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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주요제원
    : 다음의 주요 제원은 현제 적용되고 있는 [OM661/OM662엔진]과 비교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제원의 비교를 쉽게 했다.

항     목
 OM 661 엔진 관련 비교                 OM 662 엔진 관련 비교

 OM 661         OM 661 LA           OM662           OM 662 LA

 차량중량(kg)

차량 총 중량(kg)

연료 소비율(㎞/ℓ)

최고속도(㎞/h)

등판능력(tan θ)

최종 감속비

실린더 수 / 배열

총 배기량(cc)

실린더 내경 × 외경(cc)

압축비

분사순서

엔진 자체 중량(kg)

최대출력(ps/rpm)

최대회전력(kg·m/rpm)

밸브개폐   흡기(개/폐)

시기        배기(개/폐)

분사시기 RI 규정값

분사 개시 압력(bar)

오일 냉각 방식

오일 용량(ℓ)

윤활 장치

냉각장치

수온조절기배방온도(℃)

1,847

2,172

18.1

137

39.5°

4.555:1

4/15°우측경사

2,299

89×92.4

22:1

1-3-4-2

186

79/4,000

16/2,400

ATDC11°/ABDC17°

BBDC28°/BTDC15°

ATDC15°±1°

115°~125

공냉식

8.0

압송식 기어펌프

강제순환식/수냉식

점성식 팬 클러치

85

수동:1,865

자동:1,895

수동:2,190

자동:2,220

수동:14.7

자동:14.7

수동:142

자동:143

수동:42.6°

자동:42.6°

수동-4.555:1

자동-3.727:1

←

←

←

←

←

191

101/4,000

21.5/2,400

←

←

←

135~143

공냉식 오일쿨러

8.5

←

←

←

80

수동:1,925

자동:1,917

수동:2,250

자동:2,242

수동:16.8

자동:16.7

수동:143

자동:138

수동:41.1°

자동:40.7°

수동-4.555:1

자동-3.727:1

5/15°우측경사

2,894

←

←

1-2-4-5-3

213

95/4,000

19.6/2,400

←

←

←

115~125

공냉식

9.5

←

←

←

85

수동:1,940

자동:1,970

수동:2,260

자동:2,295

수동:14.2

자동:14.2

수동:155

자동:154

수동:43.4°

자동:43.1°

수동-3.727:1

자동-3.540:1

←

←

←

←

←

218

120/4,000

25.5/2,400

←

←

←

135~143

공냉식 오일쿨러

10.0

←

←

←

80



일반사항

2. 주요 장치의 위치

1. 인터쿨러 어셈블리

2. 에어 흡입 파이프

3. 에어 흡입 호스

4. 흡입 매니폴드 덕트

5. 흡입 매니폴드

6. 에어 클리너어셈블리

7. EGR 밸브 어셈블리

8. 블로우바이 호스



일반사항

3. 엔진 성능곡선도
3-1. OM661LA 엔진



일반사항

3-2. OM662 LA 엔진



일반사항

4. 엔진 주요 구성도

1. EGR밸브

2. 흡입 매니폴드 덕트

3. 흡입 매니폴드

4. 블루바이 호스

5. 터보챠저 어셈블리

6. 진공호스

7. 부스트 압력 콘트롤 밸브 진공유니트



일반사항

원리와 특징
1. 터보퍄저
(1)일반사항
터보 챠저는 실린거 내의 제한된 요적에비해 보다 큰 출력을 얻기 위하여, 흡기 매니폴드와 배기 매니폴드 사이에
터보챠저(과급기)를 장착되어 있다. 터보챠저는 공기량을 증대시키기 위치, 흡기 밀도를 대기압이상으로 가압하여
실린더 내로 공급시켜 기관의 충전효율을 높이고 평균 유효압력을 높여 추력을 증대시킨다.

터보챠저에는 배기가스의 압력을 이용하는 원심식과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루트식이 있으나 대부분이 배기터보식
이 사용된다.

터보 챠저의 작동 흐름

배기 가스의 압력을 이용한 것으로 작동은 배기행정 때 배출괴는 배기가스가 터어빈 날개(휠)를 회전시키고, 동일
선상에 있는 과급기의 날개(콤프레셔 휠)를 회전시키르로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소비하지 않으면서 높은 공
기의  밀도를 실린더 내로 공급하여, 엔진의출력과 회전력을 증가시키고, 연료소비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배기터보식의 기본원리

1. 터빈 휠

2. 센터 베어링

3. 실리더로 공기 공급

4. 진공호스

5. 콤프레셔 휠

6. 에어클리너로 부터 공기 흡입

7. 부스트압력 콘트롤 밸브 진공 유니트

 8. 다이어프램

 9. 콘트롤 링크

10. 오일 출구

11. 배기가스 입구

12. 바이패스 플랩

13. 배기가스 출구



일반사항

(3) 터보챠저의 구조
터보챠저의 터어빈 휠과 콤프레셔 휠은 축의 양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축을 지지하는 센터 하우징(센터 하우징은
2개의 풀 플로트 저어널 베어링에 의해 터어빈과 쿰프레셔를 지지하고 있음)과 터어빈측의 [터어빈 휠, 시라우드,
터어빈 하우징] 콤프레셔 측의 [콤프레셔 휠, 백 플레이트, 콜프레셔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 터어빈 측은 엔진으로 부터 배기가스 에너지를 받아 터어빈 휠을 회전시킨다.

 - 콤프레셔 측은 터어빈 측에서 회전 에너지를 받아 콤프레셔 휠은 공기를 흡입하여 실린더 내로 압송한다.

1. 터어빈 하우징

2. 터어빈 휠

3. 콤프레셔 하우징

4. 콤프레셔 휠

5. 센터 하우징

6. 부스트 압력 콘트롤 밸브 진공유니트

7. 콘트롤 링크

8. 바이패스 플랩

A. 공기 흡입구 (대기로 부터)

B. 공기 공급 (흡기 매니폴드 측으로)

C. 배기가스 흡입구 (실린더로 부터)

D. 배기가스 배출구(대기중으로)

E. 배기가스 바이패스 통로

H. 오일 공급구

J. 오일 리턴 라인



일반사항

2. 부스터 압력 콘트롤 밸브 유니트
(1) 일반사항
터보 챠저는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의 감소  및 엔진의 오버
린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지나친 높
은 압력과 출력 증가는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대문에 최고 과급압력이 제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스
터 압력 콘트롤 밸브가 터보챠저에 장착되어 있다.

1. 콘트롤 링크

2. 부스터 압력 콘트롤 진공 유니트

3. 실린더 충진 압력

(2) 작동방법
부스터 압력 콘트롤 밸브는 터보챠저로부터의 부스터 압력에의해 부스터 압력 콘트롤 밸브 유니트을 제어하며, 콘
트롤 링트에 의해 바이패스 플랩을 여닫는다.

엔진의 부하와 회전수 상승에 따라 배기가스의 흐름은 증가된다. 즉, 터어빈 휠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으로써 같은
축상에 있는 콤프레셔 휠의 회전소고도 상승하므로 부스터 압력이 상승하게 된다.

규정 이상의 압력으로 브스터 압력이 상승되면 이 압력에 의하여, 브스터 압력 콘트롤 밸브 진공유니트가 작동되
어, 바이패스 플랩을 열어, 배기가스를 터어빈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출된다. 따라서 터어빈의 회전속도를 떨어뜨
리므로써 최고 과급압력을 제어한다.

1. 부스트 압력 콘트롤 밸브 진공 유니트

2. 바이패스 플랩

3. 컨트롤 링크

4. 콘트롤 라인 컨넥터



일반사항

3. 인터쿨러

(1) 일반사항
터보챠저 디젤엔진의원리는 더많은 공기(산소)를 실린더 내로 흡입하고 압축압력을 증가 시킴으로써 출력을 상승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흡입되는 공기는 가열된 터보챠저에서의 열과 콬프레셔 측에서 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흡수하여 밀도가 낮아지게 된다. 즉, 열팽창에 의한 흡입손실을 유발하게 되어 터보챠져의 효과 중
일부는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흡입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터쿨러는 터보챠저에 의해 압축가열된 공기(100~100˚C )다시 냉각(60
˚C)시켜 보다 높은 공기 밀도를 얻게한다.

그결과 보다 많은 양의 공기가 실린더 내로 흡입되므로 터보챠져만 장착된 엔진에 비하여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
다.

 1. 터보챠져 오일 입구

 2. 터어빈 휠

 3. 웨이스트 게이트

 4. 터보챠져 오일 출구

 5. 콤프레셔 휠

 6. 공기 흡입

 7. 배기가스 출구

 8. 압축한 공기 흐름

 9. 공기 냉각기 (인터쿨러)

10. 엔진 실린더



일반사항

4.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 EGR밸브(aeaxhaust Gas Recirculation Valve)

(1) 개요 및 작동방법
E.G.R밸브는 배기갓 순환장치로서 연소 초기과정에서 많이발생하는 NOx를 저감시키는 방법의 일종이다.

디젤 엔진의 연소과정에서는 항상 공기과잉상태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연소되는 배기가스 중에는 NOx의 유해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이 NOx는 엔진 실린더에서 연소 할때 고온에 의해서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
성된다. 따라서 연소 온도를 내림으로서 NOx를 저감 할 수 있다.

이런점을 위해 E.G.R 장치는 연소가 끝난 배기가스를 흡입쪽으로 혼입 시킴으로서, 연소를 완만하게하여 최고연
소온도를 내라고, NOx를 저감하는 장치이다.

1. 흡기 매니폴드

2. EGR밸브 고정볼트

1. E.G.R밸브의 작동조건 : 엔진 시동후 (600rpm이상) 100초 이후



일반사항

: 콘트롤 유니트 설명

IG 1 -이그니션 키 IG1

87a - EGR진공 콘트롤

      솔레노이드 밸브

MS1 - 마이크로 스위치 1

MS2 - 마이크로 스위치 2

G - 접지

GM - 스피드 센서 시그널

TD - RPM 시그널 출력

(2) EGR 회로도

(3) EGR 회로다이어그램

GM + : 엔진 회전수

TD : 엔진 RPM 출력

MS1 :  마이크로 스위치 1,

87a : EGR 출력

MS2 :  마이크로 스위치 2

1. EGR 콘트롤 유니트   2. IG 전원   3. RPM 센서    4. RPM 메타    5. EGR 진공콘트롤 밸브



일반사항

5. 인젝션 펌프
(1) 인젝션 펌프 제원 비교

구   분

타입

보쉬 디자인 번호

플런져 직경

예행정

피이드 펌프

기존 인젝션 펌프

PE(In-Line)M

PES5M55C32ORS168

Ø5.5mm

2.05±0.1mm

FP/KG 24M 150

터보차량 인젝션 펌프

←

PES5M55C32ORS191

←

1.75±0.1mm

←

인젝션 펌프 구조

1. 엔진 진공 스톱 유니트    2. PNAB    3. ALDA      4. PLA 진공 유니트



일반사항

(2) 인젝션 펌프 부수장치
1. PLA(Pnematische Leerlaufanhebung : Pneumatic Idle Speed Increase)

PLA장치는 냉간시 엔진의 불안정을 보정하기 위한 엔진 회

전수를 보상하는 장치이다. 엔진의 워밍업 시간을 단축시키

기 위하여 냉각수 온도가 30˚C이하일 때 써모밸브는 열려,

진공펌프로부터 부압(400m,bar)이PLA유니트에 공급되면

서 아이들 스프링을 잡아당긴다. 아디들 스프링은 가이드 레

버에 힘을 가하여 제어 래크가 연료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연료를 증량시킨다.

결과적으로 엔진의 공회전수보다 약 110~220rpm 정도 상

승 시킨다.

진  공  펌  프

↓

↓

써모밸브(30˚C)

PLA 진공 유니트

1. 아이들 스프링

2. 슬라이딩 볼트

3. 다이어프램

4. 프레셔 컨넥션

5. 에어로이드 캡슐

6. 스프링

엔진을 OFF기키기위하여, 이그니션 키를 OFF 우치치로

돌리면 진공펌프로부터 부압이 키 스위치를 거쳐 엔진 스톱

진공 유니트(PNAB)의 다이어프램에 가해져 제어 래크가

엔진 스톱 위치로 움직여 연료를 차단시킨다.

2. PNAB (Pnematische Abstellvorrichung : Pneumatic Shut - off Device)

1. 엔진스톱 진공유니트(PNAB)

2. 스톱 레버(수동식)

3. 스톱 레버 링크

4. 스프링 스트랩

5. 제어 래크

진  공  펌  프

↓

↓

키  스  위  치

  P N A B



일반사항

ALDA시스템은 터보챠저가 설치된 차량에 적용되며, 흡기
매니폴드의 부스터 압력에 의해 연료분사량은 증감되어진
다.

부스터 압력(흡기매니폴드 절대압력 =대기압+흡기 매니폴
드 게이지 압력)에 따라 폴로드시의 연료량 증감 즉 매연저
감

A. 저속, 플로드

부스터 압력이 고도보다 낮음 - 공기량이 고속보다 낮음 -
연료량저감  : LDA 기능

B. 고지(저기압), 플로드

저기압 - 부스터 압력의 저감 - 공기량 감소 - 연료량 감소
: ADA 기능

3. ALDA 시스템

1. 스톱 레버

2. 수스트 압력 보상기

3. 아이들 스피드 조절 너트

4. 아이들 증가 진공 유니트

5. 아이들 스피드 스프링

6. 아이들 스피드 보조 스프링

7. 조절 스크류

8. 거버너 스프링

9. 텐이션 레버

진  공  펌  프

↓

↓

써모밸브 (30˚C)

PLA 진공유니트



일반사항

원리와 특징
1. 터보퍄저
(1)일반사항
터보 챠저는 실린거 내의 제한된 요적에비해 보다 큰 출력을 얻기 위하여, 흡기 매니폴드와 배기 매니폴드 사이에
터보챠저(과급기)를 장착되어 있다. 터보챠저는 공기량을 증대시키기 위치, 흡기 밀도를 대기압이상으로 가압하여
실린더 내로 공급시켜 기관의 충전효율을 높이고 평균 유효압력을 높여 추력을 증대시킨다.

터보챠저에는 배기가스의 압력을 이용하는 원심식과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루트식이 있으나 대부분이 배기터보식
이 사용된다.

터보 챠저의 작동 흐름

배기 가스의 압력을 이용한 것으로 작동은 배기행정 때 배출괴는 배기가스가 터어빈 날개(휠)를 회전시키고, 동일
선상에 있는 과급기의 날개(콤프레셔 휠)를 회전시키르로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소비하지 않으면서 높은 공
기의  밀도를 실린더 내로 공급하여, 엔진의출력과 회전력을 증가시키고, 연료소비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배기터보식의 기본원리

1. 터빈 휠

2. 센터 베어링

3. 실리더로 공기 공급

4. 진공호스

5. 콤프레셔 휠

6. 에어클리너로 부터 공기 흡입

7. 부스트압력 콘트롤 밸브 진공 유니트

 8. 다이어프램

 9. 콘트롤 링크

10. 오일 출구

11. 배기가스 입구

12. 바이패스 플랩

13. 배기가스 출구



일반사항

(3) 터보챠저의 구조
터보챠저의 터어빈 휠과 콤프레셔 휠은 축의 양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축을 지지하는 센터 하우징(센터 하우징은
2개의 풀 플로트 저어널 베어링에 의해 터어빈과 쿰프레셔를 지지하고 있음)과 터어빈측의 [터어빈 휠, 시라우드,
터어빈 하우징] 콤프레셔 측의 [콤프레셔 휠, 백 플레이트, 콜프레셔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 터어빈 측은 엔진으로 부터 배기가스 에너지를 받아 터어빈 휠을 회전시킨다.

 - 콤프레셔 측은 터어빈 측에서 회전 에너지를 받아 콤프레셔 휠은 공기를 흡입하여 실린더 내로 압송한다.

1. 터어빈 하우징

2. 터어빈 휠

3. 콤프레셔 하우징

4. 콤프레셔 휠

5. 센터 하우징

6. 부스트 압력 콘트롤 밸브 진공유니트

7. 콘트롤 링크

8. 바이패스 플랩

A. 공기 흡입구 (대기로 부터)

B. 공기 공급 (흡기 매니폴드 측으로)

C. 배기가스 흡입구 (실린더로 부터)

D. 배기가스 배출구(대기중으로)

E. 배기가스 바이패스 통로

H. 오일 공급구

J. 오일 리턴 라인



일반사항

2. 부스터 압력 콘트롤 밸브 유니트
(1) 일반사항
터보 챠저는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의 감소  및 엔진의 오버
린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지나친 높
은 압력과 출력 증가는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대문에 최고 과급압력이 제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스
터 압력 콘트롤 밸브가 터보챠저에 장착되어 있다.

1. 콘트롤 링크

2. 부스터 압력 콘트롤 진공 유니트

3. 실린더 충진 압력

(2) 작동방법
부스터 압력 콘트롤 밸브는 터보챠저로부터의 부스터 압력에의해 부스터 압력 콘트롤 밸브 유니트을 제어하며, 콘
트롤 링트에 의해 바이패스 플랩을 여닫는다.

엔진의 부하와 회전수 상승에 따라 배기가스의 흐름은 증가된다. 즉, 터어빈 휠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으로써 같은
축상에 있는 콤프레셔 휠의 회전소고도 상승하므로 부스터 압력이 상승하게 된다.

규정 이상의 압력으로 브스터 압력이 상승되면 이 압력에 의하여, 브스터 압력 콘트롤 밸브 진공유니트가 작동되
어, 바이패스 플랩을 열어, 배기가스를 터어빈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출된다. 따라서 터어빈의 회전속도를 떨어뜨
리므로써 최고 과급압력을 제어한다.

1. 부스트 압력 콘트롤 밸브 진공 유니트

2. 바이패스 플랩

3. 컨트롤 링크

4. 콘트롤 라인 컨넥터



일반사항

3. 인터쿨러

(1) 일반사항
터보챠저 디젤엔진의원리는 더많은 공기(산소)를 실린더 내로 흡입하고 압축압력을 증가 시킴으로써 출력을 상승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흡입되는 공기는 가열된 터보챠저에서의 열과 콬프레셔 측에서 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흡수하여 밀도가 낮아지게 된다. 즉, 열팽창에 의한 흡입손실을 유발하게 되어 터보챠져의 효과 중
일부는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흡입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터쿨러는 터보챠저에 의해 압축가열된 공기(100~100˚C )다시 냉각(60
˚C)시켜 보다 높은 공기 밀도를 얻게한다.

그결과 보다 많은 양의 공기가 실린더 내로 흡입되므로 터보챠져만 장착된 엔진에 비하여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
다.

 1. 터보챠져 오일 입구

 2. 터어빈 휠

 3. 웨이스트 게이트

 4. 터보챠져 오일 출구

 5. 콤프레셔 휠

 6. 공기 흡입

 7. 배기가스 출구

 8. 압축한 공기 흐름

 9. 공기 냉각기 (인터쿨러)

10. 엔진 실린더



일반사항

4.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 EGR밸브(aeaxhaust Gas Recirculation Valve)

(1) 개요 및 작동방법
E.G.R밸브는 배기갓 순환장치로서 연소 초기과정에서 많이발생하는 NOx를 저감시키는 방법의 일종이다.

디젤 엔진의 연소과정에서는 항상 공기과잉상태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연소되는 배기가스 중에는 NOx의 유해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이 NOx는 엔진 실린더에서 연소 할때 고온에 의해서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
성된다. 따라서 연소 온도를 내림으로서 NOx를 저감 할 수 있다.

이런점을 위해 E.G.R 장치는 연소가 끝난 배기가스를 흡입쪽으로 혼입 시킴으로서, 연소를 완만하게하여 최고연
소온도를 내라고, NOx를 저감하는 장치이다.

1. 흡기 매니폴드

2. EGR밸브 고정볼트

1. E.G.R밸브의 작동조건 : 엔진 시동후 (600rpm이상) 100초 이후



일반사항

: 콘트롤 유니트 설명

IG 1 -이그니션 키 IG1

87a - EGR진공 콘트롤

      솔레노이드 밸브

MS1 - 마이크로 스위치 1

MS2 - 마이크로 스위치 2

G - 접지

GM - 스피드 센서 시그널

TD - RPM 시그널 출력

(2) EGR 회로도

(3) EGR 회로다이어그램

GM + : 엔진 회전수

TD : 엔진 RPM 출력

MS1 :  마이크로 스위치 1,

87a : EGR 출력

MS2 :  마이크로 스위치 2

1. EGR 콘트롤 유니트   2. IG 전원   3. RPM 센서    4. RPM 메타    5. EGR 진공콘트롤 밸브



일반사항

5. 인젝션 펌프
(1) 인젝션 펌프 제원 비교

구   분

타입

보쉬 디자인 번호

플런져 직경

예행정

피이드 펌프

기존 인젝션 펌프

PE(In-Line)M

PES5M55C32ORS168

Ø5.5mm

2.05±0.1mm

FP/KG 24M 150

터보차량 인젝션 펌프

←

PES5M55C32ORS191

←

1.75±0.1mm

←

인젝션 펌프 구조

1. 엔진 진공 스톱 유니트    2. PNAB    3. ALDA      4. PLA 진공 유니트



일반사항

(2) 인젝션 펌프 부수장치
1. PLA(Pnematische Leerlaufanhebung : Pneumatic Idle Speed Increase)

PLA장치는 냉간시 엔진의 불안정을 보정하기 위한 엔진 회

전수를 보상하는 장치이다. 엔진의 워밍업 시간을 단축시키

기 위하여 냉각수 온도가 30˚C이하일 때 써모밸브는 열려,

진공펌프로부터 부압(400m,bar)이PLA유니트에 공급되면

서 아이들 스프링을 잡아당긴다. 아디들 스프링은 가이드 레

버에 힘을 가하여 제어 래크가 연료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연료를 증량시킨다.

결과적으로 엔진의 공회전수보다 약 110~220rpm 정도 상

승 시킨다.

진  공  펌  프

↓

↓

써모밸브(30˚C)

PLA 진공 유니트

1. 아이들 스프링

2. 슬라이딩 볼트

3. 다이어프램

4. 프레셔 컨넥션

5. 에어로이드 캡슐

6. 스프링

엔진을 OFF기키기위하여, 이그니션 키를 OFF 우치치로

돌리면 진공펌프로부터 부압이 키 스위치를 거쳐 엔진 스톱

진공 유니트(PNAB)의 다이어프램에 가해져 제어 래크가

엔진 스톱 위치로 움직여 연료를 차단시킨다.

2. PNAB (Pnematische Abstellvorrichung : Pneumatic Shut - off Device)

1. 엔진스톱 진공유니트(PNAB)

2. 스톱 레버(수동식)

3. 스톱 레버 링크

4. 스프링 스트랩

5. 제어 래크

진  공  펌  프

↓

↓

키  스  위  치

  P N A B



일반사항

ALDA시스템은 터보챠저가 설치된 차량에 적용되며, 흡기
매니폴드의 부스터 압력에 의해 연료분사량은 증감되어진
다.

부스터 압력(흡기매니폴드 절대압력 =대기압+흡기 매니폴
드 게이지 압력)에 따라 폴로드시의 연료량 증감 즉 매연저
감

A. 저속, 플로드

부스터 압력이 고도보다 낮음 - 공기량이 고속보다 낮음 -
연료량저감  : LDA 기능

B. 고지(저기압), 플로드

저기압 - 부스터 압력의 저감 - 공기량 감소 - 연료량 감소
: ADA 기능

3. ALDA 시스템

1. 스톱 레버

2. 수스트 압력 보상기

3. 아이들 스피드 조절 너트

4. 아이들 증가 진공 유니트

5. 아이들 스피드 스프링

6. 아이들 스피드 보조 스프링

7. 조절 스크류

8. 거버너 스프링

9. 텐이션 레버

진  공  펌  프

↓

↓

써모밸브 (30˚C)

PLA 진공유니트



일반사항

고장진단방법
1. 운행시 주의사항
다음 사항은 시험주행 및 터보챠져저 장착 차량에 대한 주의사항을 수록되었으므로 반드시 다음의 항목에 주의하
여 작업할 것.

(1) 엔진 시동 후 급격한 엔진 회전수를 상승키지 말것.

      이것은 저어널 베어링이 윤활 되기도 전에 과잉 속도로 회전하게 되어, 급유 불량 상태에서 터보챠저가 회전하
는 경우 수초만에베어링 소착하는 고장이 발생될 수 있음.

(2) 엔진오일 혹은 오일 필터를 교환 후 급격히 엔진회전을 상승시키면, 급유 불량상태가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교환 후 터보챠저에 오일이 순환될  수 있도록 약 1분 정도의 공 회전 후 운전을 시작할 것.

(3) 엔진이 고출에서 운전된 후 엔진을 급격히 정지시킬 경우, 터보챠저는 유압이 0인 상태에서 회전을 계속하게 된
다. 이와같은 상태에서 저어널 베어링이 센터 하우징 샤프트 저어널부와의 유막이 형성되지않으므로 급속 접
촉에 의한 마모가 발생된다.  이와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터보챠저의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되므로 엔진은 가능
한 공회전상태에서 정지시켜야 한다.

1) 혹한기 장기간운전을 하지 않거나 엔진오일의 유동성이 저하되는 저온상태에서는 엔진 시동전에크랭킹을 하여
오일을 순환시킨 후 수분간의 공회전을 하여 유압이 정상상태임을 확인 후 운전하여야 한다.

2. 터버쟈저의 점검 및 고장진단 방법
터보쟈저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점검 및 정비 즉,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의 점검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기
본적으로 터보챠저는 엔진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엔진의 정기점검 및 정비를 하는  것은 터보
챠저의 점검으로 뎐결된다고 보면 도니다, 즉, 차량의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터보챠저의 고장이나 손상은 발
생하지 않은것으로  보아도 된다.

1. 터보챠저가 고장이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엔진출력저하,배기가스 과다, 이음 발생, 오일 소비량의 과다

물론 상기의 현상은 엔진측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원인을 터보챠저를 분리하기 전에 외관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않은채 터보챠저만 교환햇을 경우 동일한 고장원인 재발생할 수도 있다.

(1) 장착상태에서의 점검

① 볼트, 너트의 풀림, 탈락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② 흡·배기매니폴드의 풀림, 파손은 없는가를 점검한다.

③ 오일 공급파이프, 드레인파이프에 손상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④ 하우징에 크랙(균열) 또는 열화된것은 없는가를 점검한다.

(2) 터보챠저의 터어빈측 점검

우선 터보챠저의 터어빈측 출구의 배기관을 제거한 후 램프로 하우징과 휠의 간섭, 오일 누유의 유무, 외부로 부터
의 이물질 혼입 (블레이드 선단)의 유무를 점검한다.

① 간섭 - 터어빈 휠의 간섭흔적이 있는 경우, 그것이 아주 작은 흔적일 지라도 저어널 베어링이 마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터보챠저를 오버홀한 다음 점검할 것.

② 오일누유상태점검 - 오일 누유현상이 발생한 경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엔진측의 문제 - 배출가스 입구부의 내벽부분에 오일이 묻어 있는 경우

                             터보측의 문제 - 배출가스 출구부엔만 오일이 있는 경우

[주의] 1. 장기간 공회전시키면 저압의 배기가스와 터어빈 휠의 저속회전에 의하여, 터어빈측으로 오일누유를 유
발시킬수 있다. 이경우는  터보챠저의 고장이 아니므로 주의 할것.



일반사항

③ 오일드레인 파이프 부량

   - 터보챠저의 센터 하우징에서 크랭크 케이스로 오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센터 하우징 내에 오일이 고여
오일 누유의 원인이 된다. 또한 오일은 고온에서 슬러지화되어 휠 허브부의 간접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오일 드레인 파이프의 막힘, 손상, 크랭크케이스 내의 블로우바이 가스의 압력을 점검해야 한
다.

④ 이물질 혼입에 의한 손상

    이물질 혼입이 확인되면, 터보챠저는 회전균형이어긋나 내부 손상을 유발시킨다. 이역우는 엔진 내부에서 혼입
될 수 있으므로 점검하여야 한다.

(3) 터보챠저의 콤프레셔측의 점검

     점검은 터어빈측과 동일하게 점검하고,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한다.

      [주의] 1. 콤프레셔 출구 및 입구를 개방시킨 상태로 터보챠저를 구동시키면서 터보챠저에 손상 또는 작업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구동시키지 말것.

① 간섭 여부 점검 - 콤프레셔 휠의 간섭흔적등 조그만한 손상이라도 있으면 저어널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오버홀하여 점검할것.

② 오일누유상태 점검 - 콤프레셔측의 오일 누유원인은 먼지등에 의한 에어클리너 막힘에의해 콤프레셔 입구 부압
이 크게되어 센터 하우징 내의 오일 누유되는 경우가 있다.

가) 장기간 무부하 고속회전하는 겨우, 콤프레셔 하우징 내의 압력보다는 센터 하우징 내의 유압이 높게되어 콤프
레셔측으로 오일이 누유되는 경우가 있다.

나) 내리막 길에서 엔진 브레이트(특히 저단)의 과다 사용은 엔진이 고회전하여 다량의 공기를 필요로 할때에비하
여 배기가스 에너지는 대단히 적다. 따라서, 콤프레셔 출구의 공기량은 증가하지만 과급압은 높지 않으므로 콤
프레셔측은 부압이 되어 센터 하우징 내의오일이 누유가 된다.

즉, 상기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되면 터보챠저에 이상이 없으나 장기간에 걸쳐 누유된 오일은 각부에응고 부착되면
서 2차적인 고장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

③ 이물질에 의한 손상 - 콤프레셔 휠이 이물질에 의해 손상이 된경우는 오버홀이 필요하다, 이때, 이물질이 흡/배
기 매니폴드나 엔진 내부에 혼입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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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보챠저의 고장발생 경로

1. 오일팬, 오일 파이프의 오염

   오일 필터가 불량할 경우

   가스켓류의 접착제가 오일 라인에 혼입된 경우

         다음 사항은 터보퍄저 장착차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장을 파악함으로써, 고장의 원인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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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일펌프불량

    오일필터 및 오일교환 후 급격한 고부하 운전

    오일 라인의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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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어빈측 - 엔진으로부터 이물질 유입

    콤프레셔측 - 에어필터, 사일렌서, 너트 등



일반사항

4. 터버챠저 이외의 원인에 인한 고장



일반사항

4. 터보챠저의 고장진단방법
         다음 사항은 터보챠저의 고장에 대한 조치시 주의 사항을 필히 숙지해야 한다.

1. 고장진다시 주의 사항

(1) 엔진 정지 후 파이프 연결부 볼트가 이완되어 있지 않은가를 점검한다.

(2) 엔진을 공회전하여 흡기측 파이프(에어클리너에서터보챠저)의 접속부분에 에텔을 조금 분사한다. 또는 접속
부분에 누기가 있는 경우, 에텔은 콤프레셔측으로 흡입되어 엔진회전이 상승한다. 그 엔진의 회전상승에 의해
누기여부의 판단가능.

(3) 엔진을 고회전시 파이프(터보챠저 이후의 호스 또는 파이프, 덕트 연결부)의 접속부에 비눗물을 바른다. 이때
접속부에서의 누기를 점검하고, 엔진 블록과 터어빈 하우징 입구에서의 누기현상은 배기음이 이상한 상태로
변하는 것으로 판단가능.

(4) 엔진을 공회전하여 이상진동과 이상음을 체크한다. 이상진동과 이상으미 감지되면 즉시 엔진을 정키시킨 후,
터보챠저의 샤프트 휠에 손상이 없는가를 확인.

(5) 엔진을 구동하여 엔진 소리가 정상상태보다 높은 경우에는 에어클리너와 엔진 또는 엔진 블록과 터보챠저 입구
에 누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6) 덕트의 접합부분에 열변색이나 카아본의 배출 흔적이 있을 경우 배기사르의 누기현상이 있음을 나타낸다.

(7) 엔진이 회전할 때 또는 소음이 높이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에어클리너 덕트나 에어클리너의 막힘 또는 콤프
헤셔 하우징 내에 다량의 먼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8) 센터 하우징을 점검할 때는 오일 드레인 파이프를 제거하고, 하우징 내부를 점검하여 샤프트부분 또는 터어빈
측에 슬러지 생성 및 고착상태를 확인한다.

(10) 터보챠져의 흡입구 및 배출구 배관을 제거한 후 터보챠저의 양쪽 휠을 점검한다.

1) 로우터 부분을 손으로 회전시킬 경우 회전이 원활한다?

2) 베어링의 유격이 정상인가.

3) 양휠이 간섭된 흔적은 없는지를 점검한다.

[주의] 흡기 매니폴드 호스를 탈거한 상태에서는 엔진을 구동시키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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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장진단 및 조치방법



일반사항



일반사항



일반사항



일반사항



일반사항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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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챠저
1. 터보챠저장치의 구성도

1. 오일 공급 파이프

2. 오일 배출 파이프

3. 너트

4. 터보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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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보챠저의 탈거
1. 프로텍티브 커버를 탈거한다.

2. 흡기 매니폴드와 인터쿨러측에 설치된 호스와 파이
프를 탈거한다. 이때, 터보챠저와 인터쿨러 사이에
설치된 호스와 파이프도 함께 탈거한다.

3. 실린더 헤드 커버에 설치된 블로우바이 가스 연결
호스를 탈거한다.

4. 에어클리너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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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GR밸브 어셈블리 및 파이프를 탈거한다.

6. 흡입 매니폴드 덕트 고정볼트와 마운팅 볼트를 풀
고, 흡입 매니폴드 덕트를 탈거한다.

7. 배기 머플러를 분리하고, 엔진 오일 흡, 배출구 파이
프를 터보챠저로부터 분리한다.

8. 터보챠저를 엔진으로 부터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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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보챠저의 장착

1. 터보챠저의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행한다.

(엔진자체에서의 터보챠져와 그 구성 부품의 장착 위치는 그림과 같이 장착되므로 탈거 및 장착시 참고할 것.)

2. 터보챠저의 내부 구성품

1. 터어빈 파이프

2. 터어빈 하우징

3. 터어빈 휠

4. 콤프레셔 하우징

5. 콤프레셔 휠

6. 센터 하우징

7. 부스터 압력 콘트롤 밸브 진공 유니트

8. 콘트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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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쿨러
1. 인터쿨러장치 구성도

1. 호스

2. 파이프

3. 호스

4. 인터쿨러

5. 프로텍티브 커버

6. 볼트

7. 스크류

8.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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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쿨러 장치 탈거 및 장착
1. 터보챠저와 흡입매니폴드 덕트에 설치된 호스를 탈

거한다.

2. 프로텍티브 커버를 탈거한다.

3. 인터쿨러와 연결된 흡입 파이프를 탈거한다.

4. 프론트 그릴를 탈거하고, 인터쿨러와 고정볼트를 풀
어, 인터쿨러를 차량으로 부터 탈거한다.

5. 탈거 후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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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젝션펌프
1. 인젝션 펌프 조립시 주의 및 점검사항

터보차량의 인젝션펌프 조립은 기존차량과 다르게 인젝션펌프의 어셈블리 교환 또는 수리시에는 반드시 인젝션 펌
프 자체의 타이밍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1) 전기확인장ㅇ치를 이용한 인젝션펌프의 자체 타이밍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인젝션펌프(1)를 특수공구대에 올려 놓고 토글클램프로 고정시킨다.

2. 마이크로스위치를 인젝션 펌프에 조립한다.

3. 토글 클램프를 작동시켜, 레버(6)를 고정시킨다.(10˚±1˚위치)

4. 마이크로 스위치 단자에 하네스단자(전기확인장치)를 끼운다.

5.캠(5)를 인젝션펌프에 조립한다.

(이때, 전기확인장치의 2개의 램프가 동시에 작동될때 캠을 고정한후 스크류를 조립한다._

6. 상기의 상태에서 클램프를 풀어, 조정 디스크(A)를 인젝션펌프의 화살표 위치에 끼운 다음 캠을 돌려본다.

7. "램프A"가 점등되면 정상적으로 wㅗ립 즉, 인젝션펌프의 타이밍이  일치된것이며, 만약 "램프 A, B"가 동시에
들어오면 상기의 [5~6항의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1. 인젝션 펌프

2. 마이크로 스위치

3. 볼트

4. 캠 고정 스크류

5. 캠

6. 레버

7. 전기확인장치

8. 조정디스크(10" 확인용)

9. 조정디스크 B(11"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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