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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내연기관용 글로우 링 점화 보조 장치 및 방법

요약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연료의 점화 및 연소를 돕기 위한 바람직하게는 링 형상인 글로우 부재가 설명된다. 연료 분사 밸브

는 엔진 작동 중에 연소실에 직접 다수의 연료 제트를 분사하여 연료 제트들이 글로우 부재를 향해지고, 각각의 연료 제트

의 연료의 점화가 글로우 부재에 의해 보조된다. 글로우 부재는 고온 재료로 만들어지고, 연소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 촉매

재료들을 포함할 수 있다. 글로우 부재는 연소실 내의 연료의 연소에 의해 연소실 내에서 생성되는 열에 의해서 수동적으

로 가열되는 것에 부가하여, 예를 들어 전기 전류에 의해 능동적으로 가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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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a

색인어

글로우, 링, 점화, 내연기관, 촉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내연기관을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연료의 점화 및 연소를 돕는 장치에 대한 것이다.

배경기술

  내연기관을 구동하기 위해 사용될 때 천연가스, 수소, 에탄, 및 이러한 가스 연료들의 혼합물과 같은 가스 연료를 포함하

는 디젤에 대한 연료 대체물은 디젤에 의해 연료가 공급되는 동일한 엔진에 비해 오염물질(pollutants) 방출량이 상당히 감

소될 수 있다. 질소 산화물(NOx), 미립자 물질(PM) 및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오염물질의 방출은 기체 연료가 디젤 엔

진의 연료로 사용될 때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감소량은 다른 변수들 중에서도 선택된 연료에 의존한다. 또한, 디젤 엔진

은 기체 연료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으면서도 디젤 연료가 사용될 때 얻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엔진의

연소실로 고압하에서 직접 분사되는 기체 연료는 디젤 연료가 공급되는 엔진과 일치하는 성능을 낼 수 있다.

  많은 기체 연료들과 몇몇 비-디젤 액체 연료들은 디젤 연료보다 자가-착화성(auto-ignition)이 적다. 이와 같이, 동일한

환경이 디젤을 자가-착화시킬 수 있을 때 실린더 내에서의 조건들이 자가 착화시키기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점화를 돕는 방법이 기체 연료가 점화됨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초기 연료(pilot fuel)를 분사하는 것은 직접 분사된 양의 천연 가스와 같은 기체 연료의 점화를 개시시키는 일 방법이다.

전형적으로, 피스톤이 상사점 근처에 있을 때 적은 양의 디젤 연료가 연소실 내의 압축된 흡입 가스(intake charge)에 첨

가된다. 다량의 기체 연료가 그 다음에 분사된다. 이 양은 연소하는 일정량의 초기 연료에 의해 점화된다.

  이러한 방법은 보다 자가-착화성이 있는 제 2 연료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스템은 개별적인 초기 연료 저

장소와, 주 연료 유동에 부가하여 초기 디젤 연료 유동을 관리하기 위한 특수한 연료 분사 밸브 디자인 및 배관(piping)을

필요로 한다. 연소실 내에서 디젤 연료를 연소하면 초기 디젤 연료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의 NOx, CO2, 및 PM 레벨보다 높

은 디젤 배기를 생성한다.

  또한, 고온 표면 또는 글로우 플러그(glow plug) 점화가 사용되어 압축된 흡입 가스로 직접 분사되는 기체 연료의 점화를

개시시킬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글로우 플러그는 파이어 데크(fire deck)로부터 연소실로 작은 거리만큼 돌출한다.

연소실에 분사되는 여러 연료 제트 중 하나가 이러한 연료 제트의 연소를 개시하기 위해 글로우 플러그를 향할 수 있다. 결

국, 이러한 연료 제트는 일단 점화되면, 다른 연료 제트를 점화시키기 위해 연소실에 걸쳐 화염을 전파한다.

  이러한 방법의 문제들 중의 하나는 글로우 플러그가 연소실 내에서 점(point) 형태의 열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점화된 연료 제트가 연소실에 걸쳐 화염을 전파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부가적인 난류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완전할 수

있다. 글로우 플러그로부터 가장 멀리 이동된 가스는 점화하지 않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연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엔진은

보다 작은 효율로 작동하여 불완전 연소로 인해 적은 동력을 전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높은 비율의 불연소된 연료는 탄화

수소(HC) 배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SAE 논문 2001-01-2004, 뮐러(Mueller), C.J. 및 머스큘러스(Musculus), M.P.의

"광학 DI 디젤 엔진에서의 메탄올 연소 및 점화를 돕는 글로우 플러그" 참조.

  그러나, 글로우 플러그들과 유사하게, 불꽃 점화가 사용될 수도 있으며, 불꽃 점화는 연소실에 걸쳐 전파되는 연소실 내

의 일 지점에서 화염을 점화한다. 그러므로, 연소가 이러한 방법에서도 불완전할 수 있다.

  엔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엔진 배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상술한 문제점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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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디젤 연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자가-착화 온도를 갖는 기체 연료 및 다른 연료의 점화를 돕는 글로우 부재를 연

소실 내에 도입한다. 글로우 부재는 연소실의 한 영역 또는 하나의 연료 제트가 아닌 각각의 연료 제트에 대해 점화를 도와

연소를 개시하는 것을 돕거나 또는 연소를 개시한다. 이는 연소실에 걸쳐 완전한 연소를 이루는 것을 돕는다.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피스톤의 흡입 행정 중에 연소실로 흡입 가스를

도입하고 피스톤의 압축 행정 중에 흡입 가스를 압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수의 공간적으로 이산된(distinct) 연료 제트가

연소실에 직접 도입된다. 적어도 2개의 이산된 연료 제트가 연료 점화를 돕기 위해 가열될 수 있는 표면을 갖는 글로우 부

재에 또는 그 부근에 향해진다. 즉, 각각의 연료 제트에 의해 도입되는 연료의 적어도 일 부분은 글로우 부재의 가열된 표

면 부근인 연소실 내의 각각의 위치에 향해져 글로우 부재에 의해 제공되는 열이 연료의 점화를 돕고, 이는 연소실 내에서

연소된다. 양호한 일 방법에서, 고온 표면을 갖는 글로우 부재는 링 형상일 수 있다.

  글로우 부재는 연소실의 열에 의해서만, 또는 예를 들어, 전기 전류에 의해 구동되는 가열 부재에 의해 제공되는 부가적

인 열과 함께 가열될 수 있다. 양호한 일 방법은 적어도 1200℃의 온도로 글로우 부재를 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엔진의 전기 시스템의 전압을 감압하여 보다 낮은 전압이 글로우 부재의 가열 회로에 인가되는 것

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엔진의 전기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적어도 12볼트의 전압으로 작동하지만, 양호한 일

방법에서, 글로우 부재의 가열 부재의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은 2볼트 이하로 감압될 수 있다. 보다 낮은 전압 사용시의 장

점은 보다 낮은 전기 저항성을 갖는 재료가 사용될 수 있어 가열 부재 재료를 선택하는데 보다 많은 융통성(flexibility)을

제공하거나, 또는 보다 높은 열적 질량을 가질 수 있어 엔진 작동 중의 온도 변동(temperature fluctuations)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많은 열적 질량을 가진 가열 부재는 엔진의 연소실 내에서 정상적인 조건보다 극심한 작동 조건들

에서 보다 튼튼(robust)할 수도 있다. 양호한 일 실시예에서, 다수의 연소실과 각각의 연소실에 글로우 부재를 갖는 엔진에

대해, 감압 변압기가 각각의 글로우 부재에 대해 제공되고, 가열 부재가 각각의 감압 변압기의 2차 회로를 형성한다.

  촉매 코팅이 글로우 부재에 입혀져 촉매가 없는 조건에 비해 보다 낮은 온도에서 연료가 점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링을 포함할 수 있는 글로우 부재를 보다 낮은 온도로 가열하는 것이 글로우 부재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본 발명의 장치는 연소실 내의 연료의 연소를 돕기 위해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에 배치되는 글로우 부재를 포함한다. 글로

우 부재는 연소실에 직접 분사되는 다수의 공간적으로 이산된 연료 제트의 점화를 돕도록 배치된 가열 가능한 표면을 제공

한다. 글로우 부재에 대해 바람직한 형상은 원형 링이다.

  글로우 부재는 촉매 재료를 포함하는 표면을 가질 수 있다. 촉매 재료는 귀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예를 들면, 귀

금속은 백금일 수 있다.

  글로우 부재는 글로우 부재를 통해 전류를 보내기 위해 전원에 연결될 수 있다. 전류는 글로우 부재를 가열할 수 있다. 이

장치는 가열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변압기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차량들은 전형적으로 적어도 12볼

트의 전압에 근거한 전기 시스템들을 사용한다. 글로우 부재 가열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은 예를 들어, 2볼트 이하로 감소

될 수 있다. 전압을 감소시키면, 전기 저항도 감소되어, 보다 큰 열적 질량을 갖는 보다 두껍고 튼튼한 가열 부재 또는 보다

낮은 저항을 갖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글로우 부재는 엔진 사이클 중에 예를 들어, 비교적 차가운 흡입 가스가 연소실

로 도입될 때 냉각될 수 있다. 보다 큰 열적 질량은 글로우 부재가 보다 많은 열을 보유할 수 있게 하여 글로우 부재의 표면

온도의 편차가 작다. 이 실시예의 양호한 배치에서, 각각의 연소실에 글로우 부재를 갖는 다수의 연소실을 갖는 엔진에 대

해, 감압 변압기가 각각의 글로우 부재에 대해 제공되고 각각의 글로우 부재에 대한 가열 부재가 감압 변압기의 2차 회로

이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글로우 부재는 적어도 1200℃의 온도로 가열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실린더, 실린더 내에 배치되며 엔진 작동 중에 실린더 내의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왕복하는 피

스톤, 피스톤 반대쪽의 실린더의 일 단부를 덮는 파이어 데크에 의해 형성되는 연소실을 포함하는 내연기관을 제공하는 것

이다. 엔진은 다수의 공간적으로 이산된 연료 제트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할 수 있는 연료 분사 밸브를 추가로 포함한다. 또

한, 글로우 부재는 다수의 각각의 연료 제트로부터 일정량의 연료가 글로우 부재에 의해 가열될 수 있도록 연료 분사 밸브

에 대해 배치되는 고온 표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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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우 부재의 고온 표면은 링 형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엔진은 다수의 연료 제트 각각이 글로우 부재에 직접 충돌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글로우 부재는 촉매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촉매 재료는 귀금속을 포함할 수 있고, 이 귀금속은 백금일 수 있다.

  글로우 부재는 글로우 부재를 가열하기 위해 전류를 제공할 수 있는 양극 및 음극을 포함할 수 있다. 엔진은 엔진의 전기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전압으로부터 글로우 부재에 인가될 수 있는 보다 낮은 전압으로 전류의 전압을 감압하기 위한 변

압기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 따르면, 글로우 부재에 인가되는 전압은 2볼트 이하일 수 있다.

  글로우 부재는 오리피스(orifice)와 저장소를 추가로 형성할 수 있다. 오리피스는 일정량의 흡입 가스가 저장소로 들어가

고 나올 수 있게 한다. 엔진이 작동 중일 때, 흡입 가스의 일부분이 압축 행정 중에 저장소로 유입되어 그 안에 축적될 수 있

다. 글로우 부재는 저장소 내에 보유된 흡입 가스 부분을 가열하고, 동력 행정 중에 흡입 가스의 가열된 부분을 저장소로부

터 오리피스들을 통해 유출하여 가열된 "가스 제트(charge jet)"로서 다시 연소실에 보낼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엔진은 연료 분사 밸브와 글로우 밸브 사이에서 연소실 내에 배치되는 배리어(barrier)를 추가로 포함

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다수의 연료 제트에 의해 연소실에 도입되는 연료의 적어도 일부분이 배리어에 충돌하여 연료

와류(fuel eddies)들을 생성하고 글로우 부재가 엔진이 작동될 때 연료 와류들이 생성되는 공간에 배치된다. 연료 제트의

연료 속도는 연료 분사 밸브에 가까울수록 더 크고, 글로우 부재가 연료 분사 밸브에 더 가깝게 위치되면, 글로우 부재에

향해지는 연료 속도를 늦춰 점화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의 장점은 배리어가 연료 속도를 늦추도록

작용하고 와류들에서의 연료가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글로우 부재 부근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리어는 파이어 데크에

부착된다. 일 실시예에서, 배리어는 스프링 클립(spring clip)일 수 있다. 글로우 부재는 구조적 지지를 위해 배리어에 부착

될 수 있다.

  엔진은 연료 분사 밸브를 수용 및 지지하기 위한 구멍을 형성하는 분사 밸브 슬리브(sleeve)를 포함할 수 있고, 이 밸브는

구멍 내에 장착될 수 있다. 배리어는 파이어 데크 너머로 연장하여 연소실로 돌출하는 슬리브의 일부분일 수 있다. 다른 실

시예에서, 배리어는 분사 밸브 슬리브에 부착될 수 있다.

  배리어는 촉매 재료가 없이 연료를 점화하기 위해 필요한 온도에 비해, 보다 낮은 온도에서 연료 점화를 돕는 촉매 재료

를 포함할 수 있다. 촉매 재료는 귀금속을 포함할 수 있고, 양호한 실시예에서 귀금속은 백금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실린더, 실린더 내에 배치되며 엔진 작동 중에 실린더 내의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왕복하는 피

스톤을 포함하는 내연기관을 제공한다. 파이어 데크는 피스톤 반대쪽의 실린더의 일단부를 덮는다. 실린더, 피스톤, 파이

어 데크는 실질적으로 연소실을 형성한다. 엔진은 연료 분사 밸브를 포함하고, 연료 분사 밸브는 다수의 오리피스를 포함

하고, 이는 연료 분사 밸브의 노즐을 통해 제공된다. 노즐은 파이어 데크로부터 돌출하여 각각의 오리피스가 공간적으로

이산된 연료 제트에서 연소실로 연료를 향하게 한다. 글로우 부재가 파이어 데크로부터 현가되어 배치되고, 연료 분사 밸

브에 관련하여 배치되어 다수의 연료 제트 각각이 연소실로 향해질 때 글로우 부재에 충돌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실린더, 실린더 내에 배치되며 엔진 작동 중에 실린더 내의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왕복하는

피스톤을 포함하는 엔진을 제공한다. 또한, 파이어 데크가 포함된다. 실린더, 피스톤, 파이어 데크는 실질적으로 연소실을

형성한다. 또한, 연료 분사 밸브가 포함되고 연료 분사 밸브는 적어도 2개의 오리피스를 포함한다. 지지 공간과 제 1 단부

를 형성하는 밸브 슬리브가 포함되고 제 1 단부는 파이어 데크로부터 연소실로 돌출한다. 분사 밸브는 지지 공간에 배치되

고 각각의 오리피스는 슬리브를 지나 연소실로 연료 제트를 향하게 할 수 있다. 글로우 부재는 클립 둘레에 고정된다. 클립

은 제 1 단부에 고정되고 제 1 단부 상에 배치되어 연료 제트의 일부분이 연소실로 분사될 때 클립에 충돌하여 연료 와류들

을 만든다. 글로우 부재는 클립 상에 배치되어 와류들이 글로우 부재에 충돌한다.

  양호한 실시예들에서, 연소실로 도입되는 연료는 기체 연료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하기에 논의된다.

  도면들은 본 발명을 제약하지 않는 실시예들을 예시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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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a 및 도 1b는 글로우 부재가 연소실의 파이어 데크에 부착된 제 1 실시예의 연소실의 두 도면이고, 도 1a는 관련 글

로우 부재에 바람직한 위치를 예시하는 연소실의 평면도이고, 도 1b는 파이어 데크에 부착된 글로우 부재를 예시하는 도

1a에 도시된 선 A-A를 따라 취한 연소실의 측단면도.

  도 2a 및 도 2b는 글로우 부재가 피스톤에 부착된 제 2 실시예를 도시하고, 도 2a는 제 2 실시예의 평면도이고,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선 B-B에 따른 제 2 실시예의 측단면도.

  도 3a 내지 도 3c는 글로우 부재의 제 3 실시예의 3개의 도면이고, 도 3a는 클립에 부착된 링의 측단면도이고, 이는 결국

연료 분사 밸브를 수용하는 분사기 슬리브에 부착되고, 도 3b는 연료 제트 흐름의 윤곽이 연료 분사 밸브로부터 분출된, 도

3a의 원형 부분의 확대도이고, 도 3c는 글로우 부재와 클립의 분해도.

실시예

  압축 착화(compression ignition) 디젤 연료 엔진 내에서 전형적으로 찾을 수 있는 조건들 하에서 자가-착화하기 힘든 연

료들의 점화 및 연소를 돕는 글로우 부재(glow member)가 제공된다. 설명되는 방법 및 장치는 연소실 내의 연료가 더 많

이 연소되도록 돕는다.

  본원에 설명되는 실시예들에서, 연소실은 피스톤의 흡입 행정을 통해 흡입 가스를 축적하고, 이 가스를 피스톤의 압축 행

정을 통해 압축한다. 피스톤이 동력 행정을 시작할 때 상사점에서 또는 부근에 있을 때의 실시예들이 예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체 연료는 엔진 사이클에서 거의 이때 연소실 내에 압축된 흡입 가스로 분사된다. 다수의 고려 조건들 중에서, 분

사는 동력 행정을 구동하도록 연료가 점화 및 연소되게 타이밍이 조절되어야 한다.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면, 링 형상 글로우 부재(54)가 파이어 데크(63)에 부착된 것이 도시되어 있다.

  흡입 밸브(50)들과 배기 밸브(52)들을 갖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가 평면도로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글로우 부재

(54), 연료 분사 밸브(56)의 노즐은 연소실(60) 내에 배치된다. 점선은 연료 제트(58)들의 일반적인 형상의 윤곽을 나타낸

다. 도 1b에서, 피스톤(62)은 연소실 내에서 상사점에 또는 그 부근에 있다. 도 1b의 측면도는 글로우 부재(54)가 지지되

는 포스트(posts)(65)들을 따라 파이어 데크(63)를 도시한다.

  연료 제트(58)들은 연소실 내의 전형적인 분사 패턴을 예시하기 위해 도시되어 있다. 도 1a 및 도 1b는 연료 제트(58)들

의 연료의 적어도 일부분이 연료의 착화를 돕기 위해 글로우 부재에 의해 가열될 수 있도록 연료 제트(58)들이 어떻게 글

로우 부재(54)의 부근에 향해질 수 있는지를 도시한다.

  도 1b를 참조하면, 글로우 부재(54)가 파이어 데크(63)에 부착되어 도시되어 있다. 글로우 부재(54)는 이 제 1 실시예에

서 파이어 데크(63)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고온 표면 영역을 제공하는 외주를 갖게 제공되었고, 고온 표면 영역은 각각의

연료 제트(58)의 점화 및 연소를 돕는다. 즉, 바람직하게는 각각의 연료 제트(58)는 연료 분사 밸브(56)로부터 연소실에 분

사된 직후에, 글로우 부재(54)의 상부면에 충돌한다. 결국, 글로우 부재(54)는 연료 제트(58)들에 의해 제공되는 연료의 적

어도 일부에 열을 부여하여 이들 연료 제트가 점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돕는다. 즉, 글로우 부재(54)가 바람직하게는 연료

분사 밸브의 거의 중앙에 있으므로, 각각의 연료 제트가 상호 작용하고 바람직하게는 충돌하여, 글로우 부재(54)가 보다

쉽게 점화할 수 있게 한다. 연소는 모든 연료를 점화 및 연소하는데 화염 전파에 덜 의존한다. 그러므로, 보다 완전한 연소

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은 적어도 2개의 공간적으로 이산된 연료 제트를 연소실로 향하게 하는 연료 분사 밸브를 고려한다. 즉, 연료 분사

밸브는 다수의 노즐 오리피스를 갖고, 각각의 오리피스는 연료를 연소실로 향하게 하기 위한 출구 지점(point of origin)을

제공한다. 각각의 노즐 오리피스는 다른 각각의 노즐 오리피스들로부터 발생한 연료 제트들로부터 공간적으로 이산된 연

료 제트를 향하게 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연료 제트들은 분사 밸브 팁(tip)으로부터 연소실의 상이한 다양한 부분으로 분

산되어 있어 연소실의 모든 부분에 연료를 제공하여 가능한 한 많은 흡입 가스를 사용하도록 돕는다.

  분사 밸브 상의 중앙의 링 형상의 바람직한 글로우 부재 배치는 분사 압력과 분사 밸브 노즐 오리피스의 사이즈들이 동일

하고 분사 밸브 팁 주위에서의 연료 제트 패턴의 대칭성(symmetry)이 거의 같다는 가정하에서, 각각의 연료 제트가 거의

동시에 글로우 부재에 충돌하게 한다. 그러나, 링의 치수는 비대칭 제트 패턴들로 처리되도록 바뀔 수 있다. 즉, 보다 일반

적으로는 분사 밸브로부터 안내되는 각각의 연료 제트의 경로 내에 있도록 링이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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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글로우 부재(54)의 기하학적 형상에 대한 치수의 범위는:

  D=(0.2-0.35)*B

  d=(0.1-0.25)*B

  h=(0.01-0.1)*B로 제공될 수 있고, 여기서 D는 링의 외경이고, d는 링의 내경이고, h는 지지 포스트들의 높이이고, B는

실린더의 직경이다.

  양호한 실시예들에서, 링의 직경과 링의 파이어 데크로부터의 거리는 연소실 내의 연소 중에 글로우 부재가 열을 축적하

는 것을 돕기 위해 글로우 부재가 연소 환경에 노출됨을 보장하는 것을 돕도록 선택된다. 동시에, 글로우 부재(54)는 점화

를 도울 수 있도록 연료 제트에 충분히 가깝게 배치된다.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직경을 갖는 글로우 부재는 흡입 밸브(50)들과 배기 밸브(52)들로부터 벗어나 있

어 엔진 작동 중에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이들 밸브가 열림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제 1 실시예의 글로우 부재는 "수동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가열될 수 있다. 본원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수동적으로 가열되는 글로우 부재는 엔진 사이클들 사이에 열을 보유하는 재료들로 만들어진다. 연소실 내의 온도는 엔진

작동 중에 변동한다. 예를 들어, 비교적 차가운 흡입 가스가 흡기 행정 중에 도입되면 온도는 떨어지고, 압축 행정 중에 온

도는 증가하고, 연료가 연소되는 동력 행정 중에는 훨씬 더 온도가 상승한다. 수동적으로 가열된 글로우 부재는 "열 흡수재

(thermal absorber)"로서 작용하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시동 후 처음 몇 번의 사이클 중에 따뜻해진(warm-up) 후, 수동적

으로 가열된 글로우 부재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연소 환경 및 재료의 열 보유 및 흡수 특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바에 따라

이후의 연소들 사이에 원하는 범위 내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즉, 특정한 연료의 연소 환경은 연소실과 수동적으로 가열

되는 글로우 부재를 덥힐 수 있다. 글로우 부재에 의해 보유되는 열은 연료 제트(58)들의 적어도 일부분의 점화를 돕기에

충분히 고온인 표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연료 제트는 글로우 부재(54)에 충돌한다. 이러한 배치에서, 연료는 글로

우 부재를 충돌시킨 결과 점화 및 연소하거나, 또는 다른 경우보다 쉽게 점화 및 연소한다. 후자의 경우, 설명된 글로우 부

재에 부가하여 다른 점화 보조 전략이 사용될 수 있지만, 연료를 점화하기 위해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수동적으로만 가열되는 글로우 부재는 엔진이 오랫동안 꺼져 있었다면 냉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동적으로 가열되는

글로우 부재는 글로우 부재가 점화를 돕기 위한 열을 제공할 수 없을 때마다 부가적인 점화 보조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

므로, 예를 들어, 글로우 플러그, 점화 플러그 또는 초기 연료와 같은 시동시 점화 보조수단이 사용되어 연소실과 글로우

부재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체 연료가 점화를 시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엔진이 "따뜻해지면", 글로우 부재

는 연료 제트들에 다소의 열을 부여한다. 연소실 내의 온도와 연소되는 연료의 타입에 따라, 다른 점화 보조 장치들로부터

보조받는 양이 감소되거나 또는 제거될 수 있다.

  연료의 점화, 연료의 완전 연소, 및 초기 연료 또는 종래의 글로우 플러그와 같은 시동 점화 보조수단의 감소 또는 제거를

보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탄화수소 배기, 사이클-대-사이클 연소 변화 및 부하와 같은 것을 엔진 제어기가 모니터할 수 있

다.

  글로우 부재(54)를 만들기에 바람직한 재료는 일반적으로 연소실 내의 환경을 견디는 적절한 내구성(durability)을 갖는

고온 재료이다. 글로우 부재(54)는 열적 조건들과 연소실 내의 응력들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몇몇

적절한 재료들은 글로우 플러그 및 글로우 플러그 실드(glow plug shield)에 고려되는 것이 포함된다. 이들 재료는 백금 또

는 다른 귀금속과 같은 촉매 재료들로 코팅될 수 있다. 미국 특허 제 6,076,493호는 연소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글로우 플

러그 실드를 위한 재료의 사용 및 제조를 설명한다.

  설명한 실시예들에서, 점화 보조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연료가 연소실에 분사되는 동력 행정의 시작 또는 압축 행정이 완

료하는 시점 근처에서 주어진 충전된 가스 내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온도를 사이클들 사이에서 보유할 수 있는 글

로우 부재에 의해 제공된다.

  예시된 피스톤 볼(bowl)의 형상은 전형적인 피스톤 볼 디자인을 예시하는 것이다. 디젤 연료 엔진을 위해 개발된 이러한

디자인은 연소실 내의 난류(turbulence)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우 플러그가 점화를 돕는 엔진들의 경우에, 난류는

연소실에 걸쳐 연소의 전파를 촉진하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원리가 사용되는 경우에, 연소실 내의 화염 전파 필요성이 적

기 때문에, 연소실 내의 이러한 난류를 개선하는 기하학적 형상은 다른 경우보다 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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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바와 같이, 도 1a 및 도 1b에 도시한 글로우 부재는 능동적으로 가열될 수도 있다. 능동적으로 가열되는 글로우

부재는 열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연소실 내로부터의 열을 흡수하는데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글로우 부재로서 정의된

다. 예를 들어, 글로우 부재는 글로우 부재 내에 제공된 전기 가열 회로를 통해 또는 글로우 부재 자체를 통해 전류를 흘려

가열될 수 있다.

  추가적인 특징으로서, 본원에 설명된 글로우 부재의 실시예들 중 임의의 하나가 수동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가열되는

글로우 부재의 본체 내에 제공되는 다수의 또는 하나의 저장소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오리피스들은 글로우 부재 저장

소(들)와 연소실 사이에 서로 통하게 한다. 흡입 행정 중에 연소실에 도입되는 흡입 가스의 일부분은 흡입 행정 및 이후의

압축 행정 중에 이러한 저장소(들) 내에 축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장소(들)로 유입하는 흡입 가스는 열을 받은 글로우 부재

에 의해 둘러싸인다. 동력 행정이 시작할 때, 열을 받은 가스가 연소실의 팽창에 의해 연소실로 나오고, 열을 받은 가스와

연소실로 다시 도입되어 일어나는 난류가 연료의 점화를 추가적으로 돕는다.

  연소실 내에 글로우 부재를 장착하는 공지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실시예에서,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적절한 나사, 볼트, 용접 또는 다른 공지된 방법들을 사용하여 글로우 부재를 부착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면, 제 2 실시예가 제공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서, 수동적인 글로우 부재(92)가 포스트(93)들에

의해 피스톤(90)에 부착되어 있다. 다시, 연료 제트(94)가 연소실(96)로 분사되는 것의 윤곽이 그려져 있고, 피스톤(90)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된다. 도 2a는 흡입 밸브(98)와 배기 밸브(100)의 위치를 도시한다. 예시된 실시예가 4-밸브 배치(2

개의 흡입 밸브와 2개의 배기 밸브)를 사용하지만, 글로우 부재(92)는 상이한 개수의 흡입 또는 배기 밸브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연료 제트(94)들이 나오는 중앙에 위치한 연료 분사 밸브(102)를 갖는 연소실도 예시된 실시예에 도시되어 있다.

  제 2 실시예는 제 1 실시예와 일반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제 2 실시예가 파이어 데크(105) 대신에

피스톤(90)에 부착된 글로우 부재를 도시하는 것과 같이, 글로우 부재(92)는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거나 근처에 있을 때에

만 연료 제트(58)들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시예에서, 연료는 상사점 부근에 분사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이 실시예는 능동적으로 가열되는 시스템을 글로우 부재에 적용하는 용통성이 적다. 글로우 부재가 피스톤에 부착

되기 때문에 능동적 시스템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어렵다.

  도 3을 참조하면, 제 3 실시예가 제공되며, 여기서 능동적인 글로우 부재가 도시되어 있다. 글로우 부재(200)는 지지 부

재(202)에 부착되고, 이는 결국 분사 밸브 슬리브(204)에 부착된다. 연료 분사 밸브(206)가 분사 밸브 슬리브(204) 내측에

장착된 것이 도시되어 있다. 분사 밸브 노즐 오리피스(208)들이 연료 제트(210)들과 함께 도시되어 있다. 연료 와류(212)

들이 지지 부재(202) 부근 및 위에서 생성되는 것이 도시되어 있고 이는 연료 제트의 적어도 일부분의 경로에서 배리어로

서 작용한다. 양극 및 음극 전력선(214, 216)들도 도시되어 있다. 파이어 데크(218)는 분사 밸브(206)가 돌출하는 연소실

의 한 경계를 형성한다.

  능동적으로 가열되는 글로우 부재(200)의 이 양호한 실시예에서, 지지 부재(202)는 파이어 데크(218) 아래에서 연장하

며, 연소실로 돌출하는 분사 밸브 슬리브(204)의 일단부에 부착된다. 글로우 부재(200)는 도시된 바와 같이 지지 부재

(202)에 부착되고, 또한 지지 부재(202)는 연소실로 돌출한다. 제어기가 연료 분사 밸브(206)가 열리도록 지시하면, 일정

량의 연료가 연소실로 분사되고, 연료 제트(210)의 적어도 일부분이 지지 부재(202)에 충돌하여 연료 와류(212)를 생성하

고, 이는 글로우 부재(200) 부근에서 지지 부재(202) 둘레에서 재순환한다. 능동적으로 가열되는 글로우 부재(200)는 전

력선(214, 216)들을 지나는 전류에 의해 가열된다. 그러므로, 연료 와류들이 글로우 부재(200) 부근에 있어 가열된 직후에

점화가 일어난다. 지지 부재(202)와 글로우 부재(200)의 링 형상으로 인해, 각각의 노즐 오리피스(208)들의 제트(210)들

각각은 연료 와류(212)들을 생성하고, 이는 연료가 글로우 부재(200) 가까이에 가게 하여 각각의 와류로부터 각각의 연료

제트가 점화될 수 있게 한다. 각각의 연료 제트에 담긴 연료로부터의 연소가 유사하게 보조된다. 또한, 글로우 부재(200)는

비교적 작아, 보다 큰 능동적인 글로우 부재에 비해 글로우 부재(200)를 가열하는데 필요한 전력 요구 조건들이 감소된다.

  연료 제트(210)들의 경로에서 지지 부재(202)를 제거하고 글로우 부재(200)를 배치할 수 있지만, 글로우 부재를 연료 제

트(210)들의 경로에 직접 배치하면 연소를 방해할 수 있다. 연료 제트(210)들이 연료 분사 밸브(206)로부터 매우 고속으

로 나오기 때문에, 연료는 점화되지 않고 글로우 부재(200)를 지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지지 부재(202)는 연료 와류가 형

성되게 한다. 이는 글로우 부재를 향해 비교적 저속으로 향해지고, 각각의 연료 제트(210)를 점화시키고 이를 통해 화염

(flame)을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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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실시예에서, 링은 900℃ 내지 1700℃ 범위, 바람직하게는 900℃ 내지 1200℃ 온도 범위 내의 온도로 전기적으

로 가열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연소실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을 견딜 수 있는 재료들이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재료들에는 Si3N4 복합물이 포함된다. 유사하게는, 지지 부재(202)는 점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 촉매로서 사

용될 수 있다. 제 1 및 제 2 실시예들의 수동적인 글로우 부재들에 관해 상술한 바와 같은 열 흡수재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지 부재(202)가 수동적 글로우 부재로서 사용될 때, 일단 가열되면, 능동적인 글로우 부재(200)에서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설명된 수동적 및 능동적으로 가열되는 글로우 부재 실시예들은 4행정 및 2행정 엔진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종래의 글로우 플러그들은 연료의 점화를 돕기 위해 연소실 내의 일 지점에서 고온 표면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

치 및 방법은 연료 분사 밸브 디자인에 의해 좌우되는 연료 분사 패턴과 함께 작용하는 연소실의 하나 이상의 영역에 대해

점화 및 연소를 돕는 고온 표면을 제공하는 글로우 부재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다수의 공간적으로 이산된 연료 제트의 점

화 및 연소를 돕는 고온 표면의 기하학적 형상도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링 형상의 글로우 부재는 많은 연료 분사 밸브

들이 일반적으로 원통형이 연소실의 많은 영역들에 대해 비교적 균일한 분무 패턴을 제공하므로 편리한 실시예이다. 그러

나, 연료 분사 밸브는 이러한 분무 패턴에 변화를 주고, 고온 표면 또는 "글로우 부재"의 형상과 배치가 바뀔 수 있다. 그러

므로, 당업자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글로우 부재는 "C"자-형상, 타원형(oval shaped)일 수 있고, 또는 연료 분사 밸브 디

자인에 맞는 다른 형상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기체 연료들이 엔진을 구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료로서 고려되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디젤 보다 자가-착화하기 힘든 많은 연료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당업자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 내에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체 연료들이 언급되는 경우, 본원은 이러한 연료들을 천연 가스, 메탄, 에탄, 부탄, 프로판, 다

른 탄화수소 연료, 및 수소와 같은 연료와 이들 기체 연료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다른 연료를 고려한다. 또한, 엔진 디자

인에 따라 점화 보조수단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메탄올과 같은 몇몇 액체 연료도 유용할 수 있다. 대다수의 이러한 연료들은

설명한 글로우 부재,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연소실 내에서 찾을 수 있는 고온 표면의 기하학적 형상이 있으면 어느 정도

유용하다.

  본원에 관련하여, 연료의 착화를 돕기 위해서 유량 조절(rate shaping)이 사용될 수 있다. 연료를 글로우 부재에 보다 많

이 노출하면, 본질적으로는 점화 전에 연료를 공급하면 동력 행정 시작 전에 또는 동력 행정 중에 필요할 때 점화를 도울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한 부재들, 실시예들 및 응용예들이 도시 및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물론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이는 당

업자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특히 상술한 내용을 참조하여 수정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방법에 있어서,

  a. 피스톤의 흡입 행정 중에 연소실로 흡입 가스를 도입하고, 상기 피스톤은 부분적으로 상기 연소실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상기 피스톤의 압축 행정 중에 상기 흡입 가스를 압축하는 단계와,

  c. 상기 연소실에 및 상기 연료의 점화를 돕기 위해 가열된 표면을 갖는 글로우 부재 부근에 다수의 공간적으로 이산된

(distinct) 연료 제트를 연료로서 직접 분사하는 단계와,

  d. 상기 연소실 내에서 상기 연료를 점화 및 연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는 링 형상인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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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는 전류에 의해 가열되는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를 120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보다 낮은 전압이 상기 글로우 부재에 인가되도록 상기 엔진의 전기 시스템의 전압을 감압시키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에 인가된 전압은 2볼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를 촉매 코팅(catalytic coating)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

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방법.

청구항 8.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장치에 있어서,

  연소실로 직접 분사되는 다수의 공간적으로 이산된 연료 제트의 점화를 돕기 위해서 상기 연소실 내에 배치될 수 있는 가

열 가능한 표면을 갖는 글로우 부재를 포함하는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는 링 형상인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의 표면 상에 촉매 재료를 배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 재료는 귀금속(precious metal)인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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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귀금속은 백금(platinum)인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장치.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를 통해 전류를 보내기 위한 제 1 및 제 2 전극들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전류는 상기 글로우 부재를 가열할 수 있는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의 표면은 적어도 1200℃ 이상의 온도로 가열될 수 있는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

료의 점화를 돕는 장치.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보다 낮은 전압이 상기 글로우 부재에 인가될 수 있도록 상기 엔진의 전기 시스템의 전압을 감압하기

위한 변압기(transformer)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변압기는 상기 글로우 부재에 인가되는 전압을 2볼트 이하로 감압할 수 있는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에 대한 가열 부재는 상기 변압기에 대한 2차 회로로서 사용되는 내연기관의 연소실

내의 연료의 점화를 돕는 장치.

청구항 18.

  내연기관에 있어서,

  a. 실린더와;

  상기 실린더 내에 배치되며, 엔진 작동 중에 상기 실린더 내에서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에서 왕복운동하는 피스톤과;

  상기 피스톤의 반대쪽에서 상기 실린더의 일단부를 덮는 파이어 데크(fire deck)에 의해 형성되는 연소실과,

  b. 상기 연소실에 다수의 공간적으로 이산된 연료 제트를 연료로서 직접 분사할 수 있는 연료 분사 밸브와,

  c. 상기 다수의 연료 제트 각각으로부터의 상기 연료의 일부분이 글로우 부재에 의해 가열될 수 있도록 상기 연료 분사 밸

브에 배치되는 고온 표면을 포함하는 글로우 부재를 포함하는 내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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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는 링 형상인 내연기관.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연료 제트는 상기 글로우 부재에 직접 충돌하는 내연기관.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는 촉매 재료를 포함하는 내연기관.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 재료는 귀금속인 내연기관.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귀금속은 백금인 내연기관.

청구항 24.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는 상기 글로우 부재를 가열하기 위한 전류를 제공할 수 있는 양극 및 음극을 포함하

는 내연기관.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보다 낮은 전압이 상기 글로우 부재에 인가될 수 있도록 엔진의 전기적 시스템으로부터의 전류의 전

압을 감압하기 위한 변압기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연기관.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변압기는 상기 글로우 부재에 인가되는 전압을 2볼트 이하로 감압할 수 있는 내연기관.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에 대한 가열 회로는 상기 변압기에 대한 2차 회로로서 사용되는 내연기관.

청구항 28.

공개특허 10-2005-0083710

- 11 -



  제 18 항 내지 제 2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는 오리피스(orifice)와 저장소를 형성하고,

  상기 저장소는 압축 행정 중에 일정량의 흡입 가스를 축적 및 가열할 수 있고, 상기 오리피스는 동력 행정 중에 상기 일정

량의 가스 제트를 상기 오리피스로부터 상기 연소실로 보낼 수 있는 내연기관.

청구항 29.

  제 18 항 내지 제 2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연료 분사 밸브와 상기 글로우 부재 사이에서 상기 연소실 내에 배

치되는 배리어(barrier)를 추가로 포함하여 상기 다수의 연료 제트에 의해 상기 연소실로 도입되는 상기 연료의 일부분 이

상이 상기 배리어에 충돌하여 연료 와류(fuel eddies)들을 생성하고,

  상기 글로우 부재는 엔진이 작동할 때 상기 연료 와류들이 생성되는 공간에 배치되는 내연기관.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배리어는 상기 파이어 데크에 부착되는 내연기관.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배리어는 스프링 클립(spring clip)인 내연기관.

청구항 32.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우 부재는 구조적 지지부로서 상기 배리어에 부착될 수 있는 내연기관.

청구항 33.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연료 분사 밸브를 수용 및 지지하기 위한 구멍을 형성하는 분사 밸브 슬리브(sleeve)를 추가로

포함하고,

  연료 분사 밸브는 구멍 안에 장착될 수 있고, 상기 배리어는 상기 분사 밸브 슬리브에 부착될 수 있는 내연기관.

청구항 34.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배리어는 촉매 재료를 포함하는 내연기관.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 재료는 귀금속인 내연기관.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귀금속은 백금인 내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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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연료 분사 밸브를 수용 및 지지하기 위한 구멍을 형성하는 분사 밸브 슬리브를 추가로 포함하고,

  연료 분사 밸브는 구멍 안에 장착될 수 있고, 상기 배리어는 상기 파이어 데크 너머 상기 연소실로 연장하는 슬리브에 의

해 제공되는 내연기관.

청구항 38.

  내연기관에 있어서,

  a. 실린더와,

  b. 상기 실린더 내에 배치되며, 엔진 작동 중에 상기 실린더 내에서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에서 왕복운동하는 피스톤과,

  c. 상기 실린더의 일단부를 덮고, 상기 실린더와 상기 피스톤과 함께 연소실을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파이어 데크와,

  d. 연료 분사 밸브의 노즐을 통해 제공되는 다수의 오리피스를 포함하며, 상기 노즐은 각각의 상기 오리피스가 연료를 공

간적으로 이산된 연료 제트로서 상기 연소실에 보내게 하기 위해 상기 파이어 데크로부터 돌출하는 연료 분사 밸브와,

  e. 상기 파이어 데크로부터 현가되어 있고 연료 분사 밸브에 배치되어 상기 다수의 연료 제트 각각이 상기 연료가 상기 노

즐을 통해 상기 연소실로 분사될 때 글로우 링에 충돌하는 글로우 링을 포함하는 내연기관.

청구항 39.

  제 18 항 내지 제 3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연료는 기체 연료인 내연기관.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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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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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3c

공개특허 10-2005-0083710

- 15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목적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a
	도면2b
	도면3a
	도면3b
	도면3c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2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4
  발명의 목적 8
청구의 범위 8
도면 13
 도면1a 13
 도면1b 14
 도면2a 14
 도면2b 14
 도면3a 15
 도면3b 15
 도면3c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