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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분무가시화를 통한 분위기 압력 및 인젝터 

가이드 길이 변화에 따른 거시적 분무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설기계공학과

강 유 진

본 연구에서는 정적 연소기를 이용한 분무가시화에서 분위기 압력이 증가할 때의 

거시적 분무 특성을 통해 분사 초기 분무의 거동을 관찰하였고, 기체 연료가 

고압으로 분사될 때 발생하는 초음속제트의 영향으로 인한 유동 정체가 인젝터 

가이드 길이의 연장에 따라 해소되는지 관찰하였다. 또한 연료의 온도가 분사 

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분위기 압력의 증가에 분무관통거리가 감소하였고, 분사 후 0.2 까지 

가이드 길이가 길어질수록 분무원추각이 작게 나타났다. 인젝터 가이드 길이가 

증가할수록 분무관통거리 및 분무지속시간이 증가하였고 이와 반비례하게 

분무관통거리는 감소되었다. 연료 온도에 따른 유량을 측정한 실험에서 유량은 

온도와 상관없이 분사압력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위기 압력 변화에 따른 거시적 분무 특성은 정적 연소기 내부의 분위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연소기 내부 공기의 밀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연료 분무에 저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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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게 되어 분무관통거리가 감소하고 분무원추각은 이와 반비례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 출구 주변에 형성되던 마하디스크가 그 길이가 증가할수록 

출구 주변에서 점점 멀어지며 유량 정체가 해소되고 분사 초기 연료의 유동이 

안정화되며 분무관통거리 및 분무지속시간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료 

온도가 기체의 상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온도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유량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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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배경

내연기관은 가솔린, 디젤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기관을 말한다. 연료의 연소를 통해 생성되는 많은 

배출물들은 배기관을 통해 대기 중에 배출된다.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해 생성된 대기오염물질들은 지구온난화 및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을 위해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어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배출가스를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화석연료에 대한 해결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대체연료 및 차세대 연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연료의 대표적인 물질로 천연가스를 들 수 있다. 

압축천연가스는 산지에 따라서 조성이 상이하긴 하지만 주성분인 메탄 함량이 

80 ~ 98% 로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고부하 작동 조건에서 높은 내노킹성을 

보이고 를 감소시키기 쉽다[1]. 이는 미국에서 시행중인 클린 시티 프로그램에서도 

석유대체 효과 및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우수한 연료로 입증되었다. 또한 

압축천연가스는 연소 안정성이 뛰어나고, 고옥탄가, 넓은 연소 한계 등의 이유로 

가솔린 엔진과 동일한 연소방식인 불꽃 점화 엔진에 적합하다. 불꽃 점화 엔진에 

압축천연가스를 적용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엔진의 개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꽃 점화 엔진에서 압축천연가스의 연료 분사 방식은 흡기 매니폴드 분사(PFI: 

Port Fuel Injection)와 연소실 내 직접 분사(DI: Direct Injection)가 있다. DI 

방식은 실린더 내에 연료를 직접 분사하여 공기량이 희박한 조건에서 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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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데 압축천연가스의 희박연소는 착화 및 화염전파 지연으로 연소가 

불안정해 미연 탄화수소가 발생하게 되어 연소효율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2]. 

따라서 현재 압축천연가스 엔진은 PFI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PFI 방식은 연료가 기체 상태로 매니폴드에 분사되기 때문에 실린더 내로 

흡입되는 공기량이 작아져 체적효율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엔진 성능 또한 

동급의 가솔린 대비 15% 정도 저하되지만[2], 터보차저의 장착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공급되는 압축천연가스 인젝터는 4 bar 

수준의 저압 인젝터로서 터보차저를 적용했을 때 분사압력과 흡기 매니폴드 압력의 

차이가 적어 정확한 분사 유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밀한 연료 분사 제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8 bar 급의 고압 인젝터를 적용하여 정밀한 연료 분사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상적인 공연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체 연료의 고압분사는 초음속제트를 발생시키고 압축성 유동을 

동반한다. 이에 따른 유량 저하 발생으로 관통성이 저하된다[3]. 한 수치해석적 

연구에 따르면 연료 분사 노즐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수직 충격파 직전의 유체 

속도가 감소하고, 반사 충격파 전후에서 속도 차이가 감소하여 유동 정체 또한 

감소[4]하였다는 결과가 있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실제로 분사 노즐의 길이가 

증가했을 때 압축성 유동의 발생이 억제되어 분무 특성이 향상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흡기 매니폴드 내 압력은 자연 흡기 조건에서도 엔진 작동 속도에 따라 

상승하게 된다. 분위기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분위기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축 방향 속도가 반경 방향 속도로 변환하는데 기여하게 되어 분무원추각이 

커지게 된다[5]. 따라서 가스 인젝터에서 분위기 압력에 따라 거시적 분무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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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동향

천연가스의 본격적인 개발로 인해 천연 가스가격이 하향화 되고 안정화되면서

[6,7,8] 내연기관 분야에서는 가솔린과 디젤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출력을 낼 수 

있는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압축천연가스 연료 분사 방식은 기술의 발전을 따라 3세대 수준에 도달해 

있다. 1세대 분사방식은 기계식으로 기화기를 사용하여 연소하였고, 2세대 이후부

터는 전자식 제어 방식이 도입되면서 SPI(Single Point Injection)방식이 적용되었

다. 현재는 MPI(Multi Point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압축천연가스의 희박 연소는 체적효율 및 열효율 가솔린 대비 10% 수준의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9]. 하지만 압축천연가스를 단일 연료로

써 직접분사 하게 되면 기체상의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체적으로 인해[10,11] 연소 

효율이 저하되고 착화 및 화염전파 지연으로 미연탄화수소를 발생시킨다[2]. 

앞서 언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높은 옥탄가와 넓은 연소한계의 특징을 가지며 높

은 압축비와 희박연소 구현이 가능한 압축천연가스 연료를 GDI에 접목할 수 있는 

Bi-Fuel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12,13]. 

하지만 Bi-Fuel 시스템 엔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연료를 사용하므

로 그 연소 특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시동, 공연비, 가감속등의 정밀한 제어가 요구

되는 초 저공해 자동차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4]. 

압축천연가스 직접 분사 불꽃 점화 엔진은 가솔린 대비 10%까지 출력 상승이 가

능하다는 점 때문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ukrut S Thipse et al.은 직

접 분사 CNG의 분사 전략 및 최적화 연구를 통해 분사 시기에 따라 엔진 출력이 

향상되고 HC, NOx 등의 배출물 저감이 우수함을 보였고[15], Catapano, F. et al.

은 가솔린/CNG 듀얼-퓨얼, 가솔린 포트 분사, CNG 직접분사, CNG 직접분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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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포트 분사 듀얼-퓨얼의 착화 및 화염 전파속도 등을 실린더 내부 관찰이 가

능한 SI 엔진을 이용해 진행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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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목적

흡기 매니폴드에 기체상의 가스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게 되면 압축성 유동으로 

인해 유동이 정체되고 유량 및 유속이 감소하게 된다. 실제 엔진에서 유량 감소는 

이상적인 공기/연료 비율을 무너뜨려 연소 효율이 저하된다. 따라서 연구 배경에 

설명한 바와 같이 노즐 길이 변화에 따라 압축성 유동의 영향이 해소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무의 거시적 특성 중 분무관통거리와 분무원추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디젤 등 액체상 연료의 경우 분위기 압력이 상승할수록 분무의 진행방향이 

축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반경 방향으로 진행하여 분무원추각이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액체와 기체는 서로 다른 유체 특성을 가지므로 기체에서는 분무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분위기 압력이 변할 때 기체상 

연료 분무의 거시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연료 온도가 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따른 분사 

유량을 측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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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슐리렌 기법 (Schlieren technique)

슐리렌 기법은 특수 촬영 기법으로 투명 매질 중에 굴절률의 근소한 변화가 있을 

때 빛의 굴절을 이용해 그 변화를 명암의 차로서 나타내는 광학 측정법으로 육안 

또는 사진촬영으로 그 모양을 관찰한다. 온도나 압력에 의해 굴절률에 변화가 

생기거나 밀도가 다른 증기 등 육안으로 관측이 어려운 현상을 관측하는데 

알맞다[17].

슐리렌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 LED 광원, 구형 거울 및 카메라가 

필요한데 이들은 길이 7m 이상, 폭 2m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슐리렌 효과로 인한 

형상은 비디오 카메라로만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 거울, 카메라, 

광원의 각도를 맞춰 카메라에 상이 맺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18]. 슐리렌 기법의 

밝기는 굴절 변화의 크기에 비례한다. 굴절 변화가 클수록 점 광원의 이미지의 

처짐이 커지면서 더 많은 빛이 라이트 블록(점 광원이 반사된 후 상이 맺히는 

지점)의 가장자리를 통과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굴절률은 밀도의 변화에 의하며, 

여기서 은 굴절률을 나타낸다. 공기나 기타 가스의 경우 굴절률과 가스밀도 

사이에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k는 대부분의 가시 스펙트럼에서 거의 일정한 Gladstone-dale 계수이다. 

공기의 경우 약 의 값을 갖는다. 광학 축에 수직인 밀도 구배, 즉 에 의한 점 광원 

이미지에 대한 각도 편향 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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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은 광축 방향으로 외란의 범위이다. 밀도는 압력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의 모든 변화도 마찬가지로 가시화된다. Figure 

2-1은 슐리렌 기법을 나타낸다.

Figure 2-1 Schematic of Schlieren techniqu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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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체 연료의 압축성 유동 (Chocked flow)

대기의 공기는 음속의 이동속도를 가지며 물체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이동한다. 

물체가 아음속으로 이동하게 되면 물체는 공기의 저항을 크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물체가 초음속으로 이동할 경우 공기는 물체의 이동에 반응하지 못해 공기에 의해 

큰 저항을 받게 된다. 이를 초음속제트라고 하며 이는 압축성 유동을 동반하게 

된다[19,20]. 

압축천연가스 인젝터는 고압의 연료를 흡기 매니폴드에 분사하게 된다. 따라서 

고압의 기체가 노즐을 통과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 조건의 매니폴드로 분사될 

때 압력차로 인해 노즐 출구에서 유동이 초음속으로 가속하게 된다. 그로인해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초음속제트가 발생하게 되며 노즐 출구 주변에서 마하디스크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마하디스크 후단에서 아음속으로 감속되며 반사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매니폴드 내부의 공기들이 압축되며 압축파에 의한 압축성 

유동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마하디스크의 발생으로 인한 유동 및 압력의 

변동으로 유체의 거동이 정체되며 유량과 유속의 저하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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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장치 및 해석방법

3.1 연료 시스템

3.1.1 실험연료

압축천연가스는 자발화 온도가 650 가량으로 공기 중에 유출 시 화재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고압 탱크에 보관되어 압력 용기 파열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질소()로 대체하여 

실험하였다[21-24]. 또한 연료 분사 시 무색 기체의 촬영을 위해서 소량의 아세톤 

증기를 첨가하여 가시성이 향상되었다.

3.1.2 실험 인젝터

분무관통거리, 분무각, 유량, 면적, 유속 등은 분사 압력 같은 분사 조건의 영향을 

받는 인젝터의 분무 특성이다. 인젝터의 분무 특성은 연료와 공기의 혼합을 

균일하게 하여 엔진의 연소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중 거시적 분무특성인 분무관통거리와 

분무원추각은 인젝터의 기하학적 형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Figure 3-2에 나타낸 인젝터가 사용되었다. 인젝터 특성은 Table 

3-1에 나타냈다. 솔레노이드 인젝터의 작동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로를 통해 

가스가 공급되고 솔레노이드에 전자기력이 가해지면 코일이 자성을 띄게 되고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기장으로 인해 발생된 자기력은 플런저를 움직이게 된다. 

플런저가 스프링의 힘을 극복하고 위쪽 방향으로 상승하게 되면 출구 쪽 유로가 

개방되어 가스가 배출된다[26]. 솔레노이드 인젝터는 출구단을 빠르게 개방하기 

위하여 피크 전류로 구동하고 개방 후에는 홀드전류로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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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old 방식[27]을 채용하여 인젝터를 제어한다. Peak and hold 인젝터의 

대략적인 구동전류 파형은 Figure 3-2에 나타나 있다.

Figure 3-1 Solenoid type compressed natural gas 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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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pecification data of CNG injector

������������� �� ��������

����������� �����

Model maker Motonic

Type Solenoid

Size ∅15.0 x 45.4mm

Number of hole 4

Injector guide diameter (��) 6

Max. operating pressure(���) 8 − 10

Input voltage(�) 10 − 14

Input current(�) 1.2

Max. flow rate(�/���) 150

Magnetic flux density(T) Up to 1.4 (@Stroke 0.15mm)

Coil turn(turns) 366

Coil resistance(Ω) 8.5

Attraction force(N) 6.0 (@Stroke 0.15mm)

Figure 3-2 Driving current wave of solenoid type injector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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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전자식 압력 레귤레이터

흡기 매니폴드 연료 분사 방식은 연료 분사 압력이 커먼레일 방식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200~250 의 압력으로 압축되어 연료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천연 

가스를 인젝터에 바로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압력 레귤레이터를 통한 감압이 

필수적이다. 

압력 레귤러에서는 ECU에 의해 제어되는 전자식 레귤레이터로 모토닉사에서 

제작되었다. 내부에서 총 두 번의 감압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감압은 기계적 

방식을 통해 100 bar 수준으로 감압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감압에서는 전자식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 8 bar로 감압 되어 인젝터로 공급된다. 

레귤레이터에는 냉각을 위한 냉각수 입구/출구단이 있으며, 기계적 감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의 손상 또는 인젝터가 견디지 못하는 

고압이 공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릴리프 밸브가 설치 되어있다.

Figure 3-3 Electronic pressure reg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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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무가시화 시스템

분무가시화를 통해 액체 또는 기체 연료를 슐리렌 기법(Schlieren technique), 

PLIF(Planar Laser-induced Fluorescence) 등의 광학 기법을 이용하여 

분무경계를 촬영할 수 있는데 이는 연료의 거시적, 미시적 분무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Figure 3-4는 분무가시화 시스템의 계략도이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인젝터에 연료를 공급한다. 거시적 분무 특성 중 분무관통거리와 

분무원추각을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된 질소는 저장 탱크에서 연료 압축천연가스 

레귤레이터를 통해 8 bar 로 감압 되었다. 감압 된 질소는 연료 내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거치고 아세톤이 저장되어 있는 

accumulator에서 아세톤 증기가 첨가된 상태로 인젝터로 공급된다.

Figure 3-4 Schematic of Spray Visu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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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Spray visualization system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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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정적 연소기(Constant Volume Combustion Chamber)

Figure 3-6은 엔진 실린더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모사하기 위해 제작된 정적 

연소기(CVCC)이다. 약 1,295ml의 용량을 가지며 석영 창, 인젝터 홀더, 가스 입구 

및 출구단을 포함하는 교체가 가능한 6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다. 인젝터는 연료가 

바닥으로 분사될 수 있도록 정적 연소기 위쪽에 설치되며 좌측, 우측에는 분무 

거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석영창이 설치되어 있다. 하단부에는 벤틸레이션 관과 볼 

밸브가 설치되어 내부에 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면에는 정적 연소기 

내부에 산소 또는 질소를 이용하여 분위기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스 입구단이 

설치되어 있고 점화플러그를 설치하여 정적 연소기 내에서 연소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본 실험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Figure 3-6 Constant Volume Combustion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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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고속카메라

분무가시화에서 고속카메라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분무거동은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데 성능에 따라 초당 10,000 프레임 이상의 촬영 속도를 가지는 고속카메라는 

분무의 발달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속카메라는 10,000FPS Photron FASTCAM SA3 model 

120K-C1 이다. 17μm 픽셀 사이즈를 가지는 CMOS 이미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50mm 니콘 렌즈가 사용되었다. Figure 3-2는 Photron사의 FASTCAM SA3 

model 120K-C1과 50mm 니콘 렌즈이다. 고속카메라는 인젝터 드라이버와 

BNC케이블로 연결되어 분사 시작버튼을 누르면 카메라의 트리거가 작동되고 

동시에 분무 영상 촬영이 시작된다

Figure 3-7 Photron FASTCAM SA3 120K-C1 and 50mm Nikkon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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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광원

빛의 산란으로 인한 상의 흐려짐을 방지하기 위해 슐리렌 기법에서 요구하는 점 

형태의 LED 광원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광원의 재원은 Table 3-2와 같다. 

일반적으로 슐리렌 기법에서는 200루멘 이상의 휘도를 요구하지만 170루멘에서는 

밝기가 다소 어둡게 나타났으나 슐리렌 기법을 사용해 분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다.

Figure 3-8 Spot lighted LED light source

Table 3-2 Specification of light source

����������� �����

Power supply AAA Battery × 3e.a

Size (mm) 110 × 30 × 27

Material Aluminium

Light source LED

Luminance (Lm)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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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오목거울

두 개의 SM300 오목거울이 Z-타입의 슐리렌 기법을 위해 사용되었다. 첫 번째 

거울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빛을 반사하고 반사된 빛은 정적 연소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된 석영창을 지나 두 번째 거울을 거쳐 카메라 고속 카메라 조리개로 

들어간다. 거울의 높이와 위치에 따라 카메라에 잡히는 상의 선명도와 밝기가 

달라지므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설치되어 있다.

Figure 3-9 Concave mirror for schliere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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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인젝터 홀더 (Injector holder)

분무가시화를 진행하는데 인젝터의 위치는 이미지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적 연소기에 인젝터가 바르게 설치될 수 있게 하고 높은 분사압력에도 

고정된 인젝터의 위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인젝터 홀더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본 인젝터 홀더는 온도나 외력에 의한 형태의 변형을 최소화하여 정적 

연소기에 설치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Stainless steel 재질로 

제작되었다. 또한 천연가스 인젝터를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정적 연소기 내부 압력이 증가하였을 때에도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젝터 가이드에 맞는 와셔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가스켓을 

설치하였다. Figure 3-10은 분무가시화에 사용된 천연가스 인젝터의 기밀성 및 

고정을 위해 설치된 인젝터 홀더이다.

Figure 3-10 Schematic of Injector holder for CV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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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어장치

3.3.1 인젝터 드라이버

실험에 사용된 인젝터 드라이버는 MOBIQ Technology사의 multi-channel spill 

valve controller peak and hold current driven이다. 하지만 peak and hold 

타입의 인젝터 구동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인젝터 

드라이버로 사용되었다. 본 제어기는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14V를 공급받아 

인젝터를 구동 시킨다. 또한 총 4개의 독립 출력 채널이 있으며 Period, Set time, 

Peak time, Frequency, Duty, Stroke 등을 제어할 수 있다.

Figure 3-11 Peak and hold type injector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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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석방법

3.4.1 분무관통거리와 분무원추각의 정의

거시적 분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무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흑백 

처리된 이미지를 통해 분무관통거리와 분무원추각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Figure 

3-12는 본 연구에서 스프레이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의한 분무관통거리와 

분무원추각을 나타낸 그림이다. 인젝터 가이드 끝단에서부터 분무가 운동성을 잃고 

공기와 혼합하기 직전 까지의 수직 거리는 분무관통거리로 정의되었고 분무 진행 

방향을 중심으로 분무가 콘 모양으로 형성되었을 때 면적이 가장 넓은 콘 부분의 

반경방향 바깥 경계 사이의 거리가 분무원추각으로 정의되었다.

Figure 3-12 Define of macroscopic spray characteristic



- 22 -

3.4.2 분무가시화

분무가시화는 정적 연소기 내에 압축천연가스 인젝터를 설치하고 분무의 거동을 

촬영할 수 있도록 Z-타입의 슐리렌 기법이 사용되었고 개념도는 Figure 4-2에 

나타냈다. 슐리렌 기법에서는 빛의 산란에 의해 촬영된 분무가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 광원이 사용된다. 따라서 점 형태로 빛이 출력되는 LED 광원이 

사용되었다. 

분무영상은 Photron FASTCAM SA3 model 120K-C1을 통해 10,000 frame 

per second의 속도, 256 ×512 Pixels 크기로 촬영되었다. 인젝터 드라이버의 

신호 터미널에서 BNC 케이블을 분기하여 고속카메라에 트리거 신호를 보내 분무 

시작과 동시에 카메라가 촬영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였다. 

촬영된 영상은 PFV(Photron FASTCAM Viewer)가 설치된 PC에 저장되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tiff 형식의 이미지 파일로 변환되었다. 저장된 이미지는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인 “ImageJ”를 통해 흑백 이미지로 변환 및 선명화 되어 가시성을 

높였고 분무관통거리와 분무원추각을 정의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처리된 이미지는 

Figure 3-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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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Schematic of z-type schlieren technique

Figure 3-14 Image processing via “Imag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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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위기 압력에 따른 거시적 분무 특성 비교

4.1 실험조건

연소실 내로 연료를 분사할 때 연소실 내의 조건은 분무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험 인젝터를 사용하여 분위기 압력에 따른 거시적 분무 특성이 관찰 및 

비교되었다.

분위기 압력이 분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분사압력은 8bar로 유지하였고, 분위기 압력을 1.0, 1.4, 

1.8 bar로 변경하면서 실험 후 분무관통거리와 분무원추각이 관찰되었다. 실험 

조건의 설정은 연료가 흡기 매니폴드에 분사될 때의 압력을 모사하기 위하여 자연 

흡기 압력 조건과 유사하게 설정되었다.

Table 4-1 Condition of varying ambient pressure experiment

��������� �����

Duration(ms) 5

Frequency(Hz) 200

Duty(%) 100

Stroke 1

Injection pressure(bar) 8

Ambient pressure variation(bar) 1.0 , 1.4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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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결과

Figure 4-1은 분위기 압력에 따른 분무관통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분위기 

압력 1.0 bar에서 분무관통거리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위기 압력 1.8 

bar 조건에서는 3ms까지 1.4 bar조건과 분무 발달이 유사함을 보였지만 3ms이후 

운동에너지가 저하되며 분무관통거리가 작아졌다. 

분위기 압력에 따른 분무원추각을 나타낸 Figure 4-2를 보면 분위기 압력 1.8 

bar조건의 2.3ms에서 분무 각이 크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공기의 저항으로 분사 

초기 분무가 축 방향의 운동에너지를 잃게 되었다.

두 결과를 교차하여 보면 분사 초기에 분무 각이 넓게 형성되면 그 면적으로 

인해 분무는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위기 압력 

1.0 bar와 1.8 bar에서의 분무관통거리 결과를 통해 분사 하류에서는 발달과정에서 

운동 에너지를 잃은 연료가 공기 저항에 의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내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위기 기체와 연료간 상대속도가 감소되고 

분무 선단 끝에서 콘 모양을 형성하여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였다. 그에 따

라 분위기 기체에 의한 항력의 증가로 분무관통거리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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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 (ms)

Figure 4-1 Spray pattern image of ambient pressure of 1.8 bar



- 27 -

Figure 4-2 Spray penetration length of passenger injector under varying 

ambient pressure

Figure 4-3 Spray cone angle of passenger injector under varying ambien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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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Value
Duration(ms) 10

Duty(%) 100
Peak time(ms) 1.7
Frequency(Hz) 4

Injection pressure(bar) 8
Stroke 1

Ambient pressure Atmospheric
Ambient temperature Atmospheric

Injector guid length variation(mm) 5-20(Increment 5)

제 5 장 가이드 길이 변화에 따른 거시적 분무 특성 비교

5.1 실험조건

마하디스크 형성에 따른 유량 정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이드 길이를 5~ 

20mm까지 5mm씩 증가되었다. 

Table 5-1은 가이드 길이 변화에 따른 거시적 분무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 

조건이다. 분사압력 8bar로 분사 후 1.7ms에서 Peak time에 도달하여 인젝터 유로가 

완전히 개방되고 duty 100%로 10ms기간동안 유로 개방 상태가 유지되었다.

Table 5-1 Experimental condition of varying injector guid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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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결과

Figure 5-6은 인젝터 가이드 길이에 따른 분무관통거리를 분사 기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5mm와 10mm 인젝터의 경우 1.7ms peak time을 지난 후 2.0ms에서 

분사가 시작되었는데, 가이드 길이가 증가할수록 시간에 따른 분무관통거리가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며 분무관통거리가 소폭 증가되었다. 그리고 Figure 5-6에서 분사 

시작점을 일치시킨 결과 분무의 지속시간이 증가하였다. 

Figure 5-7과 같이 분사 후 0.2ms까지 가이드 길이가 길어질수록 분무원추각이 작게 

나타났다. 분무원추각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부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분무원추각이 커졌다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지된 상태의 공기에 

연료가 분사되므로 Figure 5-85 같이 편심이 발생하였고 공기와의 혼합이 시작되면서 

분무형상이 안정되었고 EOI(End of injection)까지 콘 형태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Figure 5-8에서와 같이 SOI(Start of Injection) 0.3ms 이후 분무원추각이 선형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분무관통길이와 분무원추각은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5 

mm인젝터의 경우 두 가지 분무 특성 모두 가장 작게 관찰되었다. 이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에서 발생한 오차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실험 결과를 통해 초음속 제트에 의해 인젝터 가이드 출구 주변에서 형성되는 

마하디스크가 인젝터 가이드 길이가 증가할수록 가이드 출구 주변에서 점점 먼 곳으로 

형성되어 노즐 출구에서 분사되는 연료 유량의 정체를 해소하고 그에 따라 분사 초기 

연료 유동이 안정화되면서 분무관통거리 및 분무 지속시간이 증가되었다. 이와는 

반비례하게 분무원추각은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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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 (ms)

Figure 5-1 Spray pattern of 5mm guide 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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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 (ms)

Figure 5-2 Spray pattern of 10mm guide 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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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 (ms)

Figure 5-3 Spray pattern of 15mm guide 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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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 (ms)

Figure 5-4 Spray pattern of 20mm guided 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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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ms)

Figure 5-5 Eccentricity of spray on 15mm guided 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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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Comparison of spray penetration length at different guid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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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Compare of spray cone angle at different guide length

Figure 5-8 Comparing initial spray cone angle of varied guide length 

injector



- 37 -

Experiment conditions

Injection pressure(bar) 1-10

Injection duration(ms) 5

Ambient pressure Atmospheric

Duty(%) 100

Fuel temperature 25℃ 80℃

Stroke 1

제 6 장 연료 온도에 따른 분사 유량

6.1 실험조건

연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체의 점도가 증가한다는 것에 착안해 연료 온도에 따른 

분사 유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온도와 분사 압력을 변수로 설정되었다. 실험 연료 온도는 25 ℃와 80 ℃가 선택되었고 

엔진 속도 1,000 rpm의 조건에서 실험하기 위해 분사기간은 5ms로 설정되었다. 

분사압력은 인젝터의 최대 분사 압력인 10 bar까지 1 bar씩 증가시켰다

Table 6-1 Condition of fuel temperature variation experiment

6.2 실험결과

Figure 6-1은 연료 온도에 따른 인젝터의 분사 유량 실험 결과이다. 실험 결과 연료 

온도를 변화시키며 유량을 관찰하였을 때 분사압력 8 bar까지 유량이 선형을 유지하며 

증가하고 온도에 따른 유량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8 bar 이후 선형성을 잃고 감소하였다. 이는 솔레노이드 인젝터의 작동 원리 

때문으로 솔레노이드 인젝터는 내부의 코일에 연료량 제어 값에 따른 전류가 인가되면 

상응하는 전자기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기력에 의해 플런저가 들어 올려지며 

유로가 개방된다. 따라서 분사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급되는 연료의 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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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더 강한 압력이 플런저에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때 흡인력이 

압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로가 서서히 닫히면서 유량이 감소되었다.

Figure 6-1 Injection flow rates of passenger vehicle CNG injector depend 

on fuel temperature and injection pressure

Table 6-2 Flow rate on fuel suppl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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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분위기 압력이 증가할 때의 거시적 분무 특성 및 가이드 길이가 

증가함에 따른 거시적 분무 특성을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고, 추가적으로 연료 온도에 

따른 분사 유량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거시적 분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슐리렌 

기법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분석이 용이하도록 “ImageJ”를 사용하여 흑백 이미지로 

변환한 뒤 본문에서 정의된 분무관통거리와 분무원추각을 측정하였다.

① 분위기 압력이 증가할수록 분무관통거리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1.0 bar에서 

분무관통거리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위기 압력 조건 1.4 bar와 1.8 

bar에서는 3ms 이전에서 분무 발달이 유사함을 보였으나, 3ms이후 

운동에너지가 저하되며 분무관통거리가 작아졌다. 

② 분위기 압력 1.8bar조건일 때 2.3ms에서 분무원추각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분위기 기체와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공기의 저항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분무관통거리가 감소되었다.

③ 가이드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에 따른 분무관통거리가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며 분무관통거리가 소폭 증가하였다. 분무원추각은 0.2ms까지 가이드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게 나타났다.

④ 가이드 길이에 따른 분무원추각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부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⑤ 인젝터 가이드 길이가 증가할수록 연료 분사 후 마하디스크가 인젝터 가이드 

출구 주변에서 점점 먼 곳으로 형성되어 분사 초기 연료 유동이 안정화되면서 

항력의 영향이 감소되었고 유량 정체가 해소되어 분무관통거리 및 분무 

지속시간이 증가하였고 이와는 반비례하게 분무원추각은 감소되었다.

⑥ 온도를 변화시키며 유량을 관찰하였을 때 분사압력 8bar까지 유량이 선형을 

유지하며 증가하고 온도에 따른 유량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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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을 통해 가이드 길이 연장에 따라 유체의 파동 영향으로 가이드 내부에서 유동이 

완전 발달 후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젝터 노즐 출구의 

초음속제트는 매우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유동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가이드 길이 

변화에 의한 유량 정체 해소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치해석적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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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on spray 

characteristics under the condition of 

varying ambient pressure and injector guide 

length using spray visualization

Yujin Kang

Dep. of Construction Machin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Universty of Ulan

In this study, the behavior of the initial spray was observed through the 

macroscopic spray characteristics varying ambient pressure in spray visualization 

using a constant volume combustion chamber. In addi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flow stagnation caused by the effect of the supersonic jet generated when 

the gaseous fuel was injected at high pressure was resolved as the injector 

guide length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spray cone angle increased at the start of 

spraying with increasing ambient pressure. This is because, as the internal 

density increases, the relative velocity between the atmosphere gas and the fuel 

decreases, and a cone shape is formed at the spray tip, and the drag due to the 

ambient gas increased as the contact area increased. As the guide length 

increased, the spray penetration length increased slightly and the spray duration 

increased, resulting in a small initial spray cone angle. The longer the 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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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length cause the smaller the pressure interval between the nozzle inlet and 

outlet, and the spray out of the guide after the flow developed completely, so 

that the Mach disk was formed far from the nozzle tip and the resistance was 

reduced. Therefore, the spray cone angle was made small and relatively 

increasing in the spray penetration length.  In the experiments measuring the 

flow rate with fuel temperature, the flow rate increased linearly regardless of 

the temperature and showed no noticeable difference.

The macroscopic spray characteristics by varying ambient pressure decreased 

spray penetration length. At the same time, spray cone angle increased in 

inverse proportion in order to the density inside of CVCC increase which behave 

as a resistance to fuel spray, reducing spray penetration length and increasing 

spray cone angle. Mach disk formed around the injector guide outlet in normal, 

increasing of the length of injector guide effect to forming of Mach disk away 

from nozzle exit. This will solve the stagnation of flow rate. At the same time, 

the flow of initial fuel flow is stabilized, and the spray penetration length and 

spray duration increased. It was also judged that there was no noticeable flow 

rate difference since the fuel temperature was performed at a temperature that 

did not affect the phase change of th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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