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M33D1420

엔진 사양서

회전수 (rpm)

엔진 본체 출력 (kWm / PS)
상용

비상

1,500

1100 (1496)

1210 (1645)

1,800

1290 (1754)

1420 (1931)

정격

상용 출력 (PRP)

비상 출력 (ESP)

연간 운전 시간

무제한

200 시간 이하

평균 부하율

250 시간 당 70% 이하

24 시간 당 80% 이하

최대 부하 운전 시간

연간 500 시간 이하

연간 25 시간 이하

출력 정의

12 시간 당 1 시간
과부하 조건

(10% 과부하)

없음

연간 25 시간 이하
1) 정격 출력은 ISO 3046에 준한다.
2) 시험 기준 : 연료 밀도 0.84 kg/L., 상대 습도 30%, 대기압 100 kPa, 흡입 공기 온도 25 °C
3) 엔진 가동 조건 : 고도 1000m, 흡입 공기 온도 30°C 이하에서 출력 보정 없음. 이 이상에서는 고도 300m 상승시 마다 3%,
그리고 흡입 공기 온도 11°C 상승시 마다 2% 씩 출력을 감쇠함.
4) 출력 선도는 연료계통, 냉각수 펌프 및 엔진 오일 펌프를 장착하여 엔진을 구동할 때를 기준으로 하며, 배터리 충전 용
얼터네이터, 냉각 휀 및 선택 사양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표준 사양
엔진 모델

12M33D1420

실린더 / 밸브 수

12 / 48

Bore / Stroke (mm)

150 × 185

배기량 (L)

39.2

연료 분사 시스템

기계식 연료 펌프

흡기 방식

과급기 & 공기냉각기 방식

압축비

15 : 1

배기 배출 기준

EU Stage II

치수 (L × W × H) (mm)

2,524 × 1,312 × 1,731

건조 중량 (kg)

3,495

분사 시기 (°CA)
훌라이휠 규격

최대 허용 탑재 각도 (°)

허용 대기 온도 (℃)
냉간 밸브 간극 (mm)

21 - 22 BTDC
SAE NO. 0 / 18

기어 이빨 수

194

길이 방향 경사

전/후

10 / 10

폭 방향 경사

좌/우

22.5 / 22.5

-10 ~ 50

사용 제한 고도 (m)

2,000

(흡기 밸브 : 0.3±0.03) / (배기 밸브 : 0.4±0.03)

엔진 마운팅
훌라이휠 관성 모멘트 (kg•m2)

7.18

크랭크축 관성 모멘트 (kg•m2)

4.52

연료소비율 선도
엔진 출력 대비 연료 소모량 (60HZ)

엔진 출력 대비 연료 소모량 (50HZ)

※ 본 사양서는 사전 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