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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motivated that studies and researches for 

performance improvement by modifications of the relevant parts on 

the turbine-side are made much, but studies on the performance 

variation of the turbocharger according to the compressor-side 

changes, which can directly influence the turbocharger performance, 

have been found comparatively lacking. In the compressor side, it 

becomes a question that how the turbocharger performance 

improvement or changes can be achieved by diffuser area changes 

especially in the particular attention to the turbocharger efficiency 

and surging margin,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to evaluate in a view of performance and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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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peration respectively.

In this paper, a proactive research and actions, such as studying 

about construction of a turbocharger, each part feature, test 

procedures and methods, performance analysis criteria and methods 

and etc.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a conclusion of this 

stud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diffuser area results showed 

a performance of the turbo charger is changed with the trend, in 

the efficiency and surging margin of the turbocharger also showed 

the same tendency of pattern. In addition, during studies, the actual 

test was carried out on one of the test bed in an engine builder, 

which result has also similar trend and pattern and backed the 

objective of the study with the recorded data. With the trends of 

the turbocharger performance changes, the optimized operation 

condition could be fulfilled at variant operating environments, for 

example, different engine load, different ambient conditions and so 

on. 

Additionally, it can be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study can be 

widely applied to particular use by combining more sensitive 

mechanical devices and precise control over th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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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연급기의 엔진은 대기와 동일한 밀도의 공기를 흡입하게 된다. 이 공

기의 밀도가 실린더 내에서 작동 행정마다 효과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연

료의 중량을 결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엔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출력을 결정하게 된다[1].

공기흡입 측과 실린더 간에 적절한 압축기를 설치하여 흡입공기의 밀도

를 증가시키면 작동행정에 대한 흡입공기의 무게가 증가되고, 그 결과로 

연소할 수 있는 연료의 중량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발생 동력 비를 상승

시키게 된다.

흡입공기의 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현대의 디젤엔진에서는 연료 소모

율의 감소 및 효율의 증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들[1]을 가지고 있는 

배기가스 터빈과급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엔진으로부터 생성된 배

기가스에 의하여 구동되는 터빈 휠이 원심 식 공기압축기에 연결되어 흡

입공기를 압축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실린더내의 피스톤행정은 그의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

린더내의 가스가 대기압까지 팽창하는데 넉넉한 길이를 갖는 것이 이상적

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무한대의 피스톤행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실제의 디젤엔진에서 행정은 실린더지름의 1.0 ~ 4.0배의 길이정도이며 

피스톤이 하사점에 도달하여도 실린더내의 압력은 대기압까지 팽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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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2 ~ 3 bar 내외의 압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사점 부근에서 배

기밸브를 열면 고온의 가스는 배기관내로 급격히 팽창, 배출된다. 이 배

출에너지를 분출에너지(blow-down energy)라 한다. 배기관내의 가스는 그

의 말단에 있는 터빈노즐로 죄여지고, 더욱 속도를 증가하여 터빈날개에 

부딪치면서 터빈 축을 회전 구동한다. 이 때, 대기압의 공기는 터빈 축의 

반대 편 끝단에 장착된 압축기 휠(compressor wheel)의 회전을 통해 흡입, 

압축되어 엔진으로 보내어 진다. 이로써 배기가스 에너지의 일부가 압축

공기의 형태로 엔진에 흡수된다.

엔진의 부하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과급기(T/C : turbocharger)

의 효율은 터빈(turbine) 측 효율과 압축기(compressor) 측 효율의 조합으

로 계산되므로 양 측 또는 한 쪽의 효율을 조절함으로써 과급기의 전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최근, VTA(Variable Turbine Area), VTG(Variable Turbine Geometry) 

등1) 터빈 측 노즐링의 면적을 실시간으로 변경하여 과급기의 터빈 측으

로 유입되는 가스 량을 조절함으로써 터빈 측 효율을 조절하여 그 성능의 

개선을 이루었다[6]. 그러나 과급기의 성능은 궁극적으로 압축기 측의 성

능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하면, 터빈 측의 조절에 의한 과급기 성능의 향

상은 여전히 다소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압축기 측의 

효율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 터빈 측의 

효율 조절만으로는 다소 부족하거나 불가능했던 압축기 및 과급기 효율은 

물론 서징 마진(surging margin) 또한 비교적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엔진의 저 부하 운전영역에서는 충분한 서징 마진 이내에서 디퓨져의 

면적(area)을 크게 조절하여 압축기 측 효율을 높이고, 엔진의 고 부하 운

1) VTA-Variable Turbine Area(MAN Diesel & Turbo), VTG-Variable Turbine 

Geometry(BorgWarner/ABB), VGT-Variable Geometry Turbocharger(Cummins/Holset), VNT-Variable 

Nozzle Turbine(Honeywell/Garrett), VG-Variable Geometry turbocharger(MHI), VGS-Variable 

Geometry System turbocharger(I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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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역에서는 디퓨져의 면적을 작게 조절하여 효율은 물론 서징 마진을 

증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디퓨져의 면적

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엔진의 각 부하마다 과급기의 최적 운

전 점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엔진의 저 부하부터 고 부하까지 

모든 부하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과급기의 효율을 최적화시켜 엔진의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엔진의 부하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압축기 측의 디퓨져 베인(vane)을 

조정하여 디퓨져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 디퓨져(variable diffuser)를 

적용시켜 압축기 측의 효율 향상 및 과급기의 전체 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엔진의 운전성능개선, 과급기의 효율개선 및 운용상의 편

의성 향상으로 엔진의 운전 및 정비 등 관련 비용의 절감 또한 기대할 수 

있다. 

1.2  연구의 내용

압축기 측의 디퓨저 면적을 조절하여 과급기의 전체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선행 연구는 모두 차량 엔진용 과급기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론적 고

찰과 실증연구였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용 디젤엔진에 

장착된 과급기에 가변 디퓨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과급기의 실제 매칭

테스트를 통해 실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퓨져 면적의 조절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디퓨져 면적이 상이한 두 가지 디퓨져를 실제 

선박용 디젤엔진의 과급기 매칭테스트에 적용하여 과급기의 성능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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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 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배경과 동향, 연구 내용, 논문 구성

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장에서는 과급기의 구조 및 기능, 운전 원리 등에 대한 개요를 설

명하고, 운전 성능의 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및 서징 테스트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 3 장에서는 과급기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압축기 측의 주요 

구성 품과 디퓨져의 면적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에 대해 알아보

았다.

제 4 장에서는 디퓨져 면적이 상이한 두 가지 디퓨져를 적용하여 과급기

의 실제 매칭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디퓨

져의 면적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 5 장 결론에서는 실제 과급기 매칭테스트로부터 수집된 관련 데이터

의 분석을 통해 과급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변 디퓨져의 적용 가

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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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배기가스 터빈 과급시스템

이 장에서는 열역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과급기의 운전 원리, 구조, 기능

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급기 매칭테스트 과정 중 성능 평가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온라인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과급

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서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그 원

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과급기의 운전 원리 및 개요

과급기는 내연기관에서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 에너지를 동력원으

로 하여 터빈을 회전시키고, 이 회전력에 의해 발생된 에너지를 이용하

여, 압축기를 회전시켜 외부 공기를 엔진 실린더 내부로 대기압 보다 높

은 압력으로 불어 넣어 최종적으로는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장치이

다. Fig. 2.1 은 과급기를 중심으로 흡입공기와 배기가스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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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의 저위발영량 kcalkgf
 : 열의 일당량   kgfkcal

Fig. 2.1  Air and exhaust gas flow

디젤기관의 출력 증가는 행정 체적, 회전수, 피스톤 속도 또는 정미평균

유효압력을 모두 증가시키거나 이 중 하나를 증가시키면 가능하다. 과급

기의 과급에 의한 정미출력의 증가는 식 (2.1)과 같이 흡입 공기의 비중량 

 증가에 따른 정미 평균 유효 압력 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2].

 


(2.1)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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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린더 단면적 m 
  ′ : 상수

 : 평균 피스톤 속도 ms
 : 회전수

 : 정미출력

 : 행정 m

 : 단위 연료당 최소필요 공기량 kgfkgf
 : 정미평균유효압력 kgfcm 
 : 공기의 비중량 kgfm 
 : 공기과잉율

 : 정미열효율

 : 체적효율

식 (2.1)에서 , ,  는 정수이며, 과급을 하여도 , , 의 값의 변

화는 작다고 가정하면, 식 (2.2)와 같이  를 제외한 나머지 항을 모두 하

나의 상수 로 표시할 수 있다.

   (2.2)

정미출력 를 나타내는 식 (2.3)으로부터 과급에 의한 정미평균유효압

력  의 증가는 공기의 비중량  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공기

의 비중량 의 증가에 비례하여 정미출력  값도 증가하게 된다.

 





 ′


(2.3)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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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체적

 : 실린더 수

  

2.2  과급기의 구조

과급기는 터빈 축(turbine shaft)을 기준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방향

에 따라 크게 Fig. 2.2 의 액시얼 형(축류형, axial type)과 Fig. 2.3 의 래디

얼 형(방사형, radial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과급기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 품에는 터빈 측의 터빈 휠(turbine wheel)과 노

즐링(nozzle ring)이 있고, 압축기 측에는 압축기 휠(compressor wheel)과 

디퓨져(diffuser)가 있다.

High -capacity

flow cross sections

Whispering silencer

Easy to service

low -noise

compressor wheel

Long - life

solid nozzle ring

High - efficiency

patented diffusor

High - efficiency

wide chord

turbine blades

Variable turbine

Geometry (optional)

Uncooled

casings

Resistant

containment area

High -

performance

plain bearings

Integrated

sealing air, oil piping

and venting system

Easy -access

thrust bearing

Pressurized

lubrication tank

(not shown)

Fig. 2.2  Structure and function of axial turbo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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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pering silencer

Optional

internal flow

recirculation

Easy to service

High-efficiencey-

compressor wheel

Integrated

lube oil piping

Uncooled

casings

High performance

semi floating bearings

-Easy fix

DIN flange

Wide

inspection

hatch

-High efficiency

precision cast 

turbine wheel 

-Long life

profiled 

nozzle ring

Optional variable turbine geometry

Fig. 2.3  Structure and function of radial turbocharger

2.2.1 터빈 측

엔진으로부터 생성된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 에너지는 터빈 측 노즐링을 통과

하면서 그 일부가 속도에너지로 전환된다. 전환된 속도에너지는 터빈 휠을 거치

면서 운동에너지로 전환되어 과급기에 회전력을 일으킨다. 이러한 회전력은 터빈 

축(turbine rotor)을 거쳐 압축기 측으로 전달된다. Fig. 2.4 는 터빈 휠과 노즐링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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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Turbine wheel and nozzle ring

2.2.2 압축기 측

압축기 휠은 터빈 측으로부터 전달된 회전력을 이용하여 외부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한다. 이렇게 압축된 공기는 디퓨져를 거치면서 압력에너지

로 전환되고, 엔진 내부에 장착된 공기 냉각기(air cooler)를 지나 소기실

(scavenge air chamber)로 공급된다. Fig. 2.5 는 압축기 휠과 디퓨져를 보

여주고 있다.

Fig. 2.5  Compressor wheel and diff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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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급기의 성능 평가

2.3.1  성능 평가 절차

(1) 레이아웃 계산(Layout calculation)

Fig. 2.6 은 과급기의 레이아웃 계산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다음과 같

이 4단계로 이루어진다.

step 1 : Input

엔진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대기조건, 필요 공기량, 소기

압력, 배기가스 온도 등과 같은 중요 데이터를 수집한다.

step 2 : Layout of Compressor

Step 1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압축기 측을 설계한다.  

step 3 : Layout of Turbine

Step 1 및 step 2의 데이터를 근거로 터빈 측을 설계한다.

step 4 : Turbocharger Specification

압축기 측과 터빈 측의 설계 값이 최소한의 과급기 효율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만족 시 다음 단계인 과급기 사양

(turbocharger specification)을 결정한 후 FoT(Figures of Turbocharger)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불만족 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압축기 측 설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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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터 다시 진행한다.

Layout of Turbine

INPUT
- ambient conditions
- air mass flow
- scavenging air pressure
- exhaust gas temperature

Layout of 
Compressor

yes

Turbocharger 
Specification

Figures of 
Turbocharger

no Efficiency
as assumed?

Matching Parts

Fig. 2.6  Flowchart of turbocharger layout calcul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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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및 테스트(Production and test)

Fig. 2.7 은 과급기 레이아웃 설계를 완료한 후의 과정인 생산 및 테스

트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Step 1 : Production

과급기 레이아웃 설계 과정을 통해 완성된 과급기 사양을 바탕으로 단

품들을 생산한다.

Step 2 : Rig Test

생산된 과급기를 실험실 환경 하에서 테스트하여 그 결과가 이미 설계

된 과급기의 사양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Step 3 : Test on Engine

과급기를 엔진에 탑재한 후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과급기 

사양과 비교, 분석하는 과정. 만일, 그 결과가 설계 값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급기 내부 부품 등의 교체 과정 등을 거친 후 재 테스트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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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Specification

no

yes

Shop Test

Test on Engine

Results OK

yes

noRig-Test
Specifified?

Test on burner rig

Production

Specification

Fig. 2.7  Flowchart of turbocharger production and tes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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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과급기 성능 평가를 위한 측정 데이터 및 그 위치

(1) 측정 데이터

Fig. 2.8 은 과급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되는 데이터들의 종류와 

그 위치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과급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되

는 데이터에는 압축기 측의 온도와 압력, 터빈 측의 온도와 압력, 엔진 에

어 쿨러의 차압, 배기 리시버의 압력, 과급기의 회전수 등이 있다.

Fig. 2.8  Arrangement of read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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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측정 위치 및 방법

Fig. 2.9 와 Fig. 2.10 은 과급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 측정되는 데이터의 

실제 측정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과급기 성능 평가를 위해 측정 되는 데

이터와 그 측정 위치는 과급기의 종류(type)에 따라 결정된다. 정확한 위

치에서의 데이터 측정은 과급기의 성능을 평가함에 있어 그 신뢰성을 확

보하여 궁극적으로 최적화 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비

교적 미세한 변화에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터빈 출구 측 압력은 특

히 주의가 필요하고, 압축기 입구 측 온도의 경우,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사일런스(silencer) 상의 6곳에서 측정된 값들의 평균값을 성

능 평가에 사용하기도 한다.  

p+T    

Compressor
inlet

Turbine outlet

p+T    

T (6)    

p+T    

Fig. 2.9  Axial type turbocharger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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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or
inlet

Turbine outlet

p+T    p+T    T (6)    p+T    

Fig. 2.10  Radial type turbocharger interfaces

2.3.3  과급기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 측정 장비의 이용

현재 과급기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법에는 크게 기존에 사

용하던 Fig. 2.11 과 같은 수동 장비(handheld device)를 이용하는 방법과 

Fig. 2.11, Fig. 2.12, Fig. 2.13 과 같이 온라인 장비(online equipment)를 이

용하는 방법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수동 장비를 이

용한 방법은 데이터 측정자가 압력계, 온도계 등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 

장소로 이동하면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측정비용이 비교

적 저렴하고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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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items 
The types of measuring devices

Handheld device Online equipment
Equipment cost Relatively low Relatively high

Time and 
space limitation

Relatively low Relatively high

Safety Relatively low Relatively high
Data reliability Relatively low Relatively high

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측정 시각 및 시간, 측정자의 성향, 측정 장치

의 메이커 및 타입 등에 따라 그 데이터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측정 결과

에 대한 정밀성 및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측정자는 데이터 

측정을 위해 경우에 따라 고온, 고압, 고속 등의 위험 환경에 접근해야 하

므로 안전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에 반해, 온라인 장비를 이용한 방법은 

고가의 장비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적인 장소를 필요로 하나, 실시

간으로 데이터를 측정, 저장, 조합 한 후 그 평균값을 산출함으로써 운전 

중 발생하는 맥동현상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여, 측정 값 자체는 물론 

그로부터 계산된 결과 값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최적화된 성

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는 원거리 측정으로 이루어지

므로 측정자는 위험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비교적 낮다. 보다 정확한 측

정과 최적화된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온라인 장비를 이용한 데이터의 측

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able 2.1  Comparison of measur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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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Handheld devices



- 20 -

  

(a) Data receiving set

(b) Data transmission equipment

(c) Data acquisition and recording device

Fig. 2.12  Onlin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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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Installed online equipment on the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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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장비

온라인 장비를 통한 과급기의 데이터 측정 과정은 Fig. 2.14 와 같이 과

급기 및 엔진에 설치된 여러 가지 센서들로부터 압력, 온도 등의 아날로

그 신호를 받아 데이터 전송 및 전환 장치를 거쳐 컴퓨터에 숫자 또는 그

래프로 현재 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Fig. 2.14  Signal flowchart from turbocharger to onlin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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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장비를 이용해 측정된 데이터의 예시

Fig. 2.15 는 온라인 장비를 이용하여 2대의 과급기를 동시에 측정한 실

제 과급기의 매칭테스트 결과를 발췌한 것이다. 각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

간이며 세로축은 측정값의 크기를 나타내고, 온라인 장비를 이용한 데이

터 측정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모든 위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스크린 샷의 

첫 번째 그래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압축기 입구 측의 온도 변화를 측

정한 값이며, 두 번째 그래프는 압축기 출구 측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 값

이다. 또한, 두 번째 스크린 샷은 시간 변화에 따른 각 과급기의 소기압력

과 압축기 출구 측의 압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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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examples measured by online equipment

(b) Pressure examples measured by online equipment

Fig. 2.15  Measurement data examples measured by onlin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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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과급기 성능 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본 항에서는 과급기 운전 시의 에너지 변환과 효율 및 유량(mass flow) 

계산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엔진 및 과급기 운전 시의 에너지 변환

Fig. 2.16 은 엔진 및 과급기의 운전 시, 불순물을 포함한 공기의 유입에

서 부터 연료의 공급, 그리고 배기가스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에너지 변환

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과급기의 성능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적인 자료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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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Air & exhaust gas mass flow balance, calculation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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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급기 효율의 계산

과급기 효율은 과급기의 성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며, 

식 (2.4)와 같이 과급기의 압축기 측에서 생성된 에너지와 터빈 측에서 엔

진으로부터 받아들인 에너지의 비로 표현된다[4]. 

    

 × × ×









 

 









 








 × × ×









 

 









  










(2.4)

여기서,

 

comp : index air - compressor

turb : index exhaust gas - turbine

 : mass flow

 : specific heat at constant pressure

 : specific heat ratio

(3) 과급기 유량의 계산

식 (2.5)는 과급기의 유량을 나타낸 식이다[4]. 과급기 운전 시 측정된 

온도, 압력 등과 함께 이상기체상태 방정식을 기본으로 하여 계산이 이루

어지며, 실제 측정값과의 오차는 계산 보정 값(calibration factor 및 

correction factor)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계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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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5)

여기서,

   : AK - correction factor

   : mass flow

   : pressure

   : temperature

  ,  : calibration factors

2.4   과급기의 서징

본 절에서는 선박용 디젤엔진의 과급기에서 일어나는 서징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4.1  과급기의 서징현상

일반적으로 서징이라 함은, 원심송풍기를 일정한 회전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 토출 측의 죄임 밸브를 단계적으로 죄여 가면 공기유량은 줄어들

고 압력이 높아지는데 어느 정도 이상 죄이면 유량과 압력에 심한 주기적

인 변동이 일어나 공기의 유량은 불안정하게 되고 소음을 일으키며 운전

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2]. 선박용 디젤엔진의 과급기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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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징은 운전 중 공기의 압력 또는 유량의 불안정으로 인한 이상 운전을 

말하며, 가능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연료유 계통: 연료유 압력 저하, 연료유 내 공기 및 불순물 유입, 연

료유 온도 저하 등.

- 과급기 계통 : 에어 필터 오손, 압축기 및 터빈 측 오손 및 부품 손상 

등.

- 배기 계통 : 배기 밸브 타이밍 오작동, 터빈 입구 측 손상, 터빈 출구 

측 배압 증가 등.

- 소기 계통 : 에어 쿨러 오손, 워터 미스트 캐처(water mist catcher) 

오손, 덕트(duct) 오손 등.

- 기타 : 급격한 엔진 부하 변화, 급격한 엔진 회전수 변화 등. 

과급기의 서징은 Fig. 2.17과 같이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며, 

각각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Phase 1

: 정상운전 과정으로 공기의 압력비, 유량, 과급기의 회전수 등이 모두 

정상적인 영역에서 운전된다.

Phase 2

: 운전 점이 서징 영역으로 이동되는 단계로 정상적인 운전에서 공기의 

흐름은 디퓨져 베인을 따라 흐르는 반면, 서징 영역에 가까워질수록 디퓨

져 베인 내에 공기가 흐를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고 그 각도 또한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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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기의 속도는 유지되나, 압력은 그에 상응하게 형

성되지 않는다. 

Phase 3

: 빠른 속도와 낮은 압력 환경에서 공기는 결국 역방향으로 흐르며 소

음 및 진동과 함께 서징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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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1

정상운전

Phase 2

서징 영역으로의 이동  

Phase 3

서징 발생

Fig. 2.17  Principle of turbocharger su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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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서징 테스트 방법, 과정 및 판단 기준

서징 테스트라 함은 엔진의 시 운전(shop trial test) 중 실제 서징이 일

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서징 현상을 관찰함과 동시에 그 마진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징 현상이 발생하거나 서징 마진이 너무 작아 

불안정한 운전이 예상될 경우에는 서징 마진을 증가 시켜 주고, 그 반대

의 경우는 서징 마진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효율을 개선하여 최적화된 엔

진의 운전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실제 서징 테스트에서는 서징 마

진뿐만 아니라, 효율 등 다른 성능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운전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징테스트 방법이나 과정, 그리고 

그 판단기준은 엔진의 종류나 사용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가장 대

중적인 과급기 메이커(maker) 중 하나인 MAN Diesel & Turbo사는 아래

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서징 테스트 방법은 엔진 타입에 따라 2행

정(stroke) 엔진용과 4행정 엔진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 2행정 엔진에 장착된 과급기의 서징 테스트

2행정 엔진에 장착된 과급기의 서징 테스트는 Table 2.2 와 같이 크게 3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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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How to carry out surging test on two stroke engine

No. Surging test procedure of 2stroke engine

1

Engine load decreasing test.

- Decrease engine load from 100% to 75 % in approximately 

10seconds.

If no surge occurs, the surge stability is satisfactory.

- Decrease engine load from 100% to 50 % in approximately 

10seconds.

If not more than one surge occurs, the surge stability is 

satisfactory.

2

Cylinder cut off test.

- Cut out different cylinders one by one at 50% MCR.

If not more than one surge occurs, the surge stability is 

satisfactory.

3

Back pressure increase

- Increase back pressure to approximately 150 mbar at 

different engine loads    in the range from 100% to 50%.

If no surge occurs, the surge stability is satisfactory.

테스트 방법 중 3번의 경우는 엔진 성능에 변화를 일으켜 테스트 결과

를 왜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엔진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테스트에서는 1번과 2번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1번과 2번 

테스트는 실제 엔진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엔진 부하의 급격한 변화에 

얼마만큼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즉 서징 마진을 가지느냐를 판단하

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1번 테스트는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엔진의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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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일으켜 그 안정성의 정도, 즉 서징 마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

로 엔진의 고 부하 영역에서의 서징 마진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2번 테

스트는 약 50%의 엔진 부하에서 엔진의 각 실린더에 공급되는 연료를 차

단함으로써 서징 마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는 주로 엔진의 저 부하 영

역에서의 서징 마진 측정에 이용된다. 저 부하 운전에서의 충분한 서징 

마진의 확보는 엔진 부하의 증가에 따른 보조 블로워(auxiliary blower)의 

갑작스러운 정지나, 예기치 못한 엔진 사고에 의한 하나의 실린더를 차단

한 상태(one cylinder cut off condition)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2) 4행정 엔진에 장착된 과급기의 서징 테스트

4행정 엔진에 장착된 과급기의 서징 테스트는 Table 2.3 과 같이 크게 2

가지 방법이 있다. 여름 또는 겨울과 같이 대기 온도 및 소기 온도의 제

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번 테스트와 2번 테스트 방법을 병행하여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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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How to carry out surging test on four stroke engine

No. Surging test procedure of 4stroke engine

1

Engine speed drop.

- Decrease engine speed slowly at constant torque to minimum 

- 15% at different engine loads in the range form 100% to 

60%.

if no surge occurs, the surge margin is satisfactory.

2

Charge air temperature increase.

- Increase charge air temperature to minimum 50K above air 

inlet temperature at different engine loads in the range from 

80% to 40%.

if no surge occurs, the surge margin is satisfactory. 

2.4.3  서징 또는 서징 마진에 따른 대응 방법

서징 마진이란 서징 발생점에서의 공기 유량과 과급기의 운전점에서의 

공기 유량의 비를  의미한다. 서징 마진의 계산은 과급기의 제작사에 따

라 그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서징 발생점과 과급기 운전

점과의 거리를 나타내며, 공기 유량에 따른 과급기 운전의 안전성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과급기 제작사에 따라 Fig. 2.18 과 

같이, 서징 마진은 A 값과 B 값의 비 또는 C 값과 B 값의 비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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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Calculation of surging margin

서징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엔진으로 

공급되고 있는 공기의 압력이나 부피의 맥동현상이 일어나 정상적인 운전

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엔진으로 공급되는 공기의 양

이 다소 부족하거나 압력이 너무 높아 운전 영역이 서징 라인(surging 

line)을 넘어섰음을 말한다. 이러한 서징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디퓨져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Fig. 2.19 와 같이, 서징 현상이 일어나거나 서징 

마진이 너무 작을 때에는 면적이 작은 디퓨져를 설치하여 그 마진을 증가 

시켜준다. 면적이 작은 디퓨져를 사용하면 엔진의 운전 점들에는 거의 변

화가 없으나 서징 라인이 좌측으로 이동되어 서징 마진을 증가시키는 효

과가 있다. 반대로, 서징 마진이 너무 크면 효율이 떨어짐을 의미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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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큰 디퓨져를 이용하여 적절한 조절이 가능하다.

OPERATING LINE IN

COMPRESSOR MAP

close to
surge line,
surge test
failed

far from
surge line,
efficiency
too low

smaller larger

DIFFUSER

Fig. 2.19  Measures for low surging margin or surging

 

Fig. 2.20 은 매칭테스트 중 성능 개선에 가장 자주 이용되는 부품인 노

즐링과 디퓨져의 면적 변화에 따른 서징 마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디퓨져 면적이 작아질수록 공기 유량은 감소하고 서징라인은 전 부하 운

전 영역에 걸쳐 압축기 맵 상 좌측으로 이동하여 서징 마진이 커지게 되

고, 노즐링 면적이 커질수록 과급기 회전수는 감소하고 및 압축 압력비가 

작아져 엔진의 운전 점이 전 부하 영역에 걸쳐 압축기 맵 상 우측으로 이

동하여 서징 마진은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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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0  Impacts of nozzle ring and diffuser change on the surging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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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디퓨져 면적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이 장에서는 과급기 압축기 측의 성능 계산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디퓨져의 면적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3.1 과급기 압축기 측의 성능 및 이론적 배경

3.1.1  압축기 맵의 구성

압축기 맵(compressor map)이란 버너리그 테스트(burner rig test)를 통

해, 과급기의 회전수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과급기 성능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인자들과 운전 점(operating point)들을 가로 축의 공기 

유량(air volume flow)와 세로축의 압축 압력 비(compression pressure 

ratio)를 기준으로 2차원 상에 나타낸 것이다. Fig. 3.1 에 나타낸 것과 같

이, 압축기 맵 상에는 주로 최적 효율 곡선(optimal efficiency line), 엔진 

설계 운전 점(layout point), 엔진 운전 곡선(engine operating line), 서징 

라인, IRC(internal recirculation) line, 초크 라인(choke line) 등을 나타내

고, 실제 운전을 예측하거나 성능 평가의 비교 및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

기로 한다. 서징과 관련된 예를 들면, 만일 버너 리그 테스트에서 Fig. 3.1

의 압축기 맵과 같은 테스트 결과를 가진 과급기를 장착한 엔진의 운전 

시 서징 마진이 얼마 인가를 알고 싶다면 굳이 별도의 서징 테스트를 하

지 않더라도 각각의 엔진 운전 점에서의 공기량과 압축비만으로도 그 서

징 마진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성능 비교 및 평가 측면에서 한 가지 예를 



- 40 -

들면, 만일 실제 엔진 테스트에서 측정된 운전 점들이 압축기 맵에 표시

된 엔진 운전 곡선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과급기 또는 엔진이 

정상적으로 운전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

축기 맵 상에 표시된 그 운전 점들의 위치를 근거로 현재 어떠한 문제점

이 있는지 등의 예상 또한 가능하다. 이처럼 압축기 맵은 과급기 성능 판

단에서부터 고장의 수리(troubleshooting)에 이르기까지 과급기와 관련한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

Fig. 3.1  Compressor map

- Optimal efficiency line: 압축기의 최고 효율 점을 연결한 선

- Layout point: 100% 엔진 부하에서의 압축기 운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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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 operating line: 압축기 맵 상에서 엔진의 운전 점들을 연결한 

선

- Surge line: 서징 점들을 연결한 선

- IRC(internal recirculation) line: IRC를 적용한 후의 서징라인

- Choke range: 압축 압력비의 변화에도 공기 유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

는 영역

3.1.2  압축기 측의 성능 계산 및 이론적 배경

과급기 효율은 압축기 측 효율과 터빈 측 효율에 의해 결정되며, 그 중 

압축기 효율은 식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scomp itc hcomp itc

hiscomp itc


 

×   


×  ×















  











(3.1)

여기서,

iscomp itc : Compressor isentropic efficiency

hiscompitc : Compressor enthalpy increase under isentropic 

  condition

hcomp itc : Actual compressor enthalpy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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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omp itc : Compressor inlet specific heat ratio at constant 

  pressure JkgK
Tcompin itc : Compressor inlet absolute temperature K
Tcompout itc : Compressor outlet absolute temperature K
ptotcompinitc : Compressure inlet total pressure Pa
ptotcompoutitc : Compressure outlet total pressure Pa
 : Isentropic exponent

이는 등 엔트로피 하에서의 엔탈피 증가량과 실제 엔탈피 증가량의 비로 

나타낸다.

식 (3.1)을 유도하기 위한 식들을 정리하면 식 (3.2), (3.3), (3.4)와 같다.

- 압축기 엔탈피 증가량(The compressor specific enthalpy rise)

comp  pcomp× compout  compin (3.2)

여기서,

compitc : Compressor specific enthalpy rise

- 압축기 파워(The compressor work)

comp  air comp×comp  air comp×comp× compout  compin (3.3)

여기서,

comp : Compressor work

air comp : Compressor enthalpy increase under isentropic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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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엔트로피 하에서의 압축기 측 엔탈피 증가량

iscomp  pcomp× iscompout  compin

         pcomp× compin ×
















totcompin

totcompout 





  comp

 









 (3.4)

3.2  디퓨져 면적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

디퓨져 면적은 Fig. 3.2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디퓨져 베인의 각도(α)와 

높이()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압축기 휠과의 관계에 따라 압축기 측 성

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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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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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k
) 

D
2

Compressor Wheel

D2 is constant for each 

turbocharger type.

D1a defines the size of the 

compressor wheel and the inlet 

area k within a turbocharger 

type.

Diffuser

α and  define the area of the 

diffuser k.

Fig. 3.2  Compressor geometric data

디퓨져 면적 k는 압축기 휠 면적 k와 함께 압축기 측의 성능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그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는 Fig. 3.3, 

Fig. 3.4, Fig. 3.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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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퓨져 면적 k의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 경향

Fig. 3.3 은 디퓨져 면적의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의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Fig. 3.4 는 디퓨져 면적이 감소했을 때의 성능 변화 경향

을 나타낸 것으로, 서징 마진은 증가하고, 효율은 저 부하 영역에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며, 고 부하 영역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에, Fig. 3.5 는 디퓨져 면적이 증가했을 때의 성능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서징 마진은 감소하고, 효율은 고 부하 영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며, 저 부하 영역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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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Influence of compressor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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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Compressor map with smaller kk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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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Compressor map with larger kk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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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퓨져 면적(k)의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 비교

ⅰ. k 값이 감소(kk ratio 감소)할 경우의 효율 및 서징 마진의 

변화

-  효율의 변화: kk 값이 감소하면, 과급기의 효율은 고 부하 영역

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운전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과급기의 효율

은 고 부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저 부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  서징 마진의 변화: k 값이 감소하면 운전 점의 변화를 거의 일으

키지 않고 서징 마진은 증가한다.

 

ⅱ. k 값이 증가(kk ratio 증가)할 경우의 효율 및 서징 마진의 

변화

-  효율의 변화: kk 값이 증가하면, 과급기의 효율은 저 부하 영역

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운전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과급기의 효율

은 저 부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고 부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  서징 마진의 변화: k 값이 증가하면 운전 점의 변화를 거의 일으

키지 않고 서징 마진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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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디퓨져 면적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검토

이 장에서는 실제 과급기 매칭테스트 절차와 성능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디퓨져 면적 변화

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4.1 과급기 매칭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의 사양

본 실험은 Table 4.1 에 나타낸 것과 같이, Nigata 5L17AHX, Generator 

engine, 500 kW, 900 rpm 엔진에 MAN Diesel &　 Turbo 사의 

TCR10-42027 과급기를 탑재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MAN Diesel & 

Turbo 사의 EDS　on-line 장비를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시행

하였다. 디퓨져의 면적 변화에 따른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매칭테스

트 구성품 중 디퓨져 면적k,  cm와  cm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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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pecification of engine, turbocharger and equipment for the 

test

Description Specification

Engine Nigata 5L17AHX, 500 kW, 900 rpm

Turbo Charger MAN Diesel & Turbo, TCR10-42027

Diffuser area, k k  cm, k  cm 2)
Equipment for data 

measurement
EDS　on-line system

4.2 엔진 및 과급기의 운전 환경 및 조건

4.2.1 운전 환경

테스트 중 대기 온도, 습도 및 압력은 엔진 테스트 베드 주위에서 측정

되었으며 대기온도는 약 15~20℃, 습도는 약 36%, 대기압은 약 1023 

mbar를 유지하였고, 윤활유는 엔진에 사용되는 윤활유와 동일한 SAE30을 

사용하였으며, 연료유는 디젤유(Diesel oil)를 사용하였다.

2) 디퓨져는 kk ratio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다양한 면적의 디퓨져를 적용하여 

실험을 해야 하나, 본 연구는 실제 과급기 매칭테스트와 동시에 진행된 관계로 두 가지 면적의 디퓨

져만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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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Test environment

Description Environmental Condition

Ambient temperature 15~20℃

Ambient pressure 1023 mbar

Ambient humidity 36%

Lubrication oil SAE30

Fuel oil RMA10(ISO8217)

4.2.2 운전 조건

데이터의 측정은 엔진 부하 25%, 50%, 75%, 100%에서 각각 약 30분간 

운전하며 엔진부하가 안정화 된 후 약 10분간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EDS 

on-line 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성능을 평가

하는 계산에 이용하였다.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위치는 Fig. 4.1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압축기 

입구 온도는 모두 6곳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 하였으며, 압축기 입

구 압력은 대기압을 이용하였다. 압축기 출구 압력 및 온도, 터빈 입·출

구 온도 및 압력은 EDS on-line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엔진 

측의 에어 쿨러 차압은 수 압력계(water man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엔진 부하는 엔진테스트 베드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였다. 테스

트 중 과급기 입구 측 윤활유 압력은 과급기 제작사에서 제시한 최적의 

운전 조건인 약 1.3 ~ 2.2 bar를 유지하였고, 과급기 출구 측 윤활유 온도

는 75℃미만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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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Measuring points on the turbocharger

4.3 매칭테스트 절차

실제 과급기 매칭테스트는 Fig. 4.2 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나, 본 연

구의 목적은 디퓨져 면적의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Fig. 4.3 과 같이 테스트를 진행 하였으며, 각각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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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in test
- Preliminary engine test
- Measuring equipment check for 
engine and T/C

Matching test 1, 2 …
- performance test depending on loads
- surging test of T/C

Data analysis
-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of engine
-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of T/C

Result is acceptable ?

Confirmation
- Confirmation test
- Official shop test

Correction
- correction of engine parameters
- modification of parts of T/C

Fig. 4.2  Flow chart of turbocharger matching tes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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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Flow chart of turbocharger performance comparison test 

procedure with two different diffuser areas

Step 1 : 초기 운전(running-in test)

매칭테스트 진행 전의 과정으로 엔진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각 종 장비의 영점 세팅(zero setting) 등 정확한 

매칭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엔진 부하 25%, 5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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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의 데이터 측정과 엔진 및 과급기의 내·외부 점검을 시행한다. Fig. 

4.4 는 테스트 중 엔진 성능 데이터를 수급하기 위한 장치를 나타낸 

것이며, Fig. 4.5 는 테스트에 사용된 엔진과 과급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ig. 4.6 은 과급기 성능 점검을 위해 엔진과 과급기에 설치된 

센서(sensor)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ig. 4.4  Display for engine operation data

  

Fig. 4.5  Tested engine and turbo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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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6  Installed sensors on the turbocharger

Step 2 : Matching test 1 with larger diffuser

Larger diffuser를 장착한 후 엔진 로드 25%, 50%, 75%, 100%의 성능테

스트 및 서징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Fig. 4.7 은 매칭테스트 1에 사용된 

larger diffuser의 실제 모습을 나타낸 것이며, 디퓨져 면적은 

k  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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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Lager diffuser, k  cm

Step 3 : matching test 2 with smaller diffuser

Smaller diffuser를 장착한 후 엔진 부하 25%, 50%, 75%, 100%의 성능테

스트 및 서징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Fig. 4.8 은 매칭테스트 2에 사용된 

smaller diffuser의 실제 모습을 나타낸 것이며, 디퓨져 면적은 

k  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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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Smaller diffuser, k  cm

Step 4 : Data collecting and analysis

매칭테스트 1과 2에서 엔진 및 과급기의 데이터를 수집 및 비교 분석하

여 디퓨져 면적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4.9

과 Fig. 4.10는 매칭테스트 1과 2의 과정 중 EDS online 장비를 통해 수집

된 데이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가로 축은 시간의 변화를, 세로 축은 

각각의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측정된 데이터의 온도 단위는 ℃로, 

압력 단위는 mbar로, 회전수는 rpm으로 표기 된다.



- 60 -

(a) Temperatures - ambient, compressor outlet, scavenge air & turbine inlet

(b) Pressure - compressor outlet & scavenge air

Fig. 4.9 Measured data 1 with EDS onlin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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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ressor outlet pressure

(b) Temperatures - Compressor inlet(6points) & mean value

Fig. 4.10  Measured data 2 with EDS onlin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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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디퓨져 면적의 변화에 따른 효율의 변화

4.4.1  디퓨져 면적의 변화에 따른 압축기 효율의 변화

Fig. 4.11, Fig. 4.12, Fig. 4.13, Fig. 4.14, Fig. 4.15 는 4행정 디젤엔진에

서 실제 매칭테스트를 수행한 TCR(radial turbocharger) 과급기의 테스트 

결과를 기록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디퓨져 면적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 특히 효율 및 서징 마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Fig. 4.11 은 면적이 다른 두 개의 디퓨져를 설치하고, 엔진 부하의 변화

에 따른 압축기 효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저 부하 영역에서는 면적

이 큰 디퓨져가 비교적 효율이 높고, 고 부하 영역에서는 면적이 작은 디

퓨져의 효율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3.2절에서 언급한 

디퓨져 면적에 따른 압축기 효율 변화의 경향성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11  Compressor efficiency change according to diffuser area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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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디퓨져 면적의 변화에 따른 과급기 효율의 변화

Fig. 4.12 는 면적이 다른 두 개의 디퓨져를 엔진 부하의 변화에 따른 

과급기 효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비교적 저 부하에서는 면적이 큰 

디퓨져가 효율이 높고, 고 부하에서는 면적이 작은 디퓨져의 효율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3.2절에서 이미 언급한 디퓨져 면적에 따른 과급

기 효율 변화의 경향성과 일치한다.

Fig 4.12  Turbocharger efficiency change according to diffuser area 

change

4.5  디퓨져의 면적 변화에 따른 서징 마진의 변화

TCR10-42 과급기에 면적이 다른 두 개의 디퓨져를 설치 한 후 계측된 

데이터를 각각 Fig. 4.13 과 Fig. 4.14 와 같이 압축기 맵에 나타내었다. 

Fig. 4.13 은 면적이 큰 디퓨져를 사용했을 때의 서징 마진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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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엔진 부하 50%, 75%, 100%에서 측정된 서징 마진은 각각 29.8%, 

15%, 12.5%이다. 

Fig. 4.14 는 면적이 작은 디퓨져를 사용했을 때의 서징 마진을 나타낸 

것으로 엔진 부하 50%, 75%, 100%에서 측정된 서징 마진은 각각 32.5%, 

15.4%, 14.1%이다. 

Fig. 4.15 는 위의 두 결과를 비교한 것이며, 디퓨져 면적이 작아지면 서

징 마진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본 테스트를 통하여, 디퓨져 면적 변화에 따른 다음 두 가지의 과급기 

성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 디퓨져 면적의 변화는 엔진 부하 전 영역에 걸쳐 압축기 및 과급기 

효율에 일정한 경향성을 가진 변화를 일으킨다. 

 2. 디퓨져 면적의 변화에 따라 과급기 서징 마진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변화한다.

 

위 두 가지 결과를 근거로 Fig. 4.16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녹색으로 표

시된 부분을 운전 가능 영역으로 두고, 운전 상황에 따라 임의로 디퓨져 

면적을 변경한다면, 엔진 부하의 전 영역에 걸친 과급기의 최적 운전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 부하 운전 시에는 충분 한 서징 마진이 있

으므로 디퓨져 면적을 크게 조절하여 압축기 효율을 높이고, 고 부하 운

전 영역에서는 디퓨져 면적을 줄여 서징 마진을 늘림과 동시에 안정적인 

운전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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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Surge margin with larger diff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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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Surge margin with smaller diff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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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Comparison of surge margin, larger diffuser vs smaller 

diff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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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Possible operation range by changing diffus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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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퓨져 면적의 변화에 따른 과급기의 성능 변화에 대해 

연구 하였으며, 특히, 압축기 및 과급기 효율의 변화와 서징 마진의 변화

에 주목하였다. 가변 디퓨져의 적용을 통한 전 부하 영역에서 과급기 효

율의 최적화 및 서징 마진의 조절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면적이 다른 

두 가지 디퓨져를 실제 과급기 매칭테스트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

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디퓨져 면적의 변화에 따른 압축기 및 과급기의 효율은 저 부하 운

전 영역에서는 디퓨져 면적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고, 고 부하 운전 영

역에서는 디퓨져 면적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높다. 

 2. 디퓨져 면적의 변화에 따른 과급기 서징 마진은 디퓨져 면적이 작

을수록 커진다.

 3. 디퓨져 면적의 조정이 가능함은 엔진으로 공급되는 공기량을 직접

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뜻 할 뿐만 아니라 엔진의 응답성 또한 개선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나아가, 실제 가변 디퓨져의 설치 또는 그 외 디퓨져 면적의 변화를 꾀

하여 실제 과급기의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동일 이론을 선박용 엔진 과급기 외에 타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그

로 인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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