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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공연비 제어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청구항(1)의 발명의 기본적 구성의 예시도.

제2도는, 청구항(2)의 발명의 기본적 구성의 예시도

제3도는, 청구항(3)의 발명의 기본적 구성의 예시도.

제4도는, 청구항(1)의 발명의 원리를 예시하는 설명도.

제5도는, 청구항(2)의 발명의 원리를 예시하는 설명도.

제6도는, 청구항(3)의 발명의 원리를 예시하는 설명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 및 제5실시예의 시스템 구성도.

제8도는, 제1실시예의 처리를 나타내는 순서도.

제9도는, 제2실시예의 처리를 나타내는 순서도.

제10도는, 제3실시예의 처리를 나타내는 순서도.

제11도는, 제4실시예의 처리를 나타내는 순서도.

제12도는, 공연비와 이미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제13도는, 공연비와 센서 출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제14도는, 청구항 4의 발명의 기본적 구성의 예시도.

제15도는, 제5실시예의 처리를 나타내는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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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도는, 제5실시예의 출력신호를 설명하는 그래프.

제17도는, 제6실시예의 처리를 나타내는 순서도.

제18도는, 제6실시예의 출력신호를 설명하는 그래프.

제19도는, 제7실시예의 처리를 나타내는 순서도.

제20도는, 제7실시예의 출력 신호를 설명하는 그래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M1, M5, M10, M14 : 내연기관          

M2, M6, M11, M15 : 산소센서

M3, M7 : 공연비 설정수단              M4, M9, M13 : 이상판정수단

M8 : 극치 검출수단                        M12 : 공연비 제어수단

M17 : 공연비 설정수단                   2 : 엔진

3 : 전자제어장치(ECU)                  4 : 실린더

5 : 피스톤                                      6 : 실린더헤드

7 : 연소실                                      8 : 점화 플러그

9 : 흡기 밸브                                  10 : 흡기 포트

11 : 흡기관                                    12 : 서지 탱크

14 : 스로틀                                    15 : 공기 정화기

16 : 배기밸스                                 17 : 배기포트

18 : 배기매니폴드                           19 : 촉매컨버터

20 : 배기관                                     21 : 점호기

22 : 분배장치                                  25 : 연료분사밸브

31 : 흡기기압센서                            32 : 흡기온도센서

33 : 스로틀위치센서                         35 : 수온센서

36 : 산소센서                                  37 : 부산소센서 

38 : 기통판별센서                            39 : 회전수센서

40 : 첵램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내연기관의 공연비를 피이드백(feed back), 제어하는 공연비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로부터  내연기관의  배기가스중의  이미션(emission)을  저하시키기  위해  내연기관의  배기계에 부
착시킨  산소센서의  출력신호에  의거해서  내연기관에  공급하는  연료혼합공기의  공연비가  제어되고 있
다.

즉,  제12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공연비를  배기가스의  정화율이  높은  이른  공연비점으로  제어하기 
위해,  산소센서  출력신호에  의거해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가  행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
은  제어에  사용되는  산소센서  등의  검출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배기가스의 이미
션이  악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종래로부터  산소센서의  이상을  진단하는  각종의  기술(일본국 특개
소  62-151770호  공보,  53-95421호  공보참조)  및  검출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통상의  피이드백 제어
를 보정하는 각종기술(일본국 특개소 58-222939호 공보, 59-3137호 공보참조)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한  검출계의  산소센서가  각종의  물질에  의해  독이  침입한  경우에는  제13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센서의 출력이 희박 또는 농후로 이동해서 특성이 변화해 버리는 일이 있고,  그 결과, 산
소센서의  출력신호에  의거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가  양호하게  행해질  수  없게되고,  이미션이 악
화해 버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실리콘  등에  의해  독이  침입한  산소센서를  사용해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하면 배
기가스중의  NOx가  증가하고,  또  납  등에  의해  독이  침입한  산소센서를  사용해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하면 배기가스중의 CO가 증가해 버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산소센서  등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아주  적당하게  공연비의  제어가  가능한  공연비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본  발명의  청구항(1)의  산소센서의  이상  검출장치는  제1도에 예시하
는  바와같이,  내연기관(M1)의  배기가스중의  산소농도에  따라서  신호를  출력하는  산소센서(M2)의 이
상을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기한  내연기관(M1)에  공급하는  연료혼합  공기의  공연비를 개방루우
프(open  loop)제어에  의해  희박  또는  농후한  상태로  설정하는  공연비  설정수단(M3)과,  그  공연비 설
정수단(M3)에 의해 공연비가 희박하게 설정된 때에 산소센서(M2)의 출력 신호가 소정의 역치
(threshold  value)이상의  경우  혹은  공연비가  농후하게  설정된때에  산소센서(M2)의  출력  신호가 소
정의  역치  이하의  경우에는  전기한  산소센서(M2)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하는  이상  판정수단(M4)를 갖

20-2

97-010317



춘 것을 요지로 한다.

또,  청구항(2)의  산소센서의  이상  검출장치는  제2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내연기관(M5)의 배기가
스중의  산소농도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는  산소센서(M6)의  이상을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기한 
내연기관(M5)에  공급하는  연료혼합공기의  공연비를  개방  루우프  제어에  의해  희박하게  및  농후한 상
태로  설정하는  공연비  설정수단(M7)과,  그  공연비  설정수단(M7)에  의해  공연비가  희박  및  농후하게 
설정된때의  산소센서(M6)의  출력신호의  극소치  및  극대치를  검출하는  극치  검출수단(M8)과,  그  극치 
검출수단(M8)에  의해  검출된  극소치  혹은  극대치의  적어도  한쪽이  소정의  출력치의  범위내인 경우에
는 전기한 산소센서(M6)에 이상이 있다록 판정하는 이상 판정수단(M9)을 갖춘 것을 요지로 한다.

다시  또,  청구항(3)의  산소센서의  이상  검출장치는  제3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내연기관(M10)의 배
기가스중의  산소농도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는  산소센서(M11)의  이상을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
기한  산소센서(M11)의  출력신호에  의거해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하는  공연비 제어수단
(M12)과,  그  공연비  제어수단(M12)에  의해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가  행해지고  있을  때  전기한 산소
센서(M11)의  출력신호가  소정의  출력치의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전기한  산소센서(M11)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하는 이상판정수단(M13)을 갖춘 것을 요지로 한다.

여기서, 전기한 극소치 및 극대치에 대해서는 각각 복수회의 평균치로부터 구한 값이라도 좋다.

또한,  청구항(4)의  공연비  제어장치는  제14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내연기관(M14)의  배기계에 마련
된  산소센서(M15)의  출력신호에  의거해서  전기한  내연기관(M14)에  공급하는  연료  혼합공기의 공연비
를  피이드백  제어하는  공연비  제어장치에  있어서,  전기한  산소센서(M15)의  출력신호의  변동에 의거
해서  산소센서(M15)의  이상을  검출하는  이상  검출수단(M16)과,  전기한  내연기관(M14)에  공급하는 연
료  혼합공기의  공연비를  개방  루우프  제어에  의해  희박  및  농후한  상태로  설정하는  공연비 설정수단
(M17)와  그  공연비  설정수단(M17)에  의해  공연비가  희박  및  농후하게  설정된  경우에  전기한 산소센
서(M15)의  희박  및  농후의  출력신호로부터  그  출력신호의  중앙치를  구하는  중앙치  산출수단(M18)과, 
전기한  이상  검출수단(M16)에  의해  산소센서(M15)의  이상이  검출된때에는  전기한  중앙치 산출수단
(M18)에  의해  구한  중앙치를  전기한  피이드백  제어시에  공연비의  희박과  농후와를  구비하는 역치로
서 설정하는 역치설정수단(M19)과를 갖춘 것을 요지로 한다.

전기한  개방  루우프  제어란  산소센서(M15)의  출력신호에  의거해서  연료  혼합공기의  공연비를 피이드
백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연비를  희박  또는  농후한  상태로  전환해서  설정하는  제어를 나
타내고 있다.

청구항(1)의  산소센서의  이상  검출장치는  공연비  설정수단(M3)에  의해  내연기관(M1)에  공급하는 연
료 혼합공기의 공연비를 개방 루우프 제어해서, 공연비를 희박 또는 농후한 상태로 설정한다.

그리하여,  공연비가  희박하게  설정된때에  산소센서(M2)의  출력신호가  소정의  역치  이상이  된 경우에
는  이상  판정수단(M4)에  의해  산소센서(M2)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한다.  혹은  공연비가  농후하게 설
정된때에  산소센서(M2)의  출력신호가  소정의  역치  이하로  된  경우에는  전기한  바와  같이  이상 판정
수단(M4)에 의해 산소센서(M2)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한다.

또,  청구항(2)의  산소센서의  이상  검출장치는  공연비  설정수단(M7)에  의해  내연기관(M5)에  공급하는 
연료  혼합공기의  공연비를  개방  루우프  제어해서  공연비를  희박하게  및  농후한  상태로  전환해서 설
정한다.  그리하여,  극치  검출수단(M8)에  의해  공연비가  희박  및  농후하게  설정된때의 산소센서(M6)
의 출력신호의 극소치 및 극대치를 검출한다.

여기서,  극소치  혹은  극대치의  적어도  한쪽이  소정의  출력치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이상 판정수단
(M9)에 의해 산소센서(M6)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한다.

다시  또,  청구항(3)의  산소센서의  이상  검출장치는  공연비  제어수단(M12)에  의해  산소센서(M11)의 
출력신호에 의거해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한다.

그리하여,  이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가  행해지고  있을  때  산소센서(M11)의  출력신호가  소정의 출력
치의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상 판정수단(M13)에 의해 산소센서(M11)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한다.

다음에 전기한 각 산소센서의 이상 검출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각 발명의 1예를 들어 설명한다.

①  청구항(1)의  산소센서의  이상  검출  장치,  제4도에  나타내는  바와같이,  산소센서가  양호한 경우에
는  개방  루우프  제어로서  공연비를  희박(예를  들면  공기과잉률  λ=1.03)으로  부터  농후(예를들면 λ
=0.97)로  변화시키면  산소센서의  출력신호는  제1의  역치  V1(예를  들면  300mv)를  화회함과  아울러 제
2의 역치 V2(예를 들면 700mv)를 상회하는 큰 진폭의 출력이 된다.

그러나,  실리콘  등에  의해  독이  침입한  산소센서  즉,  그  출력에  의거해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하면  NOx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산소센서는  공연비가  희박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산소센서와 비교
해서 출력신호(전압)가 높은 것이 된다.

한편,  납 등에 의해 독이 침입한 산소센서 즉,  그 출력에 의거해서 전기한 바와 같은 제어를 행하면 
CO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산소센서는  공연비가  농후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산소센서와  비교해서 출
력신호(전압)가  낮은  것이  된다.  따라서,  공연비가  희박하게  설정된  때에  산소센서의  출력신호가 소
정의 역치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산소센서가 NOx의  배출량이 많은 열화된 센서인 것으로 판정할 수 
있고,  한편  공연비가  농후하게  설정된  때에  산소센서의  출력신호가  소정의  역치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산소센서가 CO의 배출량이 많은 열화된 센서인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  청구항(2)의  산소센서의  이상  검출장치  제5도에  나타내는  바와같이  산소센서가  양호한  경우에는 
개방루우프  제어로서  공연비를  희박  및  농후로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면  산소센서의  출력신호의 진폭
은 큰  것이 되고,  출력신호의 극소치는 제1의  역치 V1을  하회함과 아울러 극대치는 제2의  역치 V2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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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기한  NOx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산소센서의  출력신호는  그  전압이  레벨이  높고,  제2의 역
치  V2부근에서  적은  진폭으로  진동한다.  한편,  CO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산소센서의  출력신호는  그 
전압레벨이 낮고, 제1의 역치 V1부근에서 적은 진폭으로 진동한다.

따라서,  산소센서의  출력신호의  극소치  혹은  극대치의  어느쪽이나  한쪽이라도  예를  들면  제1의  역치 
V1과,  제2의  역치  V2와에  낀  소정의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  산소센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므
로서 산소센서의 이상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③  청구항  (3)의  산소센서의  이상검출  장치  제6도에  나타내는  바와같이  산소센서가  양호한  경우에는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하면 산소센서의 출력신호의 진폭은 큰 것이 된다.

그러나,  전기한  NOx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산소센서  혹은  CO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산소센서를 사용해
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하면  그  출력신호는  슬라이스  레벨(Slice  level)Vo근방의  진폭이 적
은 것이 돼버린다.

따라서,  산소센서의  출력신호가  슬라이스  레벨  Vo  근방의  소정의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  산소센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므로서 산소센서의 이상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공연비  제어장치는  내연기관(M14)의  배기계에  산소센서(M15)의  출력신호에  의거해서 내연
기관(M14)에  공급하는  연료  혼합공기의  공연비를  피이드백  제어하는  공연비  제어장치이며,  이상 검
출수단(M16)에  의해  산소센서(M15)의  이상이  검출된  경우에는  공연비  설정수단(M17)에  의해, 내연기
관(M14)에  공급하는  연료  혼합공기의  공연비를  개방  루우프  제어해서  희박  및  농후한  상태로 설정하
고,  중앙치  산출수단(M18)에  의해  산소센서(M15)의  희박  및  농후의  출력  신호로부터  출력신호의 중
앙치를 구한다.

그리하여,  역치  설정수단(M19)에  의해  전기한  중앙치를  피이드백  제어시에  공연비의  희박과 농후와
를 구분하는 역치로서 설정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제7도는  제1실시예의  산소센서의  이상검출장치  및  제5실시예의  공연비  제어장치의  시스템 구성도이
다.

이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소센서의  이상  검출장치는  엔진(2)의  상태를  검출해서  공연비  등의 
각종의  제어나  이상  진당  등의  처리를  행하는  전자제어장치(이하,  단순히  ECU라  부른다)(3)을 갖추
고 있다.

엔진(2)는  실린더(4),  피스톤(5)  및  실린더헤드(6)로  구성되는  연소실(7)을  갖추고,  연소실(7)에는 
점화플러그(8)가 배치되어 있다.

엔진(2)의  흡기계는  흡기밸브(9),  흡기포트(port)(10)  흡기관(11),  흡입공기의  맥동을  흡수하는 서
지탱크(surge-tank)(12),  흡기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밸브(throttle-valve)(14)  및 공기정화기

(15)로 구성되어 있다.

엔진(2)의  배기계는  배기밸브(16),  배기포트(7),  배기매니폴드(manifold)(18),  3원  촉매를  충전한 
촉매컨버터(19) 및 배기관(20)으로 구성되어 있다.

엔진(2)의  점화계는  점화에  필요한  고전압을  출력하는  점화기(21)  및  도시하지  않은  크랭크축에 연
동해서  점화기(21)에서  발생된  고전압을  점화플러그(8)에  분배  공급하는  분배장치(22)로  구성되어 
있다.

엔진(2)의  연료계통은  연료통(도시하지  않으)으로부터의  연료를  흡기포트(10)  근방에  분사하는 전자
식의 연료분사밸브(25)로 구성되어 있다.

또,  엔진(2)의  운전  상태를  검출하는  센서로서  흡입공기의  압력을  검출하는  흡기기압센서(31), 흡입
공기의  온도를  검출하는  흡기온도  센서(32),  스로틀  밸브(14)의  열린  정도를  검출하는  스로틀 위치
센서(33),  냉각수  온도를  검출하는  수온센서(35),  촉매컨  버터(9)에  유입되기  전의  배기가스중의 산
소  농도를  검출하는  상류측  산소센서(이하  단순히  산소센서라  칭한다)의,  촉매  컨버터(19)로  부터 
유출된  배기가스중의  산소  농도를  검출하는  하류측  산소센서(이하  부산소센서라  칭하지만  이  센서는 
필요에  따라서  부착시킨다)(37),  분배장치(22)의  캠샤프트(camshaft)의  1회전마다  기준신호를 출력
하는  기통판별센서(38),  분배장치(22)의  캠샤프트의  1/24  회전마다  회전각  신호를  출력하는 회전수
센서(39) 등을 갖추고 있다.

전기한  각센서의  검출신호는  ECU(3)에  입력되고,  그  신호에  의거해서  엔진(2)의  회전수나  공연비 등
의  제어가  행해진다.  ECU(3)은  널리  알려진  CPU(3a),  ROM(3b),  RAM(3c)백업(back-up)  RAM(3d), 타이
머(3e)를  중심으로  논리연산회로로서  구성되고,  공통버스(common  bus)(3f)를  거쳐  입출력포트(3g)에 
접속되어 외부와의 입출력을 행한다.

CPU(3a)는  흡기기압센서(31),  흡기온도센서(32),  스로틀위치센서(33),  수온센서(35),  산소센서(36), 
부산소센서(37)의 검출신호를 A/D 변환기(3h) 및 입출력포트(3g)를 거쳐서 입력시킨다.

또,  기통  판별센서(38),  회전수센서(39)의  검출신호를  파형  정형회로(3i)  및  입출력포트(3g)를 거쳐
서  입력시킨다.  한편,  CPU(3a)는  입출력포트(3g)  및  구동회로(3m)을  거쳐  전기한  점화기(21)  및 연
료분사밸브(25), 산소센서(36)의 이상을 알리는 첵램프(check lamp)(40)을 구동제어한다.

또한,  전기한  ECU(3)의  백업  RAU(3d)는  이그니션  스위치(도시하지  않음)를  거치는  일이  없는 경로로
부터  전력이  공급되고,  각종의  데이터등이  이그니션  스위치의  상태에  구애  받음이  없이  유지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전기한  ECU(3)이  실행하는  산소센서(36)의  이상을  검출하는  각  처리  및  공연비의  제어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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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1) 제1실시예의 처리

우선,  제8도의  순서도에  의거해서  실리콘  등의  독이  침입해서  피이드백  제어시에  NOx가  증가하는 센
서를 검출하는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본  처리는  엔진(2)의  온난기가  실시된  상태에서  행해진다.  처음에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정지하
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100),  그리하여,  이  피이드백  제어가  정지된  상태에서  즉,  개방  루우프 제어
에  의해  연료분사밸브(25)를  구동제어해서  공연비를  희박한  상태로  설정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110),  결국  연료  분사밸브(25)의  밸브가  열리는  시간을  감소시켜서  공연비를  예를  들면  λ=1.03의 
희박한 상태로 설정하고, 이 상태를 소정시간 유지한다.

그리하여,  이때의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를  검출하고(단계  120),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가 소정
의  역치  V3(예를  들면  300mv)이상의  경우에는  산소센서(36)의  실리콘  등의  독이  침입해서  NOx의 배
출이  증가하는  센서인  것으로  판정하고(단계  130),  첵램프(40)를  점등해서(단계  140)  일단  본 처리
를 종료시킨다.

이와 같은 처리를 행하므로서 NOx의 배출이 증가하는 센서를 용이하게 검출할 수가 있다.

(2) 제2실시예의 처리

다음에  제9도의  순서에  따라서  납  등의  독이  침입해서  CO의  배출이  증가하는  센서를  검출하는 처리
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다음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하드웨어의 구성은 상술한 제1실시예의 구성과 같다.

우선, 전기한 처리와 마찬가지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정지시키는 처리를 행한다.

(단계  200),  그리하여  개방  루우프  제어에  의해  연료분사밸브(25)를  구동  제어해서  공연비를  농후한 
상태로  설정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210),  결국  연료분사밸브(25)의  밸브가  열리는  시간을 증가시
켜서  예를  들면  공여니를  λ=0.97의  농후한  상태로  설정해서  이  상태를  소정시간  유지한다. 그리하
여,  이때의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를  검출하고(단계  220),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가  소정의 역
치 V4 (예를  들면  700mV)이하의  경우에는  산소센서의에  납  등의  독이  침입해서  CO의  배출이  증가하는 

센서인 것으로 판정하고(단계 230), 첵램프(40)을 점등해서(단계 240) 일단 본 처리를 종료한다.

이와 같은 처리를 행하므로서 CO의 배출이 증가하는 센서를 용이하게 검출할 수가 있다.

(3) 제3실시예의 처리

다음에  제10도의  순서도에  의거해서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의  극소치  및  극대치로부터 산소센서의
에 실리콘이나 납등이 침입하여 열화된 것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전기한  처리와  같은  모양으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정지시키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300),  그리하여  개방루우프  제어에  의해  연료  분사밸브(25)를  구동제어해서  공연비를  농후  및 희박
의  상태로  주기적으로  전환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310),  결국  연료  분사밸브(25)의  밸브가  열린 
시간을  조절해서  공연비를  예를  들면  2Hz의  주기로서  λ=0.97의  농후한  상태나  λ=1.03의  희박한 상
태를 주기적으로 전환한다.

그리하여,  이때의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를  검출하고(단계  320).  그  출력신호의  극소치  및 극대치
를 구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330).

다음에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의  극소치  혹은  극대치의  어느쪽인가  한쪽이라도  소정의  출력치의 
범위내인가 아닌가를 판정한다.

즉,  전기한  제5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극소치가  제1의  역치  V1이상(단계  340)  혹은  극대치가 제2
의 역치 V2이하의 경우에는(단계 350).

이  산소센서(36)에  독이  침입해서  열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해서  첵램프(40)을  점등시키고(단계 
360) 일단 본 처리를 종료한다.

이와 같은 처리를 행하므로서 독이 침입해서 열화된 센서를 용이하게 검출할 수가 있다.

(4) 제4실시예의 처리

다음에  제11도의  순서도에  의거해서  산소센서(36)의  출력  신호로부터  산소센서(36)에  독이  침입해서 
열화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본  처리는  전기한  처리와는  달라서 
공연비 피이드백 처리를 행한 상태에서 산소센서(36)의 이상을 검출하는 처리를 행하는 것이다.

우선,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실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를  검출하는 처리
를 행한다(단계 400).

그리하여,  검출한  출력신호의  극소치  및  극대치를  구하고(단계  410),  이들의  값이  슬라이스  레벨 Vo
를  끼고  소정의  좁은  출력치의  범위내인가  아닌가를  판정한다.  즉,  전기한  제6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극소치가 슬라이스 레벨 VO 보다  적은  역치 V L  이상이며(단계 420),  다시  또,  극대치가 슬라이스 

레벨 VO 보다  큰  역치 V H  이하인  경우에는  (단계  430),  산소센서(36)에  독이  침입해서  열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첵램프(40)를 점등하고(단계 440) 일단 본 처리를 종료한다.

또한,  전기한  실시예의  산소센서(36)의  이상  검출의  처리는  예를들면  이  산소센서(36)을  갖춘 차량
인 신호 등에 의해 정지한때에 행해도 좋고, 혹은 공장등에서의 점검 등의 점검시에 행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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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상술한 각 처리를 행하여 실제로 산소센서(36)의 이상을 검출한 실험예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의  각  실험에  있어서는  차량의  배기계에  양호한  산소센서(36)  혹은  열화된  산소센서(36)을 부착
시켜 엔진의 회전수나 공연비 등의 조건을 변경해서 그 때의 출력신호를 검출했다.

[실험예 1]

NOx의  배출량이  다른  산소센서(36)을  사용하여  공연비를  희박한  상태로  설정하고,  다시  또  엔진의 
회전수를 변경해서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의 전압을 측정했다.

그 실험조건 및 결과를 제1표에 나타낸다.

이  표에  있어서  A,B는  산소센서(36)를  부착시킨  다음  차종을  나타내고,  C,D는  다른  실험조건을 나타
내고  있다.  즉  C의  실험조건은  배기가스의  유속이  큰  엔진회전수  1500rpm,  공기과잉률  λ=1.04를 나
타내고,  D는  유속이  완만한  엔진회전수  800rpm,  λ=1.03을  나타내고  있다.  또,  시료  No.1-2가 양호
한 센서이며, 시료 No.3-5가 NOx가 많은 열화된 센서이다.

또, 실험결과는 각각 3회의 측정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상기  제1표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시료  No.1-2의  양호한  센서에서는  엔진의  회전수에  관계없이 공
연비가  희박상태에  있어서의  센서출력이  적지만  시료  No.3-5의  열화된  센서에스는  센서의  출력이 크
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정의  역치(예를  들면  300mv)로  판정을  행하므로  용이하게  NOx의  배출량이 
많은 열화된 센서를 검출할 수가 있다.

또한,  이  실험의  조건으로는  예를  들면  하기의  제2표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조건의  범위내가  아주 
적당하다.

[표 2]

[실험예 2]

CO의  배출량이  다른  산소센서의를  사용하고,  공연비를  농후한  상태로  설정하고,  전기한  바와  같이 
해서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의 전압을 측정했다.

그 실험조건 및 결과는 제3표에 나타낸다.

이 표에 있어서 A,  B는  전기한 바와 같지만,  C,  D의  공연비가 농후(λ=0.97)  한점이 다르다.  또, 시
료 No.1-2가 양호한 센서이며, 시료 No.3-4가 CO가 많은 열화된 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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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기  제3표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시료  No.1-2의  양호한  센서에서는  공연비가  농후한  상태에 있어서
의 센서의 출력이 크지만 시료 No.3-4의 열화된 센서에서는 센서출력이 적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정의  역치(예를  들면  700mv)로  판정을  행하므로서  용이하게  CO의  배출량이  많은  열화된 
센서를 검출할 수가 있다.

또한,  이  실험의  조건으로서는  예를  들면  하기  제4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조건의  범위내가  아주 
적당하다.

[표 4]

[실험예 3]

본  실험예에서는  전기한  실험예와는  달리  공연비를  희박  및  농후한  상태로  주기적으로  전환해서 실
험을  행하였다.  결국,  실험예  1-2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양호한  센서나  NOx  혹은  CO의  배출량이 많
은 산소센서(36)을 사용해서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의 전압의 극소치 및 극대치를 측정했다.

그 실험조건 및 결과를 제5표(NOx의 측정결과) 및 제6표(CO의 측정결과)에 나타낸다.

여기서,  C,  D에  있어서의  엔진회전수는  전기한  실험에  1과  같고,  다시  또  양표에  있어서의 공기과잉
률(λ) 및 전환 주기(HZ)는 동일하다.

또, 양표에 있어서, 시료 No.1-2가 양호한 센서이며, 시료 No.3-5가 열화된 시료이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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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  제5표  및  제6표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시료  No.1-2의  양호한  센서에서는  공연비가  희박  및 농
후한  상태에  있어서의  센서출력의  폭이  크지만  시료  No.3-5의  열화된  센서에서는  센서출력의  폭이 
적게되어 있다.

따라서,  소정의  상하  2개의  겨치(예를  들면  낮은  쪽에서  300mv  높은  쪽에서  700mv)로  판정을 행하므
로서  용이하게  NOx나  CO의  배출량이  많은  열화된  센서를  함께  검출할  수가  있다.  또한,  이  실험의 
조건으로서는 예를 들면 하기하는 제7표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조건의 범위내가 아주 적당하다.

[표 7]

[실험예 4]

본  실험예에서는  전기한  실험예와  같이  개방  루우프  제어가  아니고,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한 
상태에서 실험을 실시했다.

결국  실험예  1-3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양호한  센서나,  NOx  혹은  CO의  배출량의  많은  산소센서의를 
사용해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하고,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의  전압의  극소치(희박시)  및 
극대치(농후시)를 측정했다.

그 실험조건 및 결과를 제8표(NOx의 측정결과) 및 제9표(CO의 측정결과)에 나타낸다.

여기서, C, D는 A차량을 이용해서 일정속도 운전을 한때의 실험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또, 양표에 있어서 시료 No.1-2가 양호한 센서이며, 시료 No.3-4가 열화된 센서이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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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이  제8표,  제9표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시료  No.1-2의  양호한  센서에서는  공연비가  희박  및 농후
한  상태에  있어서의  센서  출력의  폭(극대치와  극소치와의  차)이  크지만  시료  No.3-4의  열화된 센서
에서는 센서의 출력의 폭이 적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정의  상하  2개의  역치  V·V(예를  들면  낮은  폭에서  250mv,  높은  쪽에서  850mv)로  판정을 
행하므로서 용이하게 NOx나 CO의 배출량이 많은 열화된 센서를 함께 검출할 수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기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일이 없이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각종 형태론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전기한  실시예에서는  산소센서(36)의  열화를  검출했으나 부산소센
서(37)의 열화의 검출에도 적용될 수 있다.

(5) 제5실시예의 처리

우선,  제15도의  순서도에  의거해서  공연비를  희박한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다시  또는  농후한 일
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그때의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를  측정해서  중앙치를  구하는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본  처리는  엔진(2)의  온난기가  실시된  상태에서  행해진다.  처음에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정지하
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100).

다음에  이  피이드백  제어가  정지된  상태에서  즉  개방  루우프  제어에  의해  연료  분사밸브(25)를  구동 
제어해서  공연비를  희박(예를  들면  공기과잉률  λ=1.02)의  상태로  설정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110).

그리하여,  이  상태를  소정시간  유지해서  이  희박시의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  D을  검출한다(단계 
120).

다시  또,  개방  루우프  제어에  의해  연료분사밸브(25)를  구동제어해서  공연비를  농후(예를  들면 λ
=0.98)의 상태로 설정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130).

그리하여,  이  상태를  소정시간  유지해서  이  농후시의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  D을  검출한다(단계 
140).

다음에  산소센서(36)의  희박의  출력신호  D이  소정의  역치  V(예를  들면  400mv)  이상의  경우에는 산소
센서(36)이 이상인 것으로 판정하고(단계 150), 첵램프(40)를 점등한다(단계 160).

또,  산소센서(36)의  농후의  출력신호  D이  소정의  역치  V(예를  들면  700mv)  이하의  경우에는 산소센
서의가 이상인 것으로 판정하고(단계 170), 같은 모양으로 첵램프(40)를 점등한다(단계 160).

그리하여,  전기한  단계  150  혹은  170에서  산소센서(36)이  이상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희박의 경
우의 출력신호 D  및  농후의 경우의 출력신호 D의 중앙치 V를 구하고(단계 180),  그  중앙치 V를 피이
드백  제어시에  희박과  농후와를  구분하는  역치(슬라이스  레벨)로서  설정하고(단계  190),  일단  본 처
리를 종료한다.

즉,  제16a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λ=1.02인  때의  출력신호  D의  전압이  500mv,  λ=0.98 
인대의 출력신호 D의 전압이 900mv의 경우에는 그 중앙치 V는 700mv가 된다.

따라서,  이  중앙치  V를  피이드백  제어시의  역치로서  채용하면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가  고전압측 
혹은  저전압측에  어긋나서  진동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진동의  거의  중앙이  역치가  되기  때문에 공
연비의  희박이나  농후를  확실히  구분해서  제16도(ℓ)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OV와  5V의  2가지  값의 
신호론 변호나 할 수가 있다.

결국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역치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센서(36)이 
독의 침입 등에 의해 그 출력이 변동 되었다 해도 공연비의 희박 및 농후한 상태를 확실히 검출해서 
아주 적당하게 공연비를 제어할 수가 있다.

또한,  전기한  제5  실시예에서는  산소센서(36)의  이상을  검출하기  위해  개방루우프  제어에  의해 공연
비를  희박  또는  농후한  상태로  변경해서  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어를  행했으나,  그 이외에
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종의 이상 검출의 수단을 채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방  루우프  제어에  있어서  공연비를  희박  및  농후한  상태로  소정의  주기로  전환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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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극소치나 극대치가 소정의 범위내에 없는 경우에 산소센서(36)을 이상으로 판정해도 좋다.

혹은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하고  그때의  출력신호가  소정의  범위내에선  진동하는  경우에 이상
이라고 판정해도 좋다.

또한,  하기에는  다른  실시예의  하드웨어의  구성은  전기한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며,  다시  또  다음의 
설명에 있어서는 이상판정의 처리의 실명은 간결하게 기술한다.

(6) 제6실시예의 처리

다음에  제17도의  순서도에  의해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의  극소치  및  극대치를  사용해서  공연비를 
제어하는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전기한 처리와 마찬가지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정지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200).

다음에  개방루우프  제어에  의해  연료분사밸브(25)를  구동제어해서  공연비를  농후  및  희박의  상태로 
주기적으로 전환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210).

그리하여  그때의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를  검출해서(단계  220),  그  출력신호의  극소치  및 극대치
를 구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230).

다음에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의  극소치  혹은  극대치의  어느쪽인가  한쪽이라도  소정의  출력치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산소센서(36)이  이상이라고  판정해서(단계  240),  첵램프(40)를  점등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250).

그리하여,  산소센서의가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한  극소치  V  및  극대치  V의  중앙치  V를  구한다(단계 
260).

이  중앙치  V를  실제의  피이드백  제어에  있어서의  공연비의  희박과  농후와의  구분하는  역치로서 설치
하고(단계 270), 일단 본 처리를 종료한다.

즉,  제18a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가  미리  설정한  역치  V보다 
큰  전압으로  진동하는  경우에는  산소센서(36)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력신호의  극소치  V  및 극
대치 V의 중앙치 V를 구하여, 이 중앙치 V를 역치로서 채용한다.

그것에  의해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가  이상이라도  실제의  공연비  피이드백  제어시에는  확실히 공
연비의  희박  또는  농후의  상태를  구별해서  제18도(ℓ)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V와  5V의  2개의  값이 
신호로 변환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에  따라서  역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센서(36)에  독이  침입해서  그  출력이  고전압축  혹은  저전압축으로  변동했다고  해도  공연비를  아주 
적당하게 제어할 수가 있다.

(7) 제7실시예의 처리

다음에  제19도의  순서도에  의거해서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의  중앙치  V를  사용한  다른  처리에 대
해  설명한다.  우선,  전기한  제5  실시예  혹은  제6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해서  산소센서(36)의  이상을 
검출한  경우에는(단계  300),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로부터  중앙치  V를  구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310).

그리하여,  이  중앙치  V에  의거하여  실제의  피이드백  제어시에  산소센서(36)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의 전압을 비례 배분해서 진폭이 큰 정상적인 신호로 변경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320).

일단 본 처리를 종료한다.

즉, 제20도 및 하기하는 제10표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의 전압을 변환한다.

[표 10]

예를  들면  미리  설정된  역치  Vo보다  출력신호의  전압이  높은  경우에는  공연비의  희박(λ=1.02)에 있
어서의 500mv의 신호를 OV로, 또 농후(λ=0.98)에 있어서의 900mv의 신호를 1V라는 식으로 
변환한다.

결국  산소센서(36)의  이상한  출력신호의  진폭의  중심을  미리  설정된  역치  Vo의  500mv로  보정함과 아
울러 출력신호를 큰 진폭의 신호가 되도록 비례배분하여 변환시키는 처리를 행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의  측정치를  X로  하고  변환치를  Y로  하면  하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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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식에 의거해서 변환한다.

Y=2.5×-1250

따라서,  이와  같은  처리에  의해  신호가  보정되기  때문에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가  고전압측이나 
저전압측에  기울어져  있거나  혹은  진폭이  적은  것이라도  미리  설정된  역치  Vo를  사용하여  공연비의 
상태를  확실하게  검출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아주  적당하게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할  수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기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일  없이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각종  형태로 실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청구항(1)의  산소센서의  이상  검출장치는  개방  루우프 
제어에  의해  공연비가  희박하게  설정된  때에  산소센서의  출력신호가  소정의  역치  이상의  경우  혹은 
공연비가  농후하게  설정된  때에  산소센서의  출력신호가  소정의  역치  이하의  경우에는  산소센서에 이
상이  있다고  판정하기  때문에  실리콘  혹은  납에  의해  독이  침입되어  공연비의  피이드  백  제어에 사
용하면  NOx  혹은  CO가  증가하는  열화된  산소센서를  용이하고  또한  확실하게  검출할  수가  있다.  또, 
청구항(2)의  산소센서의  이상검출장치는  개방루우프  제어에  의해서  공연비가  희박  및  농후로  설정된 
때의  산소센서의  출력신호의  극소치  및  극대치를  검출하고,  극소치  혹은  극대치의  적어도  한쪽의 소
정의  출력치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산소센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하기  때문에  전기한  바와 마찬가지
로 열화된 산소센서를 용이하게 또한 확실하게 검출할 수가 있다.

다시  또,  청구항(3)의  산소센서의  이상  검출장치는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하고  그때의 산소센
서의  출력신호가  소정의  출력치의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산소센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하기 때문
에 전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로하된 산소센서를 용이하게 또한 확실하게 검출할 수가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공연비  제어장치는  개방  루우프  제어에  의해  공연비를  희박이나 
농후의  상태로  설정하고,  그  때의  산소센서(36)의  출력신호로부터  출력신호의  중앙치를  구하는 것이
며,  산소센서(36)의  이상이  검출된  경우에는  이  중앙치를  피이드백  제어시의  공연비의  희박과 농후
와는  구분하는  역치로서  설정하기  때문에  산소센서가  독의  침입  등에  열화해서  이상의  신호가 출력
된 경우라도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아주 적당하게 행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중의  산소  농도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는  산소센서의  이상을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기한  내연기관에  공급하는  연료,  혼합공기의  공연비를  개방루우프  제어에  의해 희박하거
나  농후한  상태로  설정하는  공연비  설정수단과,  그  공연비  설정수단에  의해  공연비가  희박하게 설정
된  때에  산소센서의  출력신호가  소정의  역치  이상의  경우  또는  공연비가  농후하게  설정될  때에 산소
센서의  출력신호가  소정의  역치  이하의  경우에는  전기한  산소센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하는  이상 
판정수단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센서의 이상검출장치.

청구항 2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중의  산소농도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는  산소센서의  이상을  검출하는  장치에 있
어서,  전기한  내연기관에  공급하는  연료  혼합공기의  공연비를  개방  루우프  제어에  의해  희박되거나 
농후한  상태로  설정하는  공연비  설정수단과,  그  공연비  설정수단에  의해  공연비가  희박하거나 농후
하게  설정된  때의  산소센서의  출력신호의  극소치  및  극대치를  검출하는  극치검출  수단과,  그  극치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된  극소치  혹은  극대치의  적어도  한쪽이  소정의  출력치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전기한  산소센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한  이상  판정수단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센서의 이
상검출장치.

청구항 3 

내연기관의  배기가스중의  산소농도에  따라서  신호를  출력하는  산소센서의  이상을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기한  산소센서의  출력신호에  의거해서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를  행하는  공연비 제어수단
과,  그  공연비  제어수단에  의해  공연비의  피이드백  제어가  행해지고  있을  때,  전기한  산소센서의 출
력신호가  소정의  출력치의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전기한  산소센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하는  이상 
판정수단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센서의 이상검출장치.

청구항 4 

내연기관의  배기계에  마련된  산소센서의  출력신호에  의거해서  전기한  내연기관에  공급하는  연료 혼
합공기의  공연비를  피이드백  제어하는  공연비  제어장치에  있어서,  전기한  산소센서의  출력신호의 변
동에  의거해서  산소  센서의  이상을  검출하는  이상  검출수단과,  전기한  내연기관에  공급하는 연료혼
합  공기의  공연비를  개방루우프  제어에  의해  희박  및  농후한  상태로  설정하는  공연비  설정수단과, 
그  공연비  설정수단에  의해  공연비가  희박  및  농후하게  설정된  경우에  전기한  산소센서의  희박  및 
농후의  출력신호로부터  그  출력신호의  중앙치를  구하는  중앙치  산출수단과,  전기한  이상  검출수단에 
의한  산소센서의  이상이  검출된  경우에는  전기한  중앙치  산출  수단에  의해  구한  중앙치를  전기한 피
이드백  제어시에  공연비의  희박과  농후와를  구분하는  역치로서  설정하는  역치  설정수단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연비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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