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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E 예혼합 압축착화 엔진에서 다단분사를 통한 연료 성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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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mogene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 combustion with multiple-injection strategy

using dimethyl-ether was investigated in a single cylinder direct-injection

compression-ignition engine. The combustion performance and exhaust emissions were

tested by varying the post injection conditions.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nder

low load and low speed conditions. By the late post injection near the top dead center,

the combustion phase was retarded and lengthened, and the fuel conversion efficiencies

improved without the drawbacks of exhaust emissions inc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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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혼합 압축 착화 엔진 연소는 연료를 흡기 포

트 혹은 실린더 내부에 매우 이른 시기에 분사하

여 충분한 예혼합기를 형성, 압축 착화하는 방식

으로 가솔린 엔진의 예혼합 방식과 디젤 엔진의

압축 착화 방식을 결합한 신 엔진 연소 기술 중

하나이다. 균일한 희박 혼합기를 통한 NOx와

soot의 동시 저감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연소 효율이 낮고, 직접적인 연소상 제어

인자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연료 디자인 및 이

중 연료 혼소 (dual fuel), VVT (variable valve

timing), VCR (variable compression ratio), 흡기

온도와 흡기 압력 제어, 혼합기 성층화 등에 대

하여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ME 예혼합 압축 착화 엔진에

서 다단분사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른 시

기의 메인 분사를 통해 예혼합기를 형성하고,

TDC (top dead center) 부근에서 소량의 연료

(포스트 분사)를 분사하여 혼합기 내에 연료 농

도 성층화를 이루어, 연소시기의 제어 및 연소

효율의 향상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포스

트 분사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사 횟수 증가에

따른 엔진 성능 및 배기 특성의 차이점을 살펴보

았다.

실험은 예혼합 압축 착화 연소 모드에서 진행되

었다. Table 1는 메인 분사 및 2차 분사의 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를 포함한 실험 조건을 나타

낸다. 엔진 회전 속도는 1200 rpm으로, 출력은

0.2 MPa IMEP (indicated mean effective

pressure)로 고정하였다. 연료 분사압은 30 MPa

이다. 예혼합기를 형성하는 메인 분사의 경우, 그

분사량은 출력에 맞추어 조절되었으며, 2차 분사

는 조건에 따라 1에서 5 mg으로 그 양을 달리하

여 변화하는 2차 분사량에 따른 연소 특성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메인 분사 시기는 -80oCA로

고정하였다. 이는 본 운전 조건에서 예혼합 압축

착화 연소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늦은 분사 시기

로서, -150
o
CA부터 TDC까지 분사 시기 변화를

통한 연소특성을 확인하여 선정하였다. 2차 분사

시기는 -19
o
CA로부터 TDC까지 변화시켰다.

Table 1 Operating and fuel injection conditions

Speed / Load 1200 rpm / 0.2 MPa IMEP

Injection pressure 30 MPa

Load

Main quantity
Adjusted to the fixed load

0.2 MPaIMEP

Post quantity
0 / 1 / 3 / 5 mg

2 mg + 1 mg

Main timing -80oCA

Post timing

-19-0oCA (TDC)

-11-0 with dwell time of

10-25
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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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cylinder pressure, heat release rate,

and accumulated heat release with various

injection strategies

Fig. 2 Differences in injected fuel quantity and

exhaust emissions compared to single injection

strategy

예혼합 압축 착회 엔진 연소에서 포스트 분사를

적용한 경우, 연소상 지각 효과가 컸다 (Fig. 1).

그러나 2단에서 3단으로 포스트 분사를 분할한

경우, 회당 분사량 감소로 인하여 포스트 분사

이후 열방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동일 출력

대비 메인 분사량이 증가하여 (Fig. 2) 오히려 연

소상이 진각되었다. 포스트 분사 이전의 예혼합

Fig. 3 Combustion efficiency and fuel conversion

efficiency with variable injection strategies

연소는 메인 분사량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3단

분사의 경우, Po2 분사 시기가 TDC 이후로 지

각되어 포스트 연소 열방출량이 감소하였다.

포스트 분사 적용 시, 연소상 지각에 의해 단일

분사 대비 총 연료 분사량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메인 분사량 감소로 인해 quenching zone에 분

표하는 혼합기량이 감소하여 HC 배출량 또한 저

감할 수 있었다 [1]. 반면 전체적인 실린더 압력,

온도의 감소로 CO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혼합기

성층화로 인한 상대적 농후 혼합기 영역이 증가

하여 NOx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NOx 배

출량은 포스트 분사 시기를 지각시킴으로써 단일

분사 수준으로 저감할 수 있었다.

포스트 분사를 2회로 분할한 경우, 2단 분사 대

비 연소 효율은 상승하였다. 메인 분사량 증가로

인한 예혼합 연소 효율 상승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나, 늦은 분사 시기의 Po2의 연소 효율일 감

소, 전체적인 연소 효율의 상승은 없었다. 포스트

분사 분할로 인해 오히려 연소상이 진각되어 포

스트 분사의 효과가 반감되었으며, 연료 변환 효

율은 2단 분사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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