, and 14 
mg for single injection. When the injection pressure was increased, the ignition delay was shortened, and the 
ISFC (indicated specific fuel consumption) was increased due to the fast termination of combustion by the 
shortened energizing duration. In addition, the retardation of injection timings toward TDC (top dead center) 
caused the reduction of ignition delay and the decrease of ISFC with the decrease of FMEP (friction mean 
effective pressure).

Key Words : Double injection, Brake Specific Fuel Consumption (BSFC), Rate of Heat Release (ROHR), 
Ignition delay

기 호 설 명

ATDC : after top dead center, degree
TDC : top dead center, degree
BTDC : before top dead center, degree
BSFC : brake specific fuel consumption, g/kWh
Pinj : injection pressure, bar
mfuel : injection quantity, mg

IMEP : indicated mean effective pressure, bar
τ1st : first injection timing, degree
τ2nd : second injection timing, degree
ROHR : rate of heat release, kJ/degree
FMEP : friction mean effective pressure, bar
CA : crank angle, degree

1. 서 론

최근 개발되고 있는 디젤 엔진들은 연료소비율 및 

배기배출물의 저감을 목표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되고 있다. 높은 열효율과 출력을 갖는 디젤엔진은 

압축 행정 말기 연소실 내부로 연료를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연소실 내 불균일한 연료-공기 혼합기가 형

성되어 고온의 이론 공연비 영역에서는 질소산화물

(NOx, nitrogen oxides)이 생성되고, 연료가 농후한 영

역에서는 입자상 물질(PM, particulate matter)이 생성

되는 문제점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디젤 배기 배

출물 저감을 위하여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과 같은 후처리 장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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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거나, 고압분사 및 다단분사와 같은 연소

전략 최적화 기술[4-6] 적용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

고 있다. 그 중 다단분사는 엔진이 더 복잡해지지 

않고, 많은 비용의 추가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단

분사는 주 분사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분사하는 방

식을 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소실 내 공기와 연소 

화염 주변(periphery) 사이의 반응영역이 넓어져 연

소실 내 연료가 농후한 영역의 분포를 감소시켜주

게 된다. 또한, 다단 분사의 적용으로 주 분사(main 
injection)의 착화지연기간은 감소하고, 연소가 빠르

게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단 분

사의 적용은 단일 분사에 비해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 

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8]. 한편, 최근 고압 펌프를 포함한 커먼레일 분사 

시스템 및 전자제어 시스템의 도입으로 분사량, 분사

시기의 정확한 제어가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분사 전

략 구현이 가능해 졌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디

젤엔진의 배기 배출물을 저감하고, 연비를 향상시키

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다단 분사에 대한 연구를 활

발히 진행하고 있다. 
Roh 등[9]은 4기통 디젤엔진에서 파일럿 분사의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들은 파일럿 분사 시 연

소 최고압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실린더 내 연

소압력의 증가율 또한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Li 등[10]은 입자상 물질에 대한 다단 분사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 파일럿 분사 적용 시 확산 

연소(diffusion combustion) 구간의 증가로 입자상 물

질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 등
[11]은 JP-8 연료로 구동되는 승용 디젤엔진에 다단 

분사를 적용하여 착화시기 지연을 방지하고, 질소산

화물의 증가 없이 입자상물질(PM)을 약 75% 저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분사 횟

수, 파일럿 분사시기, 분사간격, 분사압력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다단 분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이처럼 다단 분사 적용 시 고려해야 할 다

양한 변수가 있어 각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 중 분

사압력과 분사시기에 대한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분사 간격을 유지하고 있

을 때 분사시기 및 분사압력이 연소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Fig. 1은 분사전략에 따른 단기통 디젤엔진의 연

소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구성된 실험 장

Fig. 1. Schematic diagram of single-cylinder diesel engine 
with combustion and emission measurement system.

치이다. 실험 장치는 단기통 디젤엔진, 엔진제어시

스템, 연료공급 및 분사시스템, 흡기제어시스템, 연
소 데이터 취득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단기통 디젤엔진(AVL 5420 연구용 엔진)은 

자연흡기 방식으로 압축비는 17.1이며, 보어와 행정

길이는 각각 85mm, 90mm 이다. 커먼레일 분사시스

템을 갖추고 있으며, 분사각(injection angle)이 142°, 
홀 지름 0.180 mm인 5공 인젝터를 포함하고 있다. 
엔진의 연료 분사 변수는 프로토타입 ETAS 엔진 제

어 유닛(ETK 7.1)에 의해 제어하였다. 분사압력, 분
사시기, 분사량과 같은 분사 변수는 ETAS 시스템과 

통신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INCA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여 제어하였다. 엔진의 운전속도 및 토크는 AC 
동력계(AMK DW 13-170-4, AVL)로 제어하였으며, 
연료 분사 시기는 크랭크 각 센서(3,600 pulse/rev)에 

의해 0.1 CA(crank angle) 단위로 측정하였다. 연소실 

내 압력은 피에조 압전 소자 방식의 압력 센서(AVL, 
SL31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센서 신호는 AVL 
micro IFEM Piezo Module에 의해 증폭/변환된 후, 사
이클 간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 사이클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단기통 디젤엔진의 자세한 

사항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test engine
Item Description

Bore × Stroke 85 mm × 90 mm
Swept volume 510.7 cm3

Compression ratio 17.1:1
Number of cylinder 1

Engine management system 
(EMS)

AVL-RPEMS 
+ ETK7 (Bosch)

Max. Power w/ NA 6 kW (approx.)
Valve type DOHC 4 valve

Injector

Number of hole 5
Hole diameter 0.180 mm
Spray angle 142°

Flow 375 ml / 3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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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방법

다단 분사는 파일럿 분사(pilot injection), 이중 분

사(double injection), 분할 분사(split injection)로 구분

할 수 있다. 파일럿 분사는 소량의 연료를 주 분사 

이전에 분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적용

된 이중 분사 및 분할 분사는 동일한 양을 2회 나누

어 분사하되, 두 분사 간 간격이 동일한 경우 이중 

분사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할 분사로 정의

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이중 분사 적용에 따른 

디젤엔진의 연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Fig. 2와 같

은 분사전략을 적용하였다. 이중 분사는 두 가지 방

식으로 적용되었으며, 분사간격을 8도로 고정시키

고 분사시기를 TDC ~ BTDC 18°(2nd injection 기준)
로 변경시키거나 분사시기를 고정(BTDC 11° + BTDC 
3°)하고, 분사압력을 500 bar ~ 1,200 bar로 변경시키

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사간격을 8도로 고정한 이

유는 실험조건(분사압력 500 bar)에서 7 mg 분사를 

위한 통전기간이 약 7.5도(크랭크각도)이고, 8도 보다 

작은 간격에서는 이중 분사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이중 분사에 의한 실험 결과는 단일 분사(single 
injection)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자세한 실험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2. Injection strategy used in this study(single injec-
tion and two split injection strategies).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Item Description

Engine Speed 1,600 rpm

Single
Injection

Injection Pressure 500 bar

Injection Quantity 14 mg

Injection Timing TDC ~ BTDC 27°
(3deg. interval)

Double
Injection

Injection Pressure 500 ~ 1,200 bar

Injection Quantity 7 + 7 mg

Injection Interval 8 degree

Injection Timing
① TDC ~ BTDC 18°
   (2nd injection)
② BTDC 11° + BTDC 3°

3. 결과 및 고찰

3.1. 분사전략에 따른 연소압력 및 열 발생율 특성

Fig. 3 ~ Fig. 5는 단일 분사 및 이중 분사 적용에 

따른 연소압력 및 열 발생율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일 분사를 적용하여 분

사시기를 TDC에서 BTDC 27°까지 진각할 경우 착

화 시기는 점차 진각 되고, 최고 연소압력도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착화 지연시기(연료가 분사

되는 시점에서 총 누적 열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시점(CA10)까지의 시간)는 감소한 후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분사시기가 TDC에 가까

워질수록 연소실 내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 분사되

는 연료의 미립화 및 증발이 촉진됨에 따라 물리적

인 착화지연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TDC 
분사의 경우는 분사지연 기간 및 TDC 이후 연소실 

압력 및 온도의 하강 등의 원인으로 착화지연기간

이 다소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착화지

연기간 및 착화시기에 의해 IMEP도 증가 및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TDC 이전 착화되는 경우 

압축과정 동안 일(work)이 일어나는 negative work 

(a) In-cylinder pressure

(b) Rate of heat release
Fig. 3. Combustion pressure profile and rate of heat re-

lease (ROHR) of single injection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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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IMEP가 감소하였다. BTDC 12°의 경우 TDC
근처에서 착화가 시작되어 negative work 이 최소화 

되고, positive work이 최대가 되어 IMEP가 가장 높

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Fig. 3(b)는 단일 분사시기에 따른 열 발생

율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분사기기가 진각됨에 따

라 최고 열 발생율이 감소한 후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착화지연기간의 감소 후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착화

지연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연료/공기의 혼합기가 보

다 균일하게 혼합되어 연소 시 순간 열 방출율이 증

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 In-cylinder pressure

(b) Rate of heat release

(c) Enlarged figures of ⓐ and ⓑ 

Fig. 4. Effect of injection pressure on combustion pressure 
profile and rate of heat release (ROHR) in split injec-
tion combustion.

Fig. 4는 이중 분사 적용 후 분사압력 변화에 따

른 연소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분사 시기는 BTDC 
11°와 BTDC 3°로 고정하였다. Fig. 4(a)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중 분사 적용으로 연소압력의 피크는 두 

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첫 번째 피크

는 분사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압력 증가

율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

사 압력의 증가는 착화 지연기간의 감소에 영향을 

주어, 500 bar에서 1,100 bar로 증가했을 때 착화지연

기간은 약 69% (4.79 deg. → 1.49 deg.) 감소하였다. 
Fig. 4(b)는 열 발생율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소

압력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사압력 증가에 따라 열 

발생율 피크가 진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분사압력에 따른 피크 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Fig. 4(c)에는 분사압력의 변화에 따른 연소실 압력

과 열발생율 변화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확대된 그

림을 표시하였다.
Fig. 5는 이중 분사의 분사간격 및 분사압력을 8도 

(degree), 500 bar로 각각 유지하고, 분사시기를 변화시

켰을 때 연소 압력 및 열 발생율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a) In-cylinder pressure

(b) Rate of heat release
Fig. 5. Effect of 2nd injection timing on combustion pre-

ssure profile and rate of heat release (ROHR) in 
split injection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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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사시기가 진각됨에 

따라 착화 지연 기간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IMEP
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사시기의 

진각으로 착화가 TDC 이전에 이루어지고, 진각시기

가 증가할수록 TDC 이전 연소일이 증가하여 IMEP
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중 분사를 적

용한 경우 단일 분사 적용 때 보다 높은 IMEP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이중 분사를 적용했을 때 동일

한 IMEP를 얻기 위한 공급 연료를 감소시켜도 된다

는 것을 의미하여, 연비의 향상 효과가 있을 수 있

지만 배출가스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한편, Fig. 5(b)에 나타난 열 발생율 특성에

서는 분사시기가 진각됨에 따라 열 발생 시점의 진

각과 함께 피크값이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은 본 연구에 적용된 단일 분사 및 이중 분

사 전략에 따른 착화지연기간 특성을 종합하여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일분사와 

이중분사의 분사시기가 진각됨에 따라 착화지연기

간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분사 시기 진각은 낮은 연소실 내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의 분사를 의미하고, 이에 따

라 착화 환경의 형성이 늦어지게 되어 물리적 착화

지연기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중 분사(Split injection w/ fixed interval)
를 적용했을 때 단일 분사 보다 약 60.1%(13.9 deg. 
→ 5.6 deg.), 분사 압력 변동 이중 분사(Split injection 
w/ pressure variations)는 약 80.1%의 착화지연기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의 결과로부터 단일 

분사 보다는 이중 분사를, 이중 분사 시에도 분사압

력을 더 높게 하는 것이 착화지연기간 감소에 보다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Effect of injection pressure and 2nd injection tim-
ing (main injection) on ignition delay in split injec-
tion combustion.

3.2. 분사전략에 따른 연료소비율 특성

Fig. 7은 이중 분사 전략에 따른 연료소비율 (BSFC, 
brake specific fuel consumption)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 분사 적용 시 분사압

력이 증가함에 따라 연료 소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분사량(14 mg)을 유지하면서 분사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연료의 분사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실제로 분사압력이 500 bar에서 1,200 bar로 증가

했을 때 7 mg 분사를 위한 통전기간(energizing duration)
은 572 µs에서 318 µs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연소가 

일찍 끝나게 되어 팽창구간에서의 연소압력이 낮아지

게 된다 (Fig. 4(a) 참고). 팽창구간에서는 단위 크랭크 

각도 당 체적 변화율이 크기 때문에 연소압력 차이에 

따른 일의 양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고압 

분사에 의해 연소가 빨리 끝난 경우 팽창 구간에서 

연소압력이 낮게 되고, 이로 인한 일이 감소하게 되어 

출력이 낮아지게 되며, 결국 동일한 출력을 위한 연료 

소비량 증가(통전기간 증가)가 필요하게 된다. Fig. 
7(a)의 결과에서 이중 분사 적용 시 분사압력을 700 
bar 정도 유지했을 때 단일 분사 시 보다 낮은 BSFC가 

됨을 확인하였고, 700 bar 이상 고압으로 분사할 경우 

BSFC 특성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Effect of injection pressure

(b) Effect of 2nd injection timing
Fig. 7. Effect of injection pressure and 2nd injection timing 

on fuel consumption characteristics in split injection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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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injection pressure and 2nd injection timing 
(main injection) on FMEP in split injection com-
bustion.

한편, Fig. 7(b)는 동일 분사압력에서 분사간격을 

유지 (8 degree)하고, 분사시기를 변경했을 때 BSFC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

사 시기가 TDC에 가까워질수록 BSFC는 점차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체 실험 조건에서 

단일 분사 보다 낮은 BSFC 특성을 확인하였다. 
Fig. 8은 이중 분사 전략에 따른 FMEP(friction mean 

effective pressure)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분사전략에 따른 엔진의 마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IMEP와 BMEP의 차이로 FMEP를 구하였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사압력이 증가할 때 FMEP
는 증가하였으며, 분사시기가 TDC에 가까워 졌을 때 

단일분사 및 이중분사 모두 FMEP가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또한 동일한 분사압력 조건(500 bar)
에서 단일 분사 보다는 이중분사 시 FMEP가 더 낮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기통 디젤엔진에서 이중 분사에 

따른 연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두 종류의 이중 분

사 전략 (분사시기 및 분사압력 변화)을 적용하였다. 
이 때 이중 분사 시 분사간격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주요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1) 실험 결과 이중 분사 시 분사압력을 증가시켰

을 때 착화지연기간은 약 69% 짧아지고, 연료의 통

전기간 감소 등으로 인한 연소의 빠른 종료로 연료

소비율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26.3 g/kWh 
@500 bar → 269.9 g/kWh @ 800 bar) 일정 압력(700 
bar) 이후 BSFC는 감소하였으나 단일 분사 시 연료

소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2) 분사간격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분사시기를 TDC 

근처로 지각하는 경우 착화지연기간은 감소하고, 연
비는 향상(142.4 g/kWh → 124.6 g/kWh, 12.5%)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마찰 손실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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