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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승 운 



   ■  교수 및 학생 각자 인사 소개 

   ■  학습 목표 및 학습 성과 

   ■  주교재 및 참고서적 소개 

   ■  성과측정 및 평가 방법  

   ■  전체 강의내용 옅보기 

    

내연기관 



내연기관 

■ 학습목표 및 학습성과 
 

      ◈ 학습목표 
            o 내연기관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이해 

            o 열역학적 사이클에 대한 이론적 전개와 각 과정에서의 공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 

            o 성능 판별 조건들에 대한 이해  

            o 부수장치들에 대한 구조와 원리 이해    

 

     ◈ 학습성과 
           o 가솔린기관과 디젤기관에 대한 특성, 작동원리 등을 이론적 근거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함. 

           o 연료의 종류와 연소, 윤활유의 종류와 그 특성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주교재 및 참고서적 소개 

 

   ◈ 주교재 
        o 알기쉬운 내연기관, 김지문 외 2인 공저, 오토테크, 2008. 

        o 교재의 특성 

 

   ◈ 참고서적 및 자료 인용 
        o 내연기관, 김동진 외 3인 공저, 문운당, 2010. 

        o 건설교통부  

        o 한국 자동차공업 협회  

 

   ◈ 선행학습과목 

        o 열역학, 연소공학, 유체역학    

 

 

  

내연기관 



■ 학습성과 측정 방법 및 성적 평가 방법 

 

      ◈ 중간고사 : 30% 

      ◈ 기말고사 : 30% 

      ◈ 출석 : 20%  

      ◈ 과제물 : 5% 

      ◈ quiz : 5% 

      ◈ 발표 : 5%  

      ◈ 학습태도 : 5% 

  
 

  

내연기관 



 강의 내용 옅보기 

   ■ 1장 : 내연기관 총론 

   ■ 2장 : 열역학 이론 사이클  

   ■ 3장 : 내연기관의 성능 

   ■ 4장 : 연료 및 연소 

   ■ 5장 : 가솔린기관 

   ■ 6장 : 디젤기관 

   ■ 7장 : 흡·배기밸브 

   ■ 8장 : 윤활 및 윤활장치 

   ■ 9장 : 냉각장치 

   ■ 11장 : 대기오염과 그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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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연기관 총론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학습목표 
     o 내연기관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숙지 

  

 

◈ 학습성과 
     o 내연기관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제1장 내연기관 총론 

 강의 내용 및 순서 
 

   ■ 내연기관의 발달 과정 

   ■ 열기관의 정의와 분류  

   ■ 내연기관의 정의와 분류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발달과정 

     o 1833년 : 영, Wright, 가스연료 연소압력을 이용한 내연기관 고안 

     o 1860년 : 프, Lenoir, 혼합기 연소방법에 의한 가스기관 발명 

     o 1862년 : 프, Rochas, 현재의 4행정 사이클 기관 작동이론 발표  

     o 1876년 : 독, Otto, Rochas 4행정 사이클 기관 발명 

     o 1881년 : 영, Clerk, 2행정 사이클 가스기관 발명 

     o 1883년 : 독, Daimler, 기화기를 이용한 4행정 가솔린기관 제작 

     o 1885년 : 영, Preistman, 분무형 기화기에 의한 등유기관 발명 

     o 1886년 : 영, Akroyd, 등유증발기를 연소실내에 설치한 내연기관 발명 

     o 1890년 : 독, Benz, 전기점화식 고속 가솔린기관 제작 

     o 1893년 : 독, Diesel, 압축착확기관 고안, 1897년 디젤기관 제작 

     o 1909년 : 미, Ford사, 엔진을 포함한 자동차 대량생산 

     o 1954년 : 독, Wankel, 로터리기관 제작, 1960년 자동차기관으로 사용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원동기의 정의 및 분류 

     ▶ 원동기(prime power)란?  

             ⇒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 자연에너지 : 풍력, 수력, 조수력, 화석연료, 태양열, 지열, 핵반응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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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연기관 총론 

■ 원동기의 정의 및 분류 

     ▶ 원동기(prime mover)의 분류  

                1) 에너지원(energy source)에 의한 분류 

                     - 1차 에너지 원동기 : 태양열 원동기 

                     - 2차 에너지 원동기 : 열 원동기, 수력 원동기, 풍력 원동기, 지열 원동기, 

                     - 3차 에너지 원동기 : 핵반응 원동기             

                2) 에너지 형태에 의한 분류 

                     - 수력 원동기 : 수력기관(수차) 

                     - 풍력 원동기 : 풍력기관(풍차) 

                     - 열 원동기 : 열기관 

                     -핵반응 원동기 : 핵반응기관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열기관의 정의 및 분류 

     ▶ 열기관이란? : 열기관(Heat Engine)이란, 열에너지 원을 이용하여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 열에너지 원 : 화석연료, 태양열, 지열, 핵반응열 등  

 

     ▶ 분류   

        1) 작업유체의 종류에 따른 분류 

                ① 가스사이클 기관(gas cycle engine) ; 1사이클 동안 항상 기체 

                ② 증기사이클 기관(steam cycle engine) ; 고열원에서 기체, 저열원에서 액체 

           ※ 작업유체(working fluid) : 고열원에서 열을 공급받아 그 열의 일부를 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열을 저열원인 대기에 방출. 공기, 증기, 냉매 등  

 

        2) 열 방출 방법에 의한 분류 

                ① 개방사이클 기관(open cycle engine) ; 1사이클 경과 후 완전 배기, 내연기관   

                ② 밀폐사이클 기관(closed cycle engine) ; 저열원에서 환원 재사용, 증기원동소 

                ③ 반 밀폐사이클 기관(semi-closed cycle engine) ; 저열원에서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열기관의 정의 및 분류 

        3) 에너지 전환 방법에 따른 분류 

                ① 왕복형 기관(reciprocating engine) ; piston engine 

                ② 회전형 기관(revolving engine) ; turbine engine 

                ③ 분사 추진형 기관(jet propulsion engine) ; jet engine, rocket 

  

        4) 연료 연소방법에 의한 분류 

                 ①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 ; 내부 연소실 연소가스를 작업유체로 사용. 

                      -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가스터빈 등  

                 ② 외연기관(external combustion engine) ; 외부 연소가스가 내부 작업유체에 열을 전달하여  

                      동력원으로 사용. 

                      - 증기기관, 증기터빈 등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정의 및 분류 

        ▶ 분류(협의)  

             5) 작동 사이클에 의한 분류 

                     a) 4행정 사이클 기관(four stroke cycle engine, 4CE) 

                         - 1 사이클을 완료하는데 흡입-압축-팽창-배기 행정을 가짐 

                         - 1 사이클 당 크랭크 축은 2회전  

                     b) 2행정 사이클 기관(two stroke cycle engine, 2CE) 

                         - 1 사이클을 완료하는데 흡입압축-팽창배기 행정을 가짐 

                         - 1 사이클 당 크랭크 축은 1회전  

             6) 급기 공급방법에 의한 분류 

                     a) 흡입 기관(aspirated engine, AE) 

                         - 피스톤의 펌핑운동으로 급기를 흡입시키는 방식 

                         - 흡입공기의 밀도가 대기보다 낮아짐  

                     b) 과급 기관(supercharged engine, SE) 

                         - 흡입공기의 밀도를 대기압 이상으로 높여 출력을 높이는 방식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정의 및 분류 

       ▶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이란? 

                : 석유계 연료나 가스 등의 연료를 실린더 또는 연소기 내에서 연소시켜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피스톤이나 터빈의 날개에 작용시켜 동력을 얻는 열기관. 

       ▶ 분류  

              1) 광의에 의한 분류 

                    ① 왕복형 기관  ⇒ 피스톤 기관                      

                    ② 회전형 기관  ⇒ 가스터빈, 로터리 기관 

                    ③ 분사추진형 기관 ⇒제트 기관, 로켓 기관 

               2) 협의에 의한 분류  

                     ⇔ 피스톤 기관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정의 및 분류 

        ▶ 분류(피스톤 기관)  

             1) 연료의 연소과정에 의한 분류 

                      a) 정적 사이클 기관(constant volume cycle engine, CVCE) 

                           - Otto cycle engine 

                           - 혼합기 외부형성식 기관 

                           - 가스기관, 가솔린 기관 

                      b) 정압 사이클 기관(constant pressure cycle engine, CPCE)  

                           - Diesel cycle engine 

                           - 혼합기 내부형성식 기관 

                           - 중유기관  

                      c) 복합 사이클 기관( combined cycle engine, CCE) 

                           - CVCE와 CPCE를 복합한 형태의 기관: Sabthe cycle engine  

                           -고속 디젤기관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정의 및 분류 

        ▶ 분류(피스톤 기관)  

             2) 사용연료에 의한 분류 

                     a) 가솔린 기관(gasoline engine, GLE) 

                         - 상온에서 기화하기 쉬운 가솔린이나 메탄올 또는 에탄올 등의 알콜계 연료를 사용. 

                         - 흡기관에 기화기(carbureter) 설치  

                     b) 가스 기관(gas engine, GSE)  

                          - 가스연료(LPG, LNG 등)를 사용 

                          - 가솔린 기관의 기화기 대신에 혼합기(mixer) 설치                          

                     c) 등유 기관( kerosene engine, KSE) 

                          - 등유를 연료로 사용  

                          - 가열장치가 부착된 기화기 설치 

                          - 실린더 내에 히트 링(heat ring) 장착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정의 및 분류 

        ▶ 분류(피스톤 기관)  

             2) 사용연료에 의한 분류(계속) 

                     d) 디젤경유 기관(diesel light oil engine, DLE) 

                         - 착화성이 비교적 높은 경유(상품명 diesel oil)를 사용 

                         - 일반적으로 디젤기관으로 부름 

                         - 점화장치가 필요 없음                           

                     e) 디젤중유 기관(diesel heavy oil engine, DHE)  

                         - 점성이 크고 착화성이 낮은 중유(상품명 bunker oil)를 사용 

                         - 주로 500 마력 이상의 대형 선박용으로 사용 

                         - 연료예열장치 필요  

                     f) 다종연료 기관(multi-fuel engine, MFE) 

                         - 필요에 따라 연료를 선택사용 가능  

                         - 일명 Hesselman engine 이라 함.   

                     g) 특수연료 기관(special-fuel engine) 

                         -LRE : 특수농축연료(LHX, LNOX 등), SRM : 고체연료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정의 및 분류 

        ▶ 분류(피스톤 기관)  

             3) 점화방법에 의한 분류 

                     a) 스파크점화 기관(spark ignition  engine, SIE) 

                         - spark plug 장착 

                         - 가솔린기관, 가스기관, 등유기관의 점화방법.  

                     b) 압축점화 기관(compression ignition engine, CIE)  

                         - 공기를 압축비 12~23배로 압축후 연료 분사 

                         - 디젤기관, 중유기관 등의 점화방법.  

                     c) 소구점화 기관(hot bulb ignition engine, HIE) 

                         - 일명 표면점화기관, 열면점화기관, 세미디젤기관  

                         - 실린더 헤드 부에 소구(hot bulb) 설치, 공기를 8~15배로 압축한 후 연료 분사   

                     d) 연료분사 스파크점화 기관(fuel injection spark ignition engine, FSE ) 

                         - 작동원리는 디젤기관과 같으나, 점화방법은 가솔린기관과 같음 

                         - Hesselman engine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정의 및 분류 

        ▶ 분류(피스톤 기관)  

             4) 냉각방법에 의한 분류 

                     a) 공기냉각식 기관(air cooling system engine, ACE) 

                         - 실린더 블록과 헤드에 냉각핀 설치 

                         - 항공기엔진, 휴대용 소형 기관 등  

                     b) 수냉각식 기관(water cooling engine, WCE)  

                          - 공기를 압축비 12~23배로 압축후 연료 분사 

                          - 디젤기관, 중유기관 등의 점화방법.  

                     c) 소구점화 기관(hot bulb ignition engine, HIE) 

                          - 일명 표면점화기관, 열면점화기관, 세미디젤기관  

                          - 실린더 헤드 부에 소구(hot bulb) 설치, 공기를 8~15배로 압축한 후 연료 분사   

                     d) 연료분사 스파크점화 기관(fuel injection spark ignition engine, FSE ) 

                          - 작동원리는 디젤기관과 같으나, 점화방법은 가솔린기관과 같음 

                          - Hesselman engine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정의 및 분류 

        ▶ 분류(피스톤 기관)  

             5) 작동 사이클에 의한 분류 

                     a) 4행정 사이클 기관(four stroke cycle engine, 4CE) 

                         - 1 사이클을 완료하는데 흡입-압축-팽창-배기 행정을 가짐 

                         - 1 사이클 당 크랭크 축은 2회전  

                     b) 2행정 사이클 기관(two stroke cycle engine, 2CE) 

                         - 1 사이클을 완료하는데 흡입압축-팽창배기 행정을 가짐 

                         - 1 사이클 당 크랭크 축은 1회전  

             6) 급기 공급방법에 의한 분류 

                     a) 흡입 기관(aspirated engine, AE) 

                         - 피스톤의 펌핑운동으로 급기를 흡입시키는 방식 

                         - 흡입공기의 밀도가 대기보다 낮아짐  

                     b) 과급 기관(supercharged engine, SE) 

                         - 흡입공기의 밀도를 대기압 이상으로 높여 출력을 높이는 방식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정의 및 분류 

        ▶ 분류(피스톤 기관)  

             7) 연소가스의 작용에 의한 분류 

                     a) 단동식 기관(single action engine, SAE) 

                         - 연소가스가 피스톤의 한쪽 면에만 작용 

                         - 현재 사용중인 피스톤 기관의 대부분  

                     b) 복동식 기관(double action engine, DAE) 

                         - 연소가스가 피스톤의 양쪽 면에 작용 

                         - 증기기관에 사용  

                     c) 대향피스톤 기관(opposed piston engine, OPE) 

                         - 실린더 1개에 피스톤 2개 설치  

                     d) U형 기관(U piston engine, UPE) 

                         - 실린더를 중앙에서 U자로 굽혀 두 피스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지임 

                     e) 관형 피스톤 기관(tandem piston engine, TPE) 

                          - 동시에 작동되는 피스톤 2개가 케넥팅로드 1개에 설치됨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정의 및 분류 

        ▶ 분류(피스톤 기관)  

             8) 연소실 형태에 의한 분류 

                     a) L형 기관(L head engine, LHE) 

                         - 흡기V, 배기V : 실린더 블록,  스파크플러그 : 실린더 헤드 

                         - 실린더 헤드의 구조가 간단, 기관의 높이가 낮음 ⇒ 단기통 소형기관에 많이 적용  

                     b) I 형 기관(I head engine, IHE) 

                         - 흡기V, 배기V : 실린더 헤드 좌우,  스파크플러그 : 실린더 헤드 중앙 또는 측면 

                         - 실린더 헤드가 복잡, 기관의 높이가 높음. ⇒ 현재 가장 많이 사용 

                         - 스파크 플러그에서 연소길 구석까지의 거리가 짧음 ⇒ 노크(nocking)가 잘 발생하지 않음.  

                     c) F형 기관(F head engine, FHE) 

                         - L형기관과 형태는 동일, 구조 복잡 

                         -  흡기V, 스파크 플러그 : 실린더 헤드 ,  배기V : 실린더 블록  

                     d) T형 기관(T head engine, THE) 

                         - 흡기V, 배기V : 실린더 블록 좌우 ,  스파크플러그 : 실린더 헤드 

                         - 밸브구동용 캠축이 2개로 구조가 복잡, 녹크발생이 심함⇒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음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정의 및 분류 

        ▶ 분류(피스톤 기관)  

             9) 기관 속도에 의한 분류 

  

 

                     a) 저속 기관( low speed engine, LSE) 

                         - Vp : < 6 이하인 기관  

                     b) 중속 기관(medium speed engine, MSE) 

                         - Vp : 6~9 범위의 기관  

                     c) 고속 기관(high speed engine, HSE) 

                         - Vp : 9<인 기관  

             10) 기관 출력에 의한 분류 

                     a) 소형 기관(low power engine, LPE)                           

                     b) 중형 기관(medium power engine, MPE)  

                     c) 대형 기관(high power engine, HPE) 

                           



제1장 내연기관 총론 

■ 내연기관의 정의 및 분류 

        ▶ 분류(피스톤 기관)  

             11) 기타의 분류   

                      a) 실린더 수에 의한 분류 

                            ① 단기통 기관(single cylinder engine) 

                            ② 다기통 기관(multi cylinder engine) 

                      b) 실린더 배열에 의한 분류 

                            ① 직렬형  ② V 형   ③ H 형    ④W 형     ⑤ X 형    ⑥성(star) 형 

  

 

 

 

                      c) 실린더 방향에 의한 분류 

                            ① 수직형      ② 수평형     ③ 도립형   

                      d) 기관 용도에 의한 분류    

                           ①차량용   ②선박용   ③항공용    ④농공용    ⑤발전용                       



 ◈ 다음강의(예고) 

      - 내연기관의 구조 및 작동원리 

          * 내연기관 구조 

          * 4사이클 가솔린기관 및 디젤기관의 작동원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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