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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직접분사식 기관은 가스 연료를 실린CNG

더 내에 직접분사 하는데 따른 체적효율의 증가

효과로 출력이 흡기관분사식 기관에 비해 약CNG

정도 향상된다 또한 연소실 내 고압분사에10% .

의한 강한 난류생성으로 운전 가능한 희박영역은

흡기관분사식인 경우보다 공기연료당량비로 약

정도 확장된 약 영역이다0.1 =1.4 .λ (1~2) 그러나 희

박영역에서의 출력은 주지의 사실과 마찬가지로

공급열량의 감소로 인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대형 직접분사식 기관. CNG

의 출력보상방법의 하나는 기관의 열효율을 증가

시키는 것이다 열효율은. =1-η ε1-k 로 비열비 k

값이 일정하면 기관의 열효율은 압축비만의 함수

가 된다.(3) 천연가스는 탄소가 가장 적으며 옥탄

가가 정도로 높은 연료이기 때문에 압축비를130

증가시킨다면 열효율 증가에 따른 기관성능향상

이 예상된다 하지만 과도한 압축비의 증가는 연.

소실 내 온도 증가로 인해 노킹이 발생되므로 압

축비의 증가는 제한이 따르게 된다.(4~5)

본 연구에서는 압축비 변화에 따른 대형 직접

분사식 기관의 출력향상효과를 알아보기 위CNG

해 발화 운전 중 압축비 변경이 가능한 가변압축

비시스템을 구성하여 압축비 증가에 따른 기관성

능 및 배기특성을 파악하였다.

실험장치 및 방법2.

실험장치2.1

은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실험Fig. 1 .

장치는 대형 단기통 기관 연료계통 흡배C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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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통 및 제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직접분.

사식으로 공급되는 연료는 약 로 충전되어15MPa

차 감압기를 거쳐 약 까지 감압되어 고1, 2 3MPa

압 에 저장된 후 장착된 고압분사accumulator

전용 인젝터를 통해 연소실 내로 공급된다CNG .

흡기관분사식으로 공급되는 연료는 상기의 라인

과 동일하게 차 감압기가 사용되며 약1, 2

로 공급된다 직접분사식에 사용되는 인젝0.5MPa .

터는 볼 포핏 형 고압분사밸브와 차압피스톤이-

이용되어 저구동력을 발생시켜 솔레노이드에 의

한 고속 전자제어가 가능하고 구동 중에 볼 포핏-

밸브가 회전 및 굴절되어 기밀성이 향상되는 특

징이 있다 은 대형 직접분사식 기관. Table 1 CNG

의 제원을 나타낸다.

는 압축비변화가 가능한 대형 기관Fig. 2 CNG

의 가변압축밸브 구동시스템 실물사진과 개략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압축비 변화는 가스켓 삽.

입 피스톤형상 변경 등을 통해, 변화시키지만 가

변압축비 기관은 저자들이 기 개발하여 사용CNG

중인 실린더 이동방식을 채택하였다.(6) 실린더

이동방식의 가변압축비화는 크랭크 케이스를 고

정시킨 상태에서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의

상하운동에 의해 압축비 변화가 가능한 방식이

다 이 가변압축비시스템 을 통해 발화 운. (VCRS)

전 중 압축비 변화 시 실린더 헤드와 블록만 이

동하여 연소실의 형상이 변화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실린더 헤드와 블록의 이동에 따른.

흡배기밸브타이밍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밸․
브타이밍 고정장치로 구성된다 밸브타이밍 고정.

장치는 압축비 변화 시 실린더 헤드와 블록이 같

이 움직여지는 캠축에 대해 동일한 변위로 이동

되어 캠의 위상각이 일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험방법2.2

실험은 이론 공기 연료당량비하에서 압축비변-

화에 따른 대형 직접분사식 기관의 출력양상CNG

과 배기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압축비는 압축.

비 에서부터 이상연소가 발생되는 압축비까=10ε

지 단계적으로 변화시켰다 압축비 변화에 따른.

직접분사식 기관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동CNG

일한 조건으로 흡기관분사식 기관에도 적용CNG

하였다 기관회전수는 최대토크 발생회전수인.

점화시기는 로 고정하였다 냉각수1400rpm, MBT .

온도는 로 유지하였다 공연비 산출은 연료353K .

성분 중 만을 고려하였다.

Fig. 2 The picture and schematic of variable

compression ratio Heavy duty CNG engine

Engine type SOHC

Number of cylinder single cylinder

Bore × Stroke 123mm×155mm

Displacement 1842cc

Compression ratio 10~13

Injection type PI, DI

Table. 1 Specification of CNG engine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결과 및 고찰3.

대형 직접분사식 기관의 유효압축비3.1 CNG

은 전개운전 시 이론 공기 연료당량비 하Fig. 3 -

에서 압축비 변화에 대한 대형 직접분사식 CNG

기관의 연소실 내 압력을 흡기관분사식 기관CNG

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압축비가 증가하면.

분사방식에 관계없이 실린더 내 연소압력은 증가

하며 최고연소압력 발생지점이 부근으로 근TDC

접하는 것을 보인다 직접분사식의 경우 압축비.

에서의 실린더 내 최고 연소압력은 약=11ε

로 압축비 인 경우에 비해 약 정도70bar 10 13.5%

증가한다 압축비를 더 증가시킨 압축비. =11.5ε

에서부터는 노킹 특유의 소음과 한 압력진slight

동이 발생하는 것을 보인다 흡기관분사식. CNG

기관의 경우도 직접분사식과 마찬가지로 압축비

증가 시 연소압력은 증가하지만 노킹은 압축비

이상부터인 것을 알 수 있다 직접분사식의=13 .ε

경우 노킹 전의 최대압축비가 흡기관분사방식에

비해 낮은 것은 실린더 내 고압분사로 인한 압축

비상승효과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노킹이 발생하기 전 직접분사식 기관의 최CNG

대압축비는 이며 흡기관분사식 기관의=11 CNGε

경우는 로 직접분사식의 경우가 낮다 그=12.5 .ε

러나 직접분사화에 의한 효과로 압축상승효과가

있어 흡기관분사식의 최대압축비인 경우와 압력

상승구배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해 동일 압축비와 각 분사방식의 최대압

축비에서의 연소압력을 비교하여 에 나타낸Fig. 4

다 의 는 동일 압축비 에서 직접분. Fig. 4 (a) =10ε

사식 기관과 흡기관분사식 기관의CNG CNG P-V

선도를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분사식.

의 경우 압축초기에 연소실 내로 고압의 연료가

분사되기 때문에 초기압축압력의 구배가 흡기관

분사식에 비해 다소 큰 것을 보인다 또한 최고.

연소압력은 약 로 흡기관분사식에 비해 약57bar

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의 는 직13.7% . Fig. 4 (b)

접분사식의 최대압축비와 흡기관분사식에서 압축

비 증가에 따른 선도를 나타낸다 직접분사식P-V .

기관의 최대압축비 인 경우 초기압축CNG =11ε

압력과 증가율은 흡기관분사식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흡기관분사식의 경우 압축비.

에서부터 압축비를 최대압축비인 까=10 =12.5ε ε

지 증가시키면 초기압축압력의 구배가 점점 커지

Fig. 4 P-V diagram according to compression

ratio

Fig. 3 In-cylinder pressure with each injection type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대압축비 에서는=12.5ε

직접분사식과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또한 압축.

비 증가에 따라 최고연소압력도 증가하여 최대압

축비에서 약 정도를 나타내며 연소초기부터70bar

최고연소압력까지의 증가구배도 직접분사식과 거

의 동일한 것을 보인다 이로부터 직접분사식.

기관의 최대압축비는 이지만 압축비상CNG =11ε

승효과로 흡기관분사식 기관의 압축비CNG ε

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12.5 .

압축비 증가에 의한 출력향상효과3.2

는 각 분사방식에서 압축비 변화에 따른Fig. 5

열효율을 나타낸다 열효율은 압축비의 함수이므.

로 압축비가 증가할수록 직접분사식과 흡기관분

사식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압축비. ε

에서 직접분사식의 열효율은 흡기관분사식에=10

비해 약간 작은 값을 보이는데 전개운전 시의 펌

핑손실의 증가와 혼합율 저하에 기인한다고 생각

된다 압축비 인 경우 열효율은 약 로. =11 8.8%ε

증가하며 이 보다 압축비를 증가시킬 경우는 오

히려 감소된다 흡기관분사식의 경우도 압축비.

까지 증가하다 이 이상의 압축비에서는=12.5ε

직접분사식과 마찬가지로 열효율이 감소되는 것

을 보인다 노킹 전까지의 압축비 증가에 따른.

열효율에 대해 나타내면 직접분사식( / )△η△ε

기관의 경우는 약 흡기관분사식 기CNG 2.4, CNG

관은 약 으로 직접분사식의 경우가 약 배0.76 3.2

높은 것을 보인다. 이로부터 압축비 증가효과는

흡기관분사식에 비해 직접분사식에 효과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은 압축비 변화에 따른 직접분사식Fig. 6 CNG

기관의 도시평균유효압력과 사이클변동치를 나타

내며 이를 흡기관분사식과 비교한 것이다 직접.

분사식 기관의 경우 도시평균유효압력은 열CNG

효율과 마찬가지로 최대압축비 까지 증가하=11ε

다 이보다 더 압축비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감소

하는 것을 보인다 흡기관분사식의 경우도 최대.

압축비인 까지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며=12.5ε

증가하지만 이 이상의 압축비에서는 감소하게 된

다 각 분사방식의 최대압축비까지 압축비 변화.

에 대한 도시평균유효압력의 증가구배( IMEP/△ △

를 보면 직접분사식은 약 흡기관분사식) 1.25,ε

은 약 로 직접분사식이 약 배 크다 이와0.45 2.8 .

같이 직접분사식에서 도시평균유효압력의 증가율

이 흡기관분사식 경우보다 큰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분사화에 의한 실제 압축비상승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사이클 변동치는 두 분사방식 모두 이내로5%

안정적인 운전성을 보인다 압축비 인 경우. =10ε

직접분사식 기관의 사이클 변동치는 흡기관CNG

분사식에 비해 약간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직

접분사를 함으로써 혼합율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축비를 증가시킨 압축비 인 경우=11ε

직접분사식의 사이클 변동치는 압축비 인=10ε

경우에 비해 약 감소되어 약 로 연소향28% 2.1%

상이 나타났으며 이 보다 압축비를 더 증가시키

Fig. 6 IMEP and COV imep with various

compression ratio

Fig. 5 Brake thermal efficiency with various

compression ratio



는 경우는 압력진동에 의해 사이클 변동치의 감

소율은 완만해지는 것을 보인다 반면 흡기관분.

사식의 경우 압축비가 증가하더라도 큰 변화폭

없이 유사한 사이클 변동치를 보이다 노킹이 발

생하는 압축비 에서 약간 증가하는 것을 나=13ε

타낸다 이와. 같은 압축비 증가에 따른 연소안정

성의 향상은 압축초기온도 증가와 난류형성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부터 희박영역에서.

의 출력감소는 압축비 증가에 의해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연소향상으로 희박한계의 확.

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 압축비 변화에 의한 연소향상효과를Fig. 7

파악하고자 직접분사식 기관 및 흡기관분사CNG

식 기관의 초기연소기간 및 주 연소기간을CNG

나타낸다 압축비 증가와 관계없이 직접분사식의.

초기연소기간은 흡기관분사식에 비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린더 내 직접분사에 의한 효.

과와 압축비 증가에 의한 연소실 내 온도상승에

따른 연소속도의 증가로 판단된다 흡기관분사식.

의 경우도 압축비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연소

기간이 감소되는 것을 보이지만 압축비 에=13ε

서 초기 및 주 연소기간이 약간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현상 역시 최고연소압력의 급격한.

증가와 압력진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기특성3.3

은 노킹 발생 전 최대압축비까지 압축비Fig. 8

변화에 따른 직접분사식 기관과 흡기관분사CNG

식 기관의 배출물 특성을 나타낸다 직접분CNG .

사식의 경우 는 압축비가 증가함에 따라CO, HC

약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14.2%, 17.7% .

의 감소는 압축비가 증가되면 실린더 내CO, HC

연소온도가 증가하여 산화반응성 향상에 기인한

다 반면 흡기관분사식의 경우 압축비가 증가하.

더라도 와 의 감소율이 미미함을 보여 압CO HC

축비증가는 배출물 저감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의 경우 직접분사식과 흡기관분사식 모두NOx

압축비가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 직접분사식의 경우 공급열량의 증대에.

따른 연소실 온도증가로 흡기관분사식에 비해 전

반적으로 배출량의 많은 것을 보인다 노킹NOx .

발생 전까지의 압축비 증가에 대한 증가율NOx

은 직접분사식의 경우 약 흡기관분사식은12.8%,

약 증가된다 이와 같은 배출량의 증55.5% . NOx

가는 압축비가 높은 경우 연소실 내 최고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희박연소 시 압축비를 증가

시키면 출력향상과 더불어 연소실 온도 감소에

의한 의 저감도 예상된다NOx .

Fig. 7 Combustion duration with various

compression ratio

Fig. 8 Emission characteristics with various

compress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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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직접분사식 기관에 대하여 압축비 변CNG

화에 따른 특성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본 실험조건으로부터 직접분사식 기관의 경CNG

우 압축비 흡기관분사식 기관의 경우=11.5, CNGε

압축비 이상에서는 노킹소음과 한 압=13 slightε

력진동이 발생되었다 각 분사방식에서의 노킹.

발생 전의 최대압축비는 직접분사식 기관이CNG

로 낮지만 압축비상승효과에 의해 흡기관분=11ε

사식 기관의 최대압축비인 와 유사하CNG =12.5ε

다고 볼 수 있다 기관의 열효율은 압축비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으며 직접분사식 기관의CNG

경우 압축비 변화에 따른 열효율의 증가율은 흡

기관분사식 기관에 비해 약 배정도 큰 것을CNG 3

알 수 있었다 또한 압축비 증가로 인한 초기온.

도상승과 난류생성으로 인한 연소향상효과로 기

관 운전성이 향상되는 것을 보였다.

압축비 변화에 따른 는 연소실 내 온도CO, HC

증가로 직접분사식 기관의 경우CNG 14.2%,

감소하지만 흡기관분사식 기관의 감17.7% CNG

소폭은 미미함을 나타낸다 는 두 분사방식. NOx

모두 압축비가 증가할수록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

을 보였다.

이로부터 희박연소 시에도 압축비를 증가시킨

다면 공급열량 저하로 인한 출력감소가 보상되고

동시에 연소안정성 향상으로 인해 희박한계가 보

다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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