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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njection rate tests of a Diesel common-rail injector have been performed with injection volume measurement

type injection rate test system EMI21 for construction of injector model can be used in an engine calibration mean valued

model. The measuring principle of the test system is based on measurement of dispalcement of a movable measurement pis-

ton by the volume of fluid released by the injector. From these injection rate test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n shape of

instantaneous injection rate and injection fuel amount have been investigated and injection fuel amount calculation equation

based on test results has been newly constructed. This equation is very simple and calculation error is less than 5% with

test results for wide range injection pressure (200~1800 bar) and injection duration (200~1800 µs) conditions. So, it is antic-

ipated that newly constructed simple injection fuel amount model in this study can be efficiently used on engine calibration

and control model. 

1. 서 론

최근 각종의 규제와 기술 경쟁에 따라, 내연기관의 성

능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연기관 성능 향상은 부품경쟁력의 향상을 바

탕으로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최적 제어 또는 최적의

엔진 보정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성능의 도출이 가능

하다.

이의 실현을 위해, 최근 엔진 모델을 이용한 엔진보정

및 제어 관련 연구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된 요소 부품 모델 구성 및 성능 특성에 대한 이해도 증

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디젤엔진에서 인젝터 및 인젝터의 분사특성은

엔진 성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미립화 특성 및 분무 특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2,3).

그러나, 이러한 인젝터 개발과 연소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 고찰 이외에도, 효율적인 엔진 제어 또는 보정을

위하여 인젝터 성능 모델화 또한 필요한 상황이며, 이

중에는 인젝터 제어 모델과 연계된 통전시간과 분사압

력에 따른 효율적인 분사량 모델 구현 또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젤엔진용 커먼레일 인젝터의 분

사율 실험결과 분석을 통하여, 좀 더 간단하면서도 정확

성이 개선된 인젝터 분사량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험결과 분석을 통한 기존 인젝터 분사

량 모델의 문제점을 재검토하는 한편, 5% 정도 이내의

오차를 가지는 좀 더 간단한 구조의 분사량 관계식을

도출하였으며, 추후 이의 활용을 통한 엔진 제어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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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엔진 성능 시뮬레이션 구성 시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일반적으로 분사율 실험은 분사압력 및 분사기간등과

같은 인젝터 작동 조건에 따른 분사시간에 대한 순간분

사유량율 및 1회 분사유량 측정을 위하여 수행되어진다.

실험에 사용된 인젝터는 승용급 디젤엔진에 적용된

피에조 구동 방식의 커먼레일용 인젝터이며, 최대 분사

압력은 1800 bar 수준이다. 

분사율 실험 장치는 Moehwald사의 EMI 21을 사용하

였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장관법(또는 Bosch

법)과 Zeuch 법(4)과는 달리 연료분사실 내에 장착된 피

스톤의 연료도입에 따른 순간 변위 측정을 통하여 분사

율을 산정한다.

Fig. 1의 (a)에는 실험에 사용된 인젝터의 구동을 위한

전류 파형을 제시하였으며, Fig. 1의 (b)에는 인젝터 분

사율 실험장치의 센서 헤드 내부 구성(5)을 제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젝터의 순간 분사 특성은 분사압

력 및 분사기간 등에 따라 다르므로,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사압력과 분사기간을 변경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실험조건의 설정에 있어서, 분사압력과 분사기간은

실제 엔진의 통상의 운전범위를 포함하는 구간을 선정

하고자 하였으며, 분사압력은 아이들 시에서 최대 분사

압력 범위를 포괄할 수 범위, 그리고, 분사기간은 정상

적인 작동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실험 수행 시 결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조건에

서 조건 별 100회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분사율 특성 결과 분석

분사율 형태 분석은 이전의 참고문헌(1)에서 제시된

분사량 모델의 주요한 가정으로 활용되는 한편 계산 결

과의 오차원인 검토시의 주요 고려 대상이다.

Fig. 2에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분사율 측정 결과 예

를 보여주고 있으며, 분사율 형태와 관련된 주요한 특성

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어진다. 

우선, 모든 경우에 있어, 통전시간대비 실제 분사기간

은 밸브 거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길게 제시되고 있

으며, 이는 분사율 형상을 이용한 분사량 모델 구성 시

에는 통전시간과 분사기간과의 관계가 별도로 정의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분사율 형태 관련 특성으로서, 대체적으로 마

름모 형태를 가지나, 낮은 분사압력(200 bar)에서는 분

사기간 변화에 따라 최대 순간 분사율 변화폭이 매우

Fig. 1 Test injector operating current and schematic of

injection rate measurement sensor head

Table 1 Injection rate test conditions

Description
Operating

 range

Measurement 

inter

Injection pressure (bar) 200~1,800 200

Energizing duration of injector (µs) 200~1,800 200

Inner pressure of cylinder (bar) 20 -

Suppling temperature of fuel (oC)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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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반면, 분사압력이 높아질수록 최대 분사압력은 분사

기간에 대하여 평탄한 특성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확한 분사량 모델 구성을 위해서는 분사율 형

상 가정시 최대 분사율 크기에 대한 관계가 추가로 고

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2 1회 분사량 특성 결과 분석

아래의 Fig. 3에는 모든 실험조건에서의 분사량 결과

를 제시하였다. 1회 분사 당 최대 연량 분사량은 분사압

력 1800 bar, 분사기간 1800 µs 조건에서 약 80 mm3 정

도였으며, 측정된 분사량은 분사기간 및 분사압력의 증

가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되는 특성을 보이나, 분사압

력조건 별로 분사기간에 따른 연료량 증가의 선형성은

약간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분사량과 분사기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활용한

분사량 모델 구성 시 이러한 비선형성을 보완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비선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분사진행시간에 따른 분사 누적량을 제시하는 경우, 동

일한 분사압력 조건에서는 Fig.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행시간 대비 누적 연료량 증가가 비교적 선형적이면

서도, 동일한 특성을 제시함을 확인 할 수 있으나, Fig. 5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특성 곡선의 기울기는 분

사압력별로 상이하며, 분사압력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특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분사기간과 분사량의 직접적 관계 활용을 통

한 분사량 모델 구성 시, 분사압력 별 누적 연료량과 실

제 분사기간과의 모델화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으

나, 이 경우 또한 통전시간에 따른 실제 분사기간 산출

방법, 분사압력별 누적 분사량과 실제 분사기간과의 산

출 방법이 필요함을 할 수 있다. 

Fig. 2 Injection rate test results according to injection

pressure and injection duration conditions

Fig. 3 Injection fuel amount test results according to

injection pressure and injection dur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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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사조건에 따른 분사량 관계식의 구성

전술한 바와 같이 엔진 보정(calibration) 모델 또는 제

어 모델 구성을 위해서는 통전시간 및 분사압력에 따른

분사량 계산식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의 연구(1)에서는 Fig. 6과 같은 분사율 형태

를 가정하고, 식 (1)과 같은 분사량 계산 관계식의 기본

형태를 도출한 바 있다. 

이 경우, 분사 시작시의 분사율 곡선의 기울기는 동일

한 분사압력 조건에서 분사기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며, 분사 종료 시의 분사율 곡선의 기울기는 분사

시작시의 분사율 곡선의 기울기와 값은 동일하며 음의

값을 가진다고 가정되어진다. 

 (1)

where,

P : Injection Pressure 

a, ci : Constants from tests

tene : Injector energizing time 

상기 식 (1)을 이용하여 통전시간 및 분사압력에 대한

분사량을 계산하는 경우, Fig. 7과 같은 실험결과와의

비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7의 (b)에 제시된 오차율은 최대 40% 정도까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낮은 분사압력에서의 오차발생

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이는 3.1절의 Fig. 2의 결과 설명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낮은 분사 압력에서는 분사기간변화에 따라 최대 분

사율 변동이 심화되는 특성(Fig. 2의 (a))이 있으나,

Fig. 6에서 가정된 분사율 형태에서는 이의 특성이 반영

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과 적용 효율성이 높은 새

로운 분사량 모델 구성을 위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초기 계산관계식 구성 시, 3.2절에서 논의된 Fig. 4

minjl a c
1

2
c
1

+ c
2

⋅ ⋅–( ) P( )
2

tene c
1

P c
3

+⋅ ⋅+⋅=

Fig. 4 Accumulated fuel amount according to elapsed

injection time duration

Fig. 5 Accumulated fuel amount characteristics accord-

ing to injection pressure

Fig. 6 Injection rate shape for injection fuel amount cal-

cul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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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Fig. 5의 누적 분사량에 대한 분사기간과의 관

계를 응용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분사기간 즉, 분사지

연에 대한 정확한 근사관계식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하

였다. 

이에 식 (2)에 지시된 분사지수(IF)를 새롭게 정의하

고, 분사량은 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관계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8에 제시하였다.

Fig.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1회 분사유량과 IF와의 관

계는 6차항의 함수관계식으로 관계 설정이 가능함을 확

인할 수 있다.

(2)

where,

IF : injection factor

P : Injection Pressure 

a : Constant from tests

tene : Injector energizing time 

Fig. 9에는 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분사량과

측정 분사량과의 비교 결과와 오차율을 제시하였으며,

IF tene P
a

⋅=

Fig. 7 Injection fuel amount calculation results using injec-

tion rate shape assumption

Fig. 8 Relationship of injection factor(IF) and fuel amount

Fig. 9 Injection fuel amount calculation results using injec-

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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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율은 대략 5%이내 존재함으로서, Fig. 7에 제시된

기존 모델 결과보다 정확성 측면에서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상기의 인젝터 분사율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아

래에 간단히 정리하였다. 

(1) 실제 분사기간은 인젝터 통전시간 대비, 길게 이

루어지며, 이는 인젝터 내부의 니들밸브의 거동 지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높은 분사압에서는 분사기간에 대한 최대 분사율

변화가 적은 반면, 낮은 분사압에서는 편차가 큰 특성을

제시하였다. 

(3) 분사 진행 시간동안의 누적 분사량은 동일 분사압

에서는 일정한 특성 곡선안에 포함되는 특성을 제시하

였으며, 분사압력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4) 분사압력과 통전시간에 대한 분사량 관계식을 새

롭게 구성하였으며, 이의 오차율은 대략 5% 이하 정도

의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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