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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엔진오일의 점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엔진 관련 actuator의 작

동 가능 여부 지표와, 엔진오일의 수명판단 요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엔진 윤활계통의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실차

장착용 오일 점도 센서개발은 어려움이 있다. 엔진 윤활계통의 점도

측정을 위해 센서는 실시간 계측성·강건성·장착성 등의 조건을 만족

해야 한다. 펌프는 이송 유체의 점성에 따라 소모동력이 변하고, 가

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점도 계측 센서로 활용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펌프 동력소모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

간 점도계측센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펌프 종류로는 원심·기어펌

프를 이용하였고, 해상도와 측정 영역을 넓히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

여 재설계 했다. 제작한 펌프는 점도 대비 토크 변화 실험을 통해

민감도와 측정영역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DC 모터를 연결하고 고

정전압 구동 시 점도 대비 전류 변화를 확인했다. 실험 결과 점도

변화에 따라 전류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엔진오일

점도 측정 센서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주요어 : 엔진오일, 점도, 실시간 계측, 펌프, 동력 소모

학번 : 2010-23215



- ii -

목 차

요약....................................................................................................................ⅰ

목차....................................................................................................................ⅱ

LIST OF SYMBOLS....................................................................................ⅳ

LIST OF TABLES.......................................................................................ⅴ

LIST OF FIGURES......................................................................................ⅵ

1. 서론.................................................................................................................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동향 ....................................................................................2

2. 배경 이론 및 펌프 설계............................................................................4

2.1 배경 이론 ....................................................................................4

2.1.1 점도에 따른 전단력의 일반적인 해 ......................4

2.1.2 출구 부하에 따른 펌프의 동력 소모 ....................6

2.2 펌프 설계......................................................................................9

2.2.1 기어펌프설계.................................................................9

2.2.2 원심펌프설계...............................................................11

3. 실험 장치 구성 및 실험 방법 .............................................................12

3.1 실험 장치 구성 ......................................................................12

3.1.1 기어펌프 실험 장치 ...............................................12

3.1.2 원심펌프 실험 장치 ...............................................15



- iii -

3.2 실험 방법 ................................................................................16

3.2.1 기어 펌프 실험 방법 ............................................16

3.2.2 원심 펌프 실험 방법 ............................................18

4. 실험 결과 및 평가 ..................................................................................21

4.1 기어 펌프 실험 결과 ..........................................................21

4.2 원심 펌프 실험 결과 ..........................................................26

4.2.1 최적 간극 실험 .....................................................26

4.2.2 최적 간극 가변 RPM 실험 ...............................30

5. 결론...............................................................................................................36

부록....................................................................................................................37

참고 문헌..........................................................................................................44

Abstract............................................................................................................45

후기....................................................................................................................47



- iv -

LIST OF SYMBOLS

 pipe inner diameter

 flat plate length

 flow velocity

 volumetric flow

 flat plate width

 disk diameter

 pipe length

 distance of gap between disk and pump inner wall

 roughness of inner pipe surface

 dynamic viscosity

 kinematic viscosity

 density

 torque

 angular velocity

 drag coefficient

 drag force

 pressure difference

 reynolds number




variation of torque per variation of kinematic viscosity




variation of current per variation of kinematic viscosity



- v -

LIST OF TABLES

Table. 3. 1 Gear Pump Experimental List

Table. 3. 2 Centrifugal Pump 1st Experimental List

Table. 3. 3 Centrifugal Pump 2nd Experimental List



- vi -

LIST OF FIGURES

Fig. 1. 1 Power of Pump Varies with Viscosity

Fig. 2. 1 Emprical Equations for the Flat Drag Coefficient

Fig. 2. 2 Characteristic Curve of Gear Pump

Fig. 2. 3 Characteristic Curve of Centrifugal Pump

Fig. 2. 4 Variation of Current versus Oil Temperature at Gear Pump

Fig. 2. 5 Variation of Current versus Oil Temperature at Centrifugal

Pump

Fig. 2. 6 Feature of Designed Gear Pump

Fig. 2. 7 Feature of Designed Centrifugal Pump

Fig. 3. 1 Gear Pump Experimental Rig

Fig. 3. 2 Schematic of Gear Pump Experimental Setup

Fig. 3. 3 Schematic of Circuit Board

Fig. 3. 4 Centrifugal Pump Experimental Rig

Fig. 3. 5 Schematic of Centrifugal Pump Experimental setup

Fig. 4. 1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culated Additional Pipe

Different Pressure

Fig. 4. 2 Variation of Torque versus Oil Temperature at Gear Pump

System 

Fig. 4. 3 Variation of Torque versus Kinematic Viscosity at Gear Pump

System

Fig. 4. 4 Comparison of Torque at each RPM

Fig. 4. 5. Difference of Torque at Interval of 500 RPM

Fig. 4. 6 Variation of Torque versus Oil Temperature at Centrifugal

Pump (d was 0.25mm)

Fig. 4. 7 Variation of Torque versus Kinematic Viscosity at Centrifugal

Pump (d was 0.25mm)

Fig. 4. 8 Variation of Torque versus Oil Temperature at Centrifugal

Pump (d was 1.0mm)

Fig. 4. 9 Variation of Torque versus Kinematic Viscosity at Centrifugal

Pump (d was 1.0mm)



- vii -

Fig. 4. 10 Inference of Torque Change versus Kinematic Viscosity at

Constant Gap and RPM

Fig. 4. 11 Variation of Torque versus Oil Temperature at Centrifugal

Pump (d was 0.5mm)

Fig. 4. 12 Variation of Torque versus Kimenatic Viscosity at

Centrifugal Pump (d was 0.5mm)

Fig. 4. 13 Variation of Torque between 0 and 100cSt at Centrifugal

Pump (d was 0.5mm)

Fig. 4. 14 Comparison of Torque at each RPM

Fig. 4. 15 Difference of Torque at Interval of 500 RPM

Fig. 4. 16 Comparison of Measured and Analogical DC Motor Current

versus Oil Temperature at Centrifugal Pump (d was 0.5mm)

Fig. 4. 17 Matching between DC Motor Curve and Revised Centrifugal

Pump data ( d was 0.5mm )



1

1

서론

1. 1 연구 배경

엔진오일의 점도 측정은 엔진관련 actuator의 작동 가능 여부 판

단과, 엔진 오일 열화 판단 지표로 활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엔진과 주변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현재 엔진 계통에는 많

은 센서와, actuator가 활용되고 있다[1]. actuator가 원활히 작동하

기 위해서는 마찰·마멸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엔진

오일을 윤활유를 사용한다. 엔진 오일의 경우 초기 시동과 같은 저

온·고점도 영역에서는, 본래의 목적인 윤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래서 적합하지 않은 엔진오일 점도영역에서는 actuator 또한 보호

목적으로 작동 하지 않는다. 현재 actuator의 작동 여부 지표로 엔진

윤활유의 온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온도만으로는 actuator의 작

동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엔진오일의 점도

를 실시간으로 계측하면 직접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오일의 점도는 오일 본래 목적인 윤활 역할로서 중요한 지

표가 된다[2]. 엔진오일은 사용함에 따라, 슬러지 발생 · 연료 및 물

혼입 · 오일 자체 변화 등의 요인으로 본래의 성질을 유지할 수 없

다. 이로 인해 오일의 점도 · 점도 지수 · 산성도 등의 물리적·화학

적 물성이 변하게 되고 이런 변화를 열화라고 한다. 따라서 엔진오

일의 열화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점도를 계측하면 오일의 수명을 판

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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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연구 동향

엔진윤활계통 내에서 엔진오일의 점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엔진오일의 현 상태를 바로 파

악하여야 actuator의 작동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엔진윤활계통은 각종 이물질과 슬러지, 또한

극한 온도변화로 인해 센서를 사용하기에는 혹독한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측 값이 신뢰성을 같고 센서가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강

건성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엔진 내부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

형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기존 엔진오일 점도 계측 센서

와 점도 측정용 실험기구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엔진오일 점도계측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다

[3~6].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렬로 나열된 평판 capacitance를 이용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평판 사이를 지나는 엔진오일의 유전율을

측정하여, 엔진오일의 점도를 추정한다. 이 계측 기법의 경우 센서

를 매우 소형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엔진 윤활계통의 경우 슬러지

및 각종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capacitance 사이에 이물질이 끼기

쉽고, 계측 값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점도 측정용 실험기구 같은 경우 엔진오일과 같은 레밸의 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rotational viscometer를 주로 사용한다[7]. 이런

실험 기구의 경우 정밀한 점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기구

가 매우 커서 장착할 수 없고, 측정 시간이 길며, 고립된 탱크 안에

서 시험유를 두고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엔진윤활 계통의 점도 측정에 어려움이 있

다. 본 연구는 유체를 순환시키는 용도인 펌프를 점도를 계측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펌프는 순환 유체의 점도에 따라 동력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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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감하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Fig. 1. 1처럼 펌프에

모터를 연결시키면, 소모 동력을 모터의 전압과 전류로부터 환산 할

수 있다. 더불어 펌프는 새로운 유체를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

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물질이 낄 경우도 강제로 순환시키기

때문에 capacitance를 응용한 소형스케일의 센서들보다 강건성을 가

진다. 마지막으로 펌프는 소형화가 가능하므로 엔진 윤활 계통 내에

장착할 수 있다.

Fig. 1. 1 Power of Pump Varies with Viscosity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펌프의 동력 소모를 이용하여 엔진오일의

점도를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펌프들을

점도대비 동력소모가 민감하게 변하도록 재설계하고, 실험을 통해

점도에 따라 소모 동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설계된

펌프에 모터를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점도대비 모터의 소모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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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및 펌프 설계

2. 1 배경 이론

2. 1. 1 점도에 따른 전단력의 일반적인 해

펌프의 동력소모는 펌프 내부에 회전체가 운동함으로 발생하는

유동과, 펌프 내부 요소간의 저항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므로 유동

에 의해 발생하는 항력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원리를 추론할 수 있

다. 유동에 따라 물체가 받게 되는 힘을 가장 일반적으로 구한 것은

평판 위의 유동현상이다[8]. Fig. 2. 1은 평판 위에 유체의 흐름 상

태에 따라 발생하는 항력계수를 실험을 통해 구한 실험식을 나타낸

다. Fig. 2. 1을 보면 층류 영역과 난류 영역에서  수의 변화에

따른 항력계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Fig. 2. 1 Emprical Equations for the Flat Drag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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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류 영역의 경우  수가 증가 할수록 항력계수는 감소하게 된

다.  수는 식 (2. 1)과 같이 평판의 길이, 유속, 점도와 연관이 되

어있다.

 


(2. 1)

 





(2. 2)

 : reynolds number

 : density

 : flow velocity

 : flat plate length

 : dynamic viscosity

 : drag coefficient

길이와 유속이 일정하다고 하면  수는 점도만의 1차함수가 된

다.  수는 식 (2. 2)와 같이 항력계수  의 함수가 되고, 항력

계수 는 식 (2. 3)과 같이 항력  의 함수가 된다.

  


  (2. 3)

결론적으로 항력  는 점도  의 함수가 된다. 펌프의 관점에서

보면 항력은 펌프가 소모하는 동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층류 영역에

서 점도변화에 의해 펌프의 동력소모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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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2. 4)

 : roughness of inner pipe surface

반면에 완전한 난류의 영역에서는 식 (2. 4) 에서 볼 수 있듯이

점도의 변화는 항력계수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평판의 길이와, 표

면의 거칠기에 따라 항력계수의 값이 변하게 된다. 센서를 장착하게

될 환경은 슬러지로 인해 펌프내벽에 이물이 끼기 쉽고, 표면의 거

칠기가 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펌프내의 유동이 난류로 형성된

다면, 항력 계수가 점도에 대한 변화는 없고 표면의 거칠기에 대해

서만 변하기 때문에 엔진오일 점도 계측 용도로 쓰기에 문제가 있

다.

결론적으로 점도 변화에 따른 동력 소모 변화를 얻고자 하면 펌

프로 순환되는 유체의 유동을 층류가 되도록 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1. 2 출구 부하에 따른 펌프의 동력 소모

2. 1. 1에서 점도 센서로서 펌프 사용 시 층류 형태로 펌프를 설

계해야 함을 보았다. 그러나 내부 형상 설계상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펌프의 외적이 요소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펌프의

동력소모와 연관하여 외적 요인으로 가장 큰 요소는 펌프의 출구

부하다. 출구 부하를 점도와 연관이 있게 설계를 하면 점도 변화에

따른 펌프의 동력소모 변화 민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펌프의 종류로는 원심펌프

(Centrifugal Pump)와 용적펌프(Positive Displacement Pump)가 있

다[9]. 원심펌프와 용적펌프 모두 Fig. 2. 2, Fig. 2. 3에서 보듯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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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부하, 즉 펌프헤드나 입·출구 간 압력차에 따라 소모되는 동력

이 변하게 된다.

Fig. 2. 2 Characteristic

Curve of Gear Pump

Fig. 2. 3 Characteristic

Curve of Centrifugal Pump

펌프가 성능곡선처럼 부하조건에 따라 소모 동력이 변하는지 확

인하기 위해 사전 실험을 하였다. 기존의 펌프 중 널리 사용되고 있

는 펌프를 선정하여 펌프 출구를 무부하 상태라 할 수 있는 완전히

열린 상태로 구동하다가, 일정 간격으로 최고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닫힌 상태를 순간적으로 만들었다. 원심펌프와, 용적펌프 중

하나인 기어펌프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 펌프를 엔진오일이 담

겨있는 용기 안에 담가 놓고, 고정 전압으로 펌프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구동시켰다. 또 점도에 따른 동력소모를 추가로 관찰하기 위

해 오일의 온도를 증가 시켰다. 이와 같은 장치로 실험을 진행하면

서 동력소모를 알아보기 위해 모터의 소모 전류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Fig. 2. 4, Fig. 2. 5와 같다.

그 결과 기어펌프는 출구 조건이 고부하인 경우 소모 전류가 높

고, 저 부하인 경우 소모 전류가 낮은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점도 대비 소모 전류의 변화가 고부하와 저부하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출구 조건 조정으로 펌프의 소모동력에 차이

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점도 변화에 따라 고·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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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모두 전류 값이 변하여 동력소모에 따른 점도 계측 센서로 가능

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원심펌프는 오픈상태 실험과 더불어, 내경 3mm 2m의 실리콘 튜

브를 출구에 연결하고 일정 간격으로 완전 닫힘으로 만드는 실험을

진행했다. 참고로 펌프의 작동 한계 온도로 인해 20~110℃에서 실험

을 진행했다. 원심펌프의 출구 튜브 실험을 보면 부하 조건에 따라

소모 동력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점도변화에 따른 전류

의 변화는 확인 가능하였다.

Fig. 2. 4 Variation of Current versus

Oil Temperature at Gear Pump

Fig. 2. 5 Variation of Current versus

Oil Temperature at Centrifugal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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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두 펌프의 원리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어펌프는 일정한 체적을 강제로 밀어내야 하기 때

문에, 출구의 부하에 따라 소모되는 동력의 차이가 확실히 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심펌프는 실린더와 같은 형태의 펌프 내

부에, 유체를 임펠라가 회전하면서 운동에너지를 가하게 된다. 그

결과 운동에너지를 얻은 유체는 토출구로 원심력에 의해 자연히 배

출된다. 그러므로 토출구의 개폐와 상관없이 임펠라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기만 함으로 토출구 부하조건에 영향을 덜 받는

다고 할 수 있다.

2. 2 펌프 설계

2. 1에서 추론한 원리에 기인하여 펌프를 재설계 하였다. 기어펌

프와 원심펌프를 활용 했으며, 두 펌프 모두 점도에 대한 동력 소모

반응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하였다

2. 2. 1 기어 펌프 설게

이론적 접근으로 알아본 바와 같이, 점도변화에 따라 소모 동력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펌프로 순환되는 유동을 층류로 만들어야 한

다. 그러나 기어펌프의 경우 내부에서 복잡한 형상의 기어가 높은

RPM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난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펌프의 내부를 층류 형태로 만들기 어렵다. 그러나 사전 실험을 통

해 출구 쪽 부하에 따라 펌프의 토출압과, 그와 연관되는 소모 동력

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펌프 출구의 부하가 점도에 따

라 변하게 설계를 하면 된다. 그래서 Fig. 2. 6 과 같이 펌프 출구

쪽에 파이프를 길게 연결하였다. 파이프내 유동을 층류 유동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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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주면 식 (3. 1)과 같은 변수에 의해 가 변하게 된다.

 


(2. 5)

 : pressure difference

 : volumetric flow

 : dynamic viscosity

 : pipe length

 : pipe inner diameter

점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고정된다고 가정하면, 점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하는 토출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Fig. 2. 6 과 같

이 기존에 구할 수 있는 기어 펌프에 길이가 긴 파이프를 달아 점

도에 따른 동력소모 변화를 극대화 시키는 설계를 하였다.

Fig. 2. 6 Feature of Designed Gear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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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원심 펌프 설계

원심 펌프의 경우 토출구의 부하와, 펌프의 소모 동력 사이에 관

련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펌프의 원리상 내부 형상 수정이 쉽다.

그래서 기존 원심 펌프의 내부에서 회전하는 임펠라를 디스크 형태

의 로터로 수정하였다. 디스크의 지름은 펌프 뒤에 달리 실험장치의

크기를 고려하여 50mm로 하였다. 디스크와 벽면사이의 간극을 작

게 하여, 벽면과 간극 사이에 형성되는 오일 막을 층류 형태로 만들

고자 하였다. 또한 최적 간극을 찾기 위해 간극을 0.25, 0.5, 0.75,

1.0mm로 변경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유동의 흐름은 디스크 벽면

과 수직으로 유체가 들어와서, 디스크의 측면 방향으로 빠져나가도

록 설계 하였다. Fig. 2. 7 은 재설계한 원심펌프의 모습이다.

Fig. 2. 7 Feature of Designed Centrifugal

Pump

위와 같이 설계한 두 가지 타입의 펌프에 실제 엔진오일을 순환

시켜 동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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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장치 구성 및 실험 방법

3. 1 실험 장치 구성

3. 1. 1 기어펌프 실험 장치

기어펌프의 실험리그 구성은 Fig. 3. 1과 같고, 데이터 수집 및 모

터 제어는 Fig. 3. 2와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시험용 엔진오일은 Kixx G1 5W-30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리그는

기어펌프, 토크미터, DC모터를 동축으로 연결했으며, 밸트·풀리로

엔코더를 병렬로 연결했다. 토크미터는 CTA plus사에 TCS series

5 kgf·cm를 썼고, DC 모터는 정격 12V, 15W의 SPG 사 S6D

series를 사용했다. 엔코더는 Autonics E30S4 series를 사용했다. 펌

프 토출구와 확장 파이프 사이에는 압력센서를 설치했는데, 압력센

서는 Kistler 4045 A2를 사용했다. 확장 파이프 출구로 빠져나간 오

일은 유량측정 겸 리턴용 비커에 담겨 있다가, 리턴용 펌프와 배관

을 통해 본래의 오일탱크로 돌아오게 된다. 오일이 들어오는 펌프

입구와, 밖으로 나가는 확장파이프 말단에는 K타입 열전대를 설치

하여 입∙출구 온도를 측정하였다. 확장 파이프의 열손실은 실험 오

차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확장파이프와 리턴용 배관을 병렬로

배치하고, 단열재로 감싸 파이프의 열손실을 최소화 하였다. 오일탱

크 밑에는 핫플레이트를 배치하여 오일의 온도를 상승시키며 실험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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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 Gear Pump Experimental Rig

Fig. 3. 2 Schematic of Gear Pump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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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Schematic of Circuit Board

설치된 리그의 센서 값은 각종 인디케이터와, DAQ장비를 통해

받아들이게 된다. 토크미터는 DI-70A라는 모델의 인디케이터를 거

쳐 시리얼 통신으로 PC에서 데이터를 받았다. 열전대와 Type 4603

Amplifier를 거친 압력센서는 DAQ 장비인 Hydra를 통해 값을 읽어

드린 다음, 다시 시리얼통신으로 PC에서 데이터를 받았다. DC 모터

는 200W, 40A 규격의 NT-DC20A 모터드라이버를 사용했으며, 엔

코더와 같이 AVR로 제어 하여 원하는 RPM으로 모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한 AVR과 PC간의 USART

통신을 통해 RPM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모터드라이버와, 엔코더,

AVR관련 회로는 Fig. 3. 3과 같다. 이렇게 획득한 모든 센서 값의

저장과, 모터의 제어는 PC상의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유량의

경우 측정을 하고자 할 때, 리턴 라인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기준 시

간 동안의 비커의 체적을 목측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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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원심펌프 실험 장치

원심펌프 실험리그 구성은 Fig. 3. 4와 같고, 데이터수집 및 모터

제어 다이어그램은 Fig. 3. 5와 같다. 많은 부분이 기어펌프 실험리

그와 비슷하다. 다만 펌프가 오일탱크에 잠길 수 있도록 리그를 수

직으로 세웠으며, 압력 측정 센서와 출구 온도 열전대를 뺐다. 원심

펌프의 경우 출구압 측정이 무의미하여 압력센서가 불필요하다. 출

구 온도의 경우 오일탱크 내부에 펌프가 잠기기 때문에 펌프 입·출

구 사이의 온도차가 거의 없다는 가정이 가능하고, 따라서 입구 온

도측정만으로 실험진행이 가능하다. 유량의 경우 기어펌프 실험리그

보다 측정이 어려워 상온, 실험시작, 실험종료 시에만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기어펌프 실험리그와 동일하다.

Fig. 3. 4 Centrifugal Pump Experimental Rig



16

Fig. 3. 5 Schematic of Centrifugal Pump Experimental

setup

3. 2 실험 방법

3. 2. 1 기어펌프 실험 방법

기어펌프의 소모 토크는 식 (3. 1)의 함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3. 1)

 : torque

 : kinematic viscosity

 : angular velocity

 : pipe length

 : pipe inner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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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와, 펌프의 회전속도, 파이프의 길이와 같은 변수는 값이 증

가할수록 펌프의 소모 토크는 증가할 것이다. 파이프의 내경은 작아

질수록 펌프 출구 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토크가 증가할 것이다. 파

이프의 길이와 내경은 고정 시켰으며, 펌프의 회전수와 순환 오일의

점도 변수 값을 조정하면서 토크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을 진행하였

다.

Experiment Case 1 2
Pipe Length 0.4 m

Pipe Diameter 4.57 mm
Temperature Range -5 ~ 120 ℃ 15 ~ 120℃

Viscosity Range 3 ~ 800 cSt 3~200 cSt

RPM 500 RPM

Basically 500RPM.
From 20℃ to120℃,
by an interval of 2

0℃,1000, 1500, 2000 
RPM are run for a 

short time

Flow

Flow rate measured 
by an interval of  2
0℃, from 0℃ to12

0℃

Table. 3. 1 Gear Pump Experimental List

기어펌프 실험 내역은 Table. 3. 1과 같다. 엔진 오일의 온도를

-5~120도로 올려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엔진 오일은 온도에 따

라 동점도 값으로 환산을 할 수 있다. 오일의 온도별 점도 환산 값

은 –20~80℃까지는 5℃간격으로 동점도 분석 용역을 맡겨 데이터

를 획득했다. 동점도 분석 방법은 ASTM D445 방법을 사용했다. 8

0℃ 이상의 동점도 데이터는 –20~80℃ 데이터와 엔진오일의 온도

에 따른 점도 보정식을 사용하여 점도 데이터를 구했다. 간격 5℃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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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중간 값들은 엔진 오일의 온도와 점도 관계가 지수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xponential로 추세하여 관계식을 만들었다. 이

렇게 얻은 데이터는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파이프의 길이는 0.4m이고, 파이프의 내경은 펌프의 출구 내경과

비슷한 4.57mm로 하였다. 펌프를 구동 시키면서 펌프의 소모 토크

를 측정하고, 펌프 토출구와 연결 파이프 사이에 압력을 측정하였

다. 압력 측정의 목적은 실험 장치의 신뢰성과 층류 영역을 확인하

기 위함이다. 압력 센서로 측정한 실험값과, 식 (2. 5) 계산 값의 일

치성을 보아 실험장치의 계측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값의

일치는 층류 영역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펌프의 RPM은 500RPM 고

정 실험을 한번하고, 두 번째는 재현성 확인과 다른 RPM영역에서

의 현상을 같이 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500RPM으로 구동하고 20,

40, 60, 80, 100, 120℃에서 1000, 1500, 2000 RPM으로 단시간 구동

하여 데이터를 획득 했다. 500 RPM 고정실험의 경우 0, 20, 40, 60,

80, 100, 120℃에서 유량을 측정하였다.

3. 2. 2 원심펌프 실험 방법

원심 펌프의 소모 토크는 식 (3. 2)와 같은 변수들의 함수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

     (3. 2)

 : torque

 : kinematic viscosity

 : angular velocity

 : distance of gap between disk and pump wall

 : disk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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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회전속도, 디스크의 지름과 같은 변수들은 값이 증가할수

록 펌프의 소모 토크는 증가할 것이다. 펌프 내 벽면과 디스크 표면

사이의 간극 거리 조정에 따라, 점도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디스크의 지름은 50mm로 고정하였으며, 간극·회전수·점도

의 변수를 조정해가며 소모 토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원심 펌프 실험내역은 Table. 3. 2, Table. 3. 3 과 같다.

1ST Experiment : Finding Optimal Gap

Temp Range -5 ~ 120℃

Viscosity Range 3 ~ 800 cSt

500 RPM 2000 RPM

Gap 0.25mm O O

Gap 1.0mm O X

Table. 3. 2 Centrifugal Pump 1st Experimental List

디스크 로터와 펌프 벽면 사이에 최적 간극을 구하는 1차 실험과,

최적 간극에서 재현성 확인, RPM의 변화에 따른 토크 확인, 유량을

측정하는 2차 실험으로 진행 되었다.

2차 실험을 진행한 후 점도, 토크, RPM으로 맵핑된 실험 데이터

를 이용하여 고정 전압 모터 구동 시 점도에 따른 전류 변화를 예

측해보고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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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Experiment : Optimal Gap, Variable RPM Experiment

Temp Range -5 ~ 120℃

Viscosity Range 3 ~ 800 cSt

experiment Case Base RPM Note

1 500 500 RPM fixed

2 500

Basically 500RPM.
From 0℃ to120℃,

by an interval of 20℃, 1000, 1500, 
2000 RPM are run for a short time

3 1500 1500 RPM fixed

4 1500

Basically 1500RPM.
From 0℃ to120℃,

by an interval of 20℃, 500 RPM are 
run for a short time

5 2000

Basically 2000RPM.
From 0℃ to120℃,

by an interval of 20℃, 1500, 2000 
RPM are run for a short time

Table. 3. 3 Centrifugal Pump 2nd Experimental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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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평가

4. 1 기어 펌프 실험 결과

Fig. 4. 1은 압력센서로 측정한 압력 값과, 파이프 유동에서의 

계산식(2. 5)로 계산한 압력 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 이상 영역에서는 두 값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20℃ 이하 영역에서는 20℃ 이상의 영역보다는 오

차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압력의 측정값과 계산

값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험 장비가 신뢰성이

있고 펌프 내 유동이 층류 영역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 2, Fig. 4. 3은 각각 온도, 점도에 따른 토크 변화를 확인

해 본 실험이다. 점도 대비 토크 값의 변화를 보았을 때 100cSt 이

상에서는 선형에 유사한 관계를 가짐을 볼 수 있었다. 100cSt 이하

의 영역에서는 


가 점도감소에 따라 음으로 커지다가 0에 유사

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펌프의 동력소모 특성은 식(4. 3)과 같이

펌프 자체에 걸리는 부하와 출구 파이프에 걸리는 부하의 합으로

볼 수 있다.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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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에 걸리는 부하는 층류 특성에 따라 변하나, 펌프 자체의 부

하는 난류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100cSt이하에서는 파이프에

의한 부하가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난류특성을 띄는 펌프의 부하 비

중이 커져 선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점도 영역

의 관점에서 보면 고정 RPM에서 점도 변화에 따른 토크 값의 변화

는 선형적인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식 (4. 4)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4. 4)

 = torque

 = kinematic viscosity

  = constant

Fig. 4. 1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culated

Additional Pipe Differen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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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2 Variation of Torque versus Oil Temperature at

Gear Pump System 

Fig. 4. 3 Variation of Torque versus Kinematic Viscosity

at Gear Pum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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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4 Comparison of Torque at each RPM

Fig. 4. 5. Difference of Torque at Interval of 500 RPM

500RPM에서의 유량은 전 점도 영역에서 480ml/min으로 일정했

다. Fig. 4. 4와 Fig. 4. 5를 보면 구동 RPM에 따른 토크관계를 볼

수 있다. Fig. 4. 5를 보면 전체적으로 500 RPM 간격 당 토크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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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오일의 온도 포인트에서 비슷한 값을 보임을 볼 수 있다. 이

를 토크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식 (4. 5)처럼 나타낼 수 있다.

 · (4. 5)

 = torque

 = angular velocity

  = constant

식 (4. 4), 식(4. 5)를 보면 변수인 순환 유체의 점도와, 펌프 회전

수 모두 1차 선형식이 됨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실험결과를 연관지

어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두 변수는 서로 gain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식 (4. 4)의 상수 g와 식(4. 5)의 상수 i는 고

정된 상수가 아닌 각각 펌프 회전수와 점도가 포함된 값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토크를 점도와, 회전수가 같이 포함된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식 (4. 6)과 같이 됨을 알 수 있다.

  ′ (4. 6)

 ′ = constant

상수  ′는 펌프의 용량, 파이프의 길이, 지름 등의 변수의 조합

으로 정해질 것이다. 이런 변수들은 설계에 의해 고정되는 값들이기

때문에 펌프의 소모 토크는 점도와, 펌프 회전수에 의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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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6 Variation of Torque versus Oil Temperature at

Centrifugal Pump (d was 0.25mm)

4. 2 원심 펌프 실험 결과

4. 2. 1 최적 간극 실험

간극 0.25mm 실험

간극 0.25mm 실험 결과는 Fig. 4. 6, Fig. 4. 7과 같다. 그림을 보

면 500, 2000 RPM 모두 상대적으로 고점도 영역에서는 점도에 따

른 토크 변화의 관계를 찾기 어려웠고, 중간점도 영역에서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저점도 영역에서는 점도감소에 따라 토크가 감

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고점도 영

역에서 디스크와 펌프 내벽 사이에 오일 막이 제대로 형성 되지 않

았기 때문으로 추측 된다. 중간점도 영역부터 간극 사이에 오일막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완전히 형성된 이후 점도 값의 감소에 따라 토

크 값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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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7 Variation of Torque versus Kinematic Viscosity

at Centrifugal Pump (d was 0.25mm)

간극 1.0mm실험

간극 1.0mm , 500 RPM실험 결과는 Fig. 4. 8, Fig. 4. 9와 같다.

이 실험을 보면 저점도 영역에서, 점도에 따른 토크 값 변화가 없었

다. 실험 장치를 공기 중에서 구동했을 때 토크 값이 0.1 kgf·cm 정

도 값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점도가 낮으면 펌프를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크만 걸리는 것으로 생각 된다. 간극 0.25mm 의 실험에

비추어, 2000RPM으로 구동할 경우 


값이 크고 저점도 영역에서

토크 변화가 없는 구간이 짧아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예

상이 된다. 그러나 다양한 RPM에서 


가 0이 아닌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볼 때 적절한 간극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2000RPM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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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8 Variation of Torque versus Oil Temperature at

Centrifugal Pump (d was 1.0mm)

Fig. 4. 9 Variation of Torque versus Kinematic Viscosity

at Centrifugal Pump (d was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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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정 간극과, 고정RPM에서 Fig. 4.

10과 같은 메카니즘을 추론 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점도 영역

에서는 점도에 따른 토크 변화의 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중

간점도 영역에 도달해 갈 때, 점도감소에 따라 토크가 급격히 증가

하는 영역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간점도 영역에서는 점도의

감소에 따라 토크가 감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점도 영역에서는

점도변화에 따른 토크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구동하

는데 필요한 토크만이 필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림의 중간 과정

과 같은 양상이 원하는 점도 영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간극과

RPM을 선정해야 한다.

Fig. 4. 10 Inference of Torque

Change versus Kinematic Viscosity at

Constant Gap and RPM

실험 결과 간극 0.25와 1.0mm 둘 다 적절치 않으나, 이 사이에 적

정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간극을 0.5mm로 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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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최적 간극 가변 RPM 실험

간극 0.5mm 실험

실험 결과는 Fig. 4. 11~13과 같다. Fig. 4. 11은 온도에 따른 토크

데이터를 나타낸 그래프다. Fig. 4. 12는 온도를 점도로 환산한 것이

며, Fig. 4. 13은 점도 영역을 100cSt로 확대한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500RPM과 1500RPM 모두 실험 재현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00RPM의 저점도 영역에서 간극 1.0mm일 때와 같이

점도에 따른 토크 변화가 없는 영역이 나타났으나, 구간이 0~30cSt

짧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점도 영역별 


를 보면 고점도 영역으로

갈수록 0에 수렴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각각의 RPM 경우 모두

고점도 영역으로 갈수록 


가 0에 수렴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러므

로 식 (4. 7)과 같이 소모 토크를 점도에 관련된 함수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실험 데이터의 형태로 보면 로그 형태의 관계식으

로 추세 할 수 있지만,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점도가 변수로 포함된

함수로만 표시하였다.

   (4. 7)

 = torque

 = kinematic viscosity

유량의 경우 고점도와 저점도 영역 모두 펌프 토출구로 오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점도 영역에서 유량이 매

우 작다. 그래서 펌프 내, 외부의 온도 차로 인해 점도가 달라질 경

우 실시간 점도 계측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펌프의 크기

를 줄이고, 외부표면적을 넓히면 내 외부의 온도차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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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1 Variation of Torque versus Oil Temperature at

Centrifugal Pump (d was 0.5mm)

Fig. 4. 12 Variation of Torque versus Kimenatic Viscosity

at Centrifugal Pump (d was 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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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3 Variation of Torque between 0 and 100cSt at

Centrifugal Pump (d was 0.5mm)

RPM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Fig. 4.12~13에서 펌프 회전수가 높을

수 록 


의 값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어펌프의 경우처럼

점도에 관련된 함수에 gain의 형태로 변수간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Fig.4. 14~15는 오일 온도 0, 20, 40, 60, 80, 120℃에서

의 RPM에 따른 토크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를 보면 펌

프의 회전수에 관한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기어펌프

경우 보다 회전수의 증가에 따른 토크의 증가가 균일하지 않았지만,

1000RPM이 속한 데이터만을 제외하고 나면, 기어펌프의 경우처럼

RPM의 증가에 따라 토크 값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펌프의 회전수는 식 (4. 7)의 점도 관련 함

수에 곱해지는 변수 형태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고, 식 (4.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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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8)

 = angular velocity

Fig. 4. 14 Comparison of Torque at each RPM

Fig. 4. 15 Difference of Torque at Interval of 5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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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실험은 펌프만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펌프를 점도

센서로 쓰기 위해선 모터를 설치해, 모터의 소모 출력 즉 전압과 전

류를 측정해야 한다. 그래서 원심펌프 현 실험 리그에 토크미터를

분리하고 DC모터를 직접 연결하였다. 연결한 DC모터는 정격전압

12V, 정격출력 6W였다. 사용한 모터의 성능 곡선을 부록에 첨부 하

였다. 실험에 앞서 모터의 특성 곡선을 이용해 점도에 따른 전류 변

화를 예측해보고 실험 값과 비교하였다. Fig. 4. 16은 추론 값과 실

험 값의 비교 그래프이다. 파란색 데이터가 추론 값이고, 초록색 데

이터가 실험에 의한 값이다. 두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는데, 펌프의 축 조립 상태와 펌프의 실험리그에 연결된 주변장비

로 인해 발생한 오차로 추측된다. 그러나 두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

차가 gain과 같은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추론

값에 gain 값 0.69를 주었다. 그 결과 실험 값인 초록색 데이터와

gain을 준 빨간 데이터와 상당히 일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 12의 점도 토크 실험 데이터에 gain 0.69를 주고 모터 실

험값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는 Fig. 4. 17과 같다. 두가지 수직 축

인 토크와, 전류 값은 부록에 첨부한 모터의 특성곡선과 같은 관계

로 스케일 매치가 되어있다. DC모터 실험 시 0℃부터 20℃ 간격으

로 120℃까지 모터의 RPM을 측정하였는데 기존의 점도 토크 데이

터의 RPM라인과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정전압으로 펌프·모터를 구동 시 점도의 변화에 따

라 전류의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점도대비

전류변화 즉 


는 항상 양의 값이며, 점도 값이 작아질수록 절대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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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6 Comparison of Measured and Analogical DC

Motor Current versus Oil Temperature at Centrifugal Pump

(d was 0.5mm)

Fig. 4. 17 Matching between DC Motor Curve and Revised

Centrifugal Pump data ( d was 0.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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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엔진오일의 실시간 점도 측정을 위해 펌프 동력소

모 기반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험을 통해 평가 하였다. 기어펌프의

경우 출구에 추가 파이프를 설치하였고, 원심펌프는 펌프 내부 임펠

라를 회전형 디스크로 수정하였다. 실험 결과 두 가지 타입의 펌프

모두, 점도 변화에 따라 펌프의 동력과 연관되는 토크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펌프에 DC모터를 연결하여 고정전압

으로 구동해본 결과 점도 변화에 따라 출력 값으로 전류 변화를 얻

을 수 있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실제 엔진 윤활 계통 내에 설치할 정도로 펌

프의 크기를 소형화하면 점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센서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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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시험유 온도별 동점도 데이터

시험유는 GS 칼텍스 Kixx G1 5W-30을 사용했다. -20~80℃까지는 

5℃간격으로 Cannon-Fensak 점도계로, ASTM D445 분석방법으로  

점도 값을 구하였다. 80℃ 이상 영역은 widman 사의 온도별 점도계

산식을 이용하여 100℃의 점도 데이터를 구하고 smooth spline으로 

80~120℃까지 5℃간격의 점도 데이터를 구했다. 불연속적인 5℃간격

의 데이터는 5℃ 구간별로 exp로 추세선 식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온도 
( ℃ )

점도(cSt)
시료분석

점도(cSt)
계산식

점도(cSt)
종합 정리  

데이터
-20 2060.37 　 2060.37
-15 1341.17 　 1341.17
-10 942.57 　 942.57
-5 675.7 　 675.7
0 482.33 　 482.33
5 371.99 　 371.99
10 271.34 　 271.34
15 200.32 　 200.32
20 151.64 　 151.64
25 120.87 　 120.87
30 98.8 　 98.8
35 77.78 　 77.78
40 64.54 64.5 64.54
45 53.23 52.7 53.23
50 44.83 43.5 44.83
55 37.49 36.4 37.49
60 31.75 30.7 31.75
65 26.96 26.2 26.96
70 23.58 22.5 23.58
75 20.52 19.5 20.52
80 18.15 17.1 18.15
85 　 15 15.92
90 　 13.3 13.89
95 　 11.8 12.09
100 　 10.58 10.58
105 　 9.5 9.42
110 　 8.6 8.53
115 　 7.8 7.82
120 　 7.2 7.2

Kinematic Viscosity per Oil

Temperature

온도 구간 ( ℃ )
·exp
 

-20 -15 369.91 -0.086
-15 -10 465.56 -0.071
-10 -5 484.39 -0.067
-5 0 482.33 -0.067
0 5 482.33 -0.052
5 10 509.97 -0.063
10 15 497.84 -0.061
15 20 461.8 -0.056
20 25 375.66 -0.045
25 30 331.23 -0.04
30 35 415.04 -0.048
35 40 287.17 -0.037
40 45 301.45 -0.039
45 50 249.72 -0.034
50 55 267.98 -0.036
55 60 233.24 -0.033
60 65 225.96 -0.033
65 70 153.82 -0.027
70 75 165.07 -0.028
75 80 129.33 -0.025
80 85 147.85 -0.026
85 90 161.82 -0.027
90 95 168.92 -0.028
95 100 152.51 -0.028
100 105 107.94 -0.027
105 110 75.716 -0.023
110 115 57.714 -0.017
115 120 52.277 -0.017

Trend Line Equation per

Interval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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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matic Viscosity per Oil Temperature and Trend Line per

Interval of Oi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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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에 사용한 MCU(Atmega 128) 코드

#define F_CPU 16000000UL

#include <avr/io.h>

#include <util/delay.h>

#include <avr/interrupt.h>

#include <stdint.h>

#include <stdio.h>

#include <compat/deprecated.h>

volatile unsigned int A = 0; //A_State edge count

volatile unsigned char B = 0, Direction = 0; //B_State edge count & direction

volatile unsigned char encoder_low = 0, encoder_high = 0, encoder_data[6] = {}; //encoder data save &

transfer

volatile unsigned int encoder_data_num = 0, ADC_data_num = 0; //data to transmit indexing

volatile unsigned int voltage_pwm = 0; //OCR3 조절을 위한 변수

void INT_Initialize(void)

{ //External Inerrupts

EICRB = ((1<<ISC51)|(1<<ISC50)|(1<<ISC41)|(1<<ISC40)); // INT5:4 Setting

EIMSK = ((1<<INT5)|(1<<INT4)); // INT5:4 On

}

void USART_Initialize(void)

{ /* Set USART port : portD 2~3 */

DDRD=DDRD|0X02;

DDRD=DDRD&0XFB;

/* Set baud rate : 16MHz,U2X=0,76.8kbps */

UBRR1H = 0;

UBRR1L = 12;

/* Enable receiver, transmitter and RX,TX complete interrupt */

UCSR1B = (1<<TXCIE1) | (1<<RXCIE1) | (1<<RXEN1) | (1<<TXEN1);

/* Set frame format: 8data, 1stop bit, Asynchronous, Parity disable */

UCSR1C = (0<<UMSEL1)|(0<<USBS1)|(1<<UCSZ11)|(1<<UCSZ10);

/* set U2X = 0*/

UCSR1A = (0<<U2X1);

}

unsigned char USART_Receive( void )

{ /* Wait for data to be received */

while ( !bit_is_set(UCSR1A,RXC1) );

/* Get and return received data from buffer */

return UD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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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d USART_Transmit( unsigned char data )

{ /* Wait for empty transmit buffer */

while ( !bit_is_set(UCSR1A,UDRE1) );

/* Put data into buffer, sends the data */

UDR1 = data;

}

void TimerCountInitialize(void)

{ //encoder Timer

TCCR1A = 0x00;

TCCR1B = ((1<<WGM12) | (1<<CS12) | (1<<CS10)); // CTC mode, Prescaler 설정 분주비

1024, 클럭당 64us

TCCR1C = 0x00;

TCNT1H = 0;

TCNT1L = 0;

OCR1AH = 0b00011110; //

OCR1AL = 0b10000100; // 0.5sec

TIMSK |= (1<<OCIE1A);

//Motor drive Control

TCCR3A = (1<<COM3A1) | (1<<WGM31) | (1<<WGM30); ///// F a s t

PWM Mode (TOP = 0x03FF)

TCCR3B = (1<<WGM32) | (1<<CS30);

///// non-prescaler

TCNT3H = 0;

TCNT3L = 0;

OCR3AH = voltage_pwm / 256;

OCR3AL = voltage_pwm % 256;

DDRE |= (1<<3);

DDRC |= (1<<5) | (1<<4) | (1<<3); //Motor drive control port

PORTC |= (1<<5); //Motor drive enable

}

ISR(INT4_vect)

{ // Counter of Pulse = A

A++;

}

ISR(INT5_vect)

{ if(B==100)

{ if(PINE & 0b00010000) // PINE4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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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ion = 1; // CW

B=0;

}

else

{ Direction = 0; // CCW

B=0;

}

}

B++; // Counter of B

}

ISR(TIMER1_COMPA_vect)

{ encoder_low = (A & 0x00FF);

encoder_high = (A>>8);

A = 0;

B = 0;

if(encoder_Transmitting == 0)

{ encoder_data[0] = 0xEE;

encoder_data[1] = (encoder_high & 0xF0);

encoder_data[2] = (encoder_high & 0x0F);

encoder_data[3] = (encoder_low & 0xF0);

encoder_data[4] = (encoder_low & 0x0F);

encoder_data[5] = 0x33;

}

if(ADC_Transmitting == 1) //ADC 데이터 전송중

encoder_Transmitting = 2; //전송 대기 플래그

else //아무것도 전송중이지 않음

{ encoder_Transmitting = 1; //전송 시작 플래그

UDR1 = encoder_data[ encoder_data_num ];

encoder_data_num++;

}

}

ISR(USART1_RX_vect)

{ if(UDR1 == 0xFF)

{ while(!bit_is_set(UCSR1A,RXC1));

voltage_pwm = (UDR1 << 8);

while(!bit_is_set(UCSR1A,RXC1));

voltage_pwm |= UDR1;

while(!bit_is_set(UCSR1A,RX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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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ge_pwm |= UDR1;

OCR3AH = voltage_pwm / 256;

OCR3AL = voltage_pwm % 256;

}

}

ISR(USART1_TX_vect)

{ //ADC 데이터 플래그가 켜져 있으면

if(ADC_Transmitting == 1)

{ UDR1 = ADC_data[ ADC_data_num ];

ADC_data_num++;

if(ADC_data_num == 6) //모든 데이터 전송 완료

{ ADC_data_num = 0;

ADC_Transmitting = 0; //관련 변수 초기화

encoder_Transmitting = (encoder_Transmitting >> 1);

//만약 엔코더 데이터 전송 대기중이였다면 활성화

}

}

else if(encoder_Transmitting == 1)

{ UDR1 = encoder_data [ encoder_data_num ];

encoder_data_num++;

if(encoder_data_num == 6) //모든 데이터 전송 완료

{ encoder_data_num = 0; //

encoder_Transmitting = 0; //관련 변수 초기화

ADC_Transmitting = (ADC_Transmitting >> 1);

//만약 ADC 데이터 전송 대기중이였다면 활성화

}

}

}

int main (void)

{ INT_Initialize();

USART_Initialize();

TimerCountInitialize();

DDRC |= (1<<2)|(1<<0); // portC 0 - output_const, 1 - input_busy, 2 - output_RD

sei();

while(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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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전압 모터 구동 실험에 사용한 DC모터 성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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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Real-time Viscosity Measurement

Method of Engine

Oil Based on Pump Power Consump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chanical & Aerospace Engineering

Jong-won Park

Abstract

Real-time measured engine oil viscosity may be utilized as an

index whether an engine-related actuator is operational and also

as an element on estimation of remaining lifespan of engine oil.

Nevertheless, development of in-situ oil viscosity sensors is not

an easy task due to severe environments of engine lubrication

system. In order to measure viscosity of engine lubrication

system, a sensor must fulfill numerous qualifications including

real-time measurement, robustness and installability. A pump

may be applied for such a sensor since a pump may be operated

under severe conditions and that its power consumption varies

with viscosity of its working fluid. Based on this concept,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development of a real-time viscosity

measurement sensor by measuring power consumption of a

pump. Centrifugal and gear pumps were used along with a

number of methods concerning improvements on resolution and

range of viscosity to be measured, including adjustment of outlet

load condition and redesign of pump impeller. Experime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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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to measure change in torque applied to pump with

varying viscosity along with sensitivity and range of viscosity to

be measured. Finally, a DC motor was connected to examine

change in current with varying viscosity under fixed voltage.

The current changed along with viscosity variation as expected,

which verifies functionality as an engine oil viscosity sensor.

Key words : Engine oil, viscosity, real time measurement, pump,

power consumption.

Student Number : 2010-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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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시간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고 한다

희열도 좌절도 언제 그랬냐는 듯 수그러들게 한다고

그러나 감정의 요동이 꺼지고 재마저 씻겨나가면

차가운 심연의 반석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곳에 변치 않는 각인을 보게된다

숨은 쉬지만 죽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하루 하루 살아가지만 생존만이 목적이 되어버린 듯한

이러한 고뇌가 괴롭혀 잠을 청하지 못하는 밤이면

가벼운 차림으로 밖을 향한다

의식할 것 하나 없는 인적 드문 거리를 뛰어본다

아무 생각 없이 뛰고 뛰어 숨이 가파오면 왼쪽 가슴에 손을 대어본다

그러면 내안에 아직 뛰는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뛰지 않아도 날 두드리는 것을 쫓아 산다

희망과 두려움 동시에 내포하는 미래지만

가슴 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실패와 성공은 중요치 않다

다만 온전한 각인 앞에 초라했었던 자신을 알 뿐이다

다시금 마음의 나침반을 가지고 뜀박질을 한다

- 28살에 다른 곳으로 나아가며

처음 학교에 왔을 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던 제가 기

억납니다. 한국의 총명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살아남아 대학원생으로 구

실은 할 수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참

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의 배움을 얻어감의 감사도 있지만,

연구실에 들어와서 경쟁보다 협동을 배웠고 혼자 보다 서로를 배웠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곳이 또 하나의 보금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잊지 못할 소중한 단편을 채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동향                  

	2. 배경 이론 및 펌프 설계                 
	2.1 배경 이론                  
	2.1.1 점도에 따른 전단력의 일반적인 해            
	2.1.2 출구 부하에 따른 펌프의 동력 소모          

	2.2 펌프 설계                
	2.2.1 기어펌프설계                    
	2.2.2 원심펌프설계                  


	3. 실험 장치 구성 및 실험 방법              
	3.1 실험 장치 구성                   
	3.1.1 기어펌프 실험 장치                  
	3.1.2 원심펌프 실험 장치                  

	3.2 실험 방법                     
	3.2.1 기어 펌프 실험 방법                
	3.2.2 원심 펌프 실험 방법                


	4. 실험 결과 및 평가                    
	4.1 기어 펌프 실험 결과                   
	4.2 원심 펌프 실험 결과                   
	4.2.1 최적 간극 실험                    
	4.2.2 최적 간극 가변 RPM 실험                


	5. 결론                         
	부록                         
	참고 문헌                       
	Abstract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