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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f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n-butanol fuel in 
accordance with the n-heptane fuel mixing ratio. The closed homogeneous reactor model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conditions were set to 800 K of the initial temperature, 20 atm of initial pressure and 
1.0 of equivalence ratio.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compared in terms of combustion temperature, combus-
tion pressure, CO, Soot and NOX emissions. The results of combustion and exhaust emission characteristics 
showed that ignition delay was decreased and the combustion temperature was increased as the n-heptane 
mixing ratio was increased. Also, the carbon monoxide(CO) was slightly decreased however, the soot and 
nitrogen oxides(NOX) increased a little in accordance with the n-heptane fuel mixing ratio. In addition, the 
pressure difference was almost the same in any conditions.

Key Words : Combustion temperature, Ignition delay, Mixture ratio, Nitrogen oxides (NOX), n-butanol, n-hept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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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 temperature 
 : pressure 
 : production rates 

  : molarity
 : work ratio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배기 배출 관련 환경 규제가 강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 에너지를 기반으로 동

력을 얻는 각 기관들의 배기 배출물을 저감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특히 내연기관에서는 배기 배출물 저감을 위해 

연료 분사 시기 및 분사량을 조절하는 전처리(Pre- 
proccess)방법과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DOC 
(Diesel Oxidation Catalyst),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을 적용한 후처리(After-treatment)방법을 

통해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3-5]. 또한, 연소시 

필요한 연료로 기존의 디젤, 가솔린 연료가 아닌 연료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바이오매스(Biomass) 
기반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기 배출물 저감을 위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6,7]. 이러한 바이오매스 기반의 

연료들을 사용할 경우 녹조류나 폐목재류 혹은 폐

기물 등의 활용이 가능하여 자원 고갈의 문제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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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환경문제와 에너지 고갈을 대비하여 바이오

매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8,9].
그 중 바이오매스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butanol

의 연료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하 등[10]은 n-butanol
과 n-decane계의 최소 자발화 온도를 실험적으로 측

정하였고, 조성변화에 따른 최소 발화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Sahin 등[11]은 n- 
butanol 연료의 낮은 혼합비 조건에서 디젤 엔진 성

능과 배기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하였다. 이 외

에 Zhang 등[12]은 n-heptane/n-butanol 혼합연료에 

대한 실험 및 모델링을 통해 혼합연료 연소 과정에

서 OH 라디칼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송 등[13,14]은 Biodiesel을 적용한 HCCI 연구개

발을 위해 n-heptane/n-butanol 혼합연료의 착화지연 

연구를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15,16]를 통해 저온 

연소에 불리한 n-butanol 연료의 점화 지연(Ignition 
delay) 시간이 길어 n-heptane 연료를 혼합하거나 연

소 압력을 높여 점화 지연을 단축시키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n-heptane 연료의 혼

합비에 따른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영역 또는 점화 지연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

루어졌다. 이와 같이 n-butanol 연료에 대한 기초 및 

응용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으나, 고온 연소 특성 

및 배기 특성의 규명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butanol(C4H9OH)을 주 연

료로 적용하여 점화 지연 시간을 단축하는 특성을 

갖는 n-heptane(nC7H16)의 혼합비에 따른 연소 온도, 
연소 압력 및 CO, NOX, Soot 배출물 특성을 수치 해

석적으로 비교연구하였다. 

2. 수치 해석적 연구 방법

2.1. Constant-volume fixed-mass reactor
본 해석 연구에 사용된 Closed homogeneous reactor

는 일정 질량 정적 반응기로 혼합물에 대해 완전한 

혼합 및 균일 반응을 가정으로 해석을 수행한다.

Fig. 1. Schematics of constant volume-close homoge-
neous reactor model.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정적 반응기에서 보존법

칙의 적용은 일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정압 반응

기에서의 보존법칙 적용과 거의 유사하다. 
식 (1)에서 표현한 것처럼 반응기 내부의 체적은 

일정하므로 시스템 내의 내부 에너지(u)를 고려하여 

식 (2)~(4)를 통해 식 (7), (8)과 같은 결과 값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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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치 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Wang 등[17]이 수정하여 사용한 n-heptane과 n-butanol 
메커니즘이 적용된 화학 반응 기구를 사용하였다. 해
석 모델은 완전 혼합 상태로 혼합에 따른 영향이 없

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화학반응에 의해서 생성물이 

조절 가능한 해석 모델인 Closed homogeneous model
을 선택하여 n-butanol 연료와 n-heptane 연료 혼합비

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조건은 Constrain volume and solve energy equ-

ation type으로 열손실(Heat loss) 없이 초기 온도와 

압력을 각각 800 K, 20 atm으로 모든 연료의 해석 조

건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n-butanol 연료와 

n-heptane 연료의 혼합비는 당량비(Equivalence ratio)
를 1.0으로 고정하고 각각의 조성비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였다. 자세한 해석 조건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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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nalysis conditions
Numerical program CHEMKIN-PRO Release 15131

Reactor model Closed 0-D reactor : Closed 
homogeneous model

Reactor model 
equation 









 


Reactor model 
condition Stoichiometric

Fuel n-butanol n-heptane

Mixing 
ratio

B 100% 1 0

B-H 20% 0.8 0.2

B-H 40% 0.6 0.4

B-H 60% 0.4 0.6

B-H 80% 0.2 0.8

H 100% 0 1

Table 2. Calculated results of combustion and exhaust 
emissions as a function of n-heptane and n- 
butanol fuel mixing ratio 

BH20 BH40 BH60 BH80 H100

P (atm) 79.6 79.6 79.5 79.5 79.4

T (K) 2932.9 2937.7 2941.5 2944.6 2947.1

ppmvd CO 
(ppm)

3.2217
E+04

3.2360
E+04

3.2464
E+04

3.2548
E+04

3.2618
E+04

ppmvd NOX 
(ppm)

1.0806
E+04

1.0873
E+04

1.0927
E+04

1.0971
E+04

1.1008
E+04

Soot
(Number/cm3)

2.103
E-09

3.155
E-08

2.089
E-07

7.685
E-07

1.873
E-06

3. 연구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해석 결과를 통해 Table 2와 같이 

각각의 혼합연료에 대한 결과 수치를 얻을 수 있었

다. 이에 따라 n-heptane 혼합비에 따른 연소 온도, 
연소 압력, 배기 배출물 특성인 CO, Soot, NOX를 비

교 연구하였다.

3.1. 연소 온도 변화 특성

해석 결과, n-heptane 연료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연

소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n-butanol 
l00% 연료는 동일한 연소 조건에서 저온 연소에 불

리하여 연소 시작 후 5 ms 이내 점화하지 못하였다.
Fig. 2는 n-heptane 혼합비에 따른 연소 온도를 비

교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n-butanol 연료의 혼

합비가 증가할수록 연소온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n-butanol 연료가 n-heptane 연료에 비

해 낮은 발열량을 가지기 때문에 연소 온도가 낮은 

Fig. 2. Effect of n-heptane fuel mixing ratio on the com-
bustion temperature of n-butanol fuel.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높은 발열량을 바탕으로 

연소시 유리한 특성을 보이는 n-heptane 연료의 혼합

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화 지연(Ignition delay) 감소 

및 연소 온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온 

영역의 연소 특성에서 n-heptane 연료가 n-butanol 연
료보다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3,4] 결
과와 본 연구의 고온부 연소 특성 연구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소 압력 변화 특성

Fig. 3은 n-heptane 연료 혼합비에 따른 연소 압력

을 비교한 것이다. 해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n-heptane 연료 혼합비 변화에 따른 점화시기의 변화

는 관찰할 수 있었으나 압력 변화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이상기체방정식( )을 통해 정적 연

소 과정을 적용하면 압력 변화는 온도 변화에 따라 

Fig. 3. Effect of n-heptane fuel mixing ratio on the com-
bustion pressure of n-butanol fuel.



임영찬․서현규24

변하게 된다. 연소 온도 변화 특성에서 확인하였듯

이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혼합연료 연소시 온도

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이에 따른 압력 변

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온도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혼합비에 따른 점화시기와 동일

하게 압력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배기 배출물 특성

Fig. 4는 n-heptane 연료의 혼합비에 따른 CO 생
성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해석 결과 혼합연료 

연소시 n-heptane 연료의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많은 

CO 생성량을 보였다. 이는 n-butanol 연료가 함유하

고 있는 산소의 영향으로 인해 n-butanol 연료의 비

율이 높은 혼합연료일수록 연소 이후 낮은 CO 생성

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heptane 연료

의 높은 혼합비가 짧은 착화지연 현상을 일으켜 연

소 기간이 증가하고, 그 결과 CO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5는 n-heptane 연료의 혼합비 변화에 따른 CO 

Fig. 4. Effect of n-heptane fuel mixing ratio on the CO 
emission of n-butanol fuel.

Fig. 5. Effect of n-heptane fuel mixing ratio on the oxy-
gen consumption of n-butanol fuel (Tamb = 800 
K, Pamb = 20 atm, φ = 1.0).

Fig. 6. Effect of n-heptane fuel mixing ratio on the soot 
emission of n-butanol fuel.

몰분율 및 산소 소비량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n- 
heptane 연료의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CO 몰분율 및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

소시 n-heptane 연료의 비율이 높은 혼합연료일수록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

하지 않아 연소 이후 CO 몰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각각의 혼합연료에 대한 Soot 생성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heptane 연료의 혼합비가 

40% 이하 일 때 Soot 생성량이 거의 없었으며, 60%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Soot 생성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Soot의 생성 한계는 

n-heptane 혼합비 40-60%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CO 생성량과 마찬가지로 함산소연료인 

n-butanol 연료의 비율이 높은 혼합연료일수록 연소 

이후 낮은 Soot 생성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에서는 연소 이후 NOX의 생성량이 n-heptane 

연료의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온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Fig. 7. Effect of n-heptane fuel mixing ratio on the NOX 
emission of n-butanol fuel.



n-heptane 연료 혼합비에 따른 n-butanol 연료의 연소 특성 25

NOX는 연소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생성량을 보인다. 
따라서 Fig. 1의 결과에서 예측 가능하듯이 n-heptane 
연료의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연소 온도가 증가하였

으므로 연소시 NOX 생성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n-heptane(nC7H16) 연료 혼합비에 

따른 n-butanol(C4H9OH) 연료의 연소 특성에 관한 

수치 해석적 비교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n-heptane 연료의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연소 온

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발열량

을 바탕으로 연소시 유리한 특성을 보이는 n-heptane 
연료의 혼합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화 지연(Ignition 
delay) 감소 및 연소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

된다.
2) 혼합비에 따른 점화시기 변화는 관찰할 수 있었

으나 압력 변화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혼합연료 연소시 온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압력 변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 CO 생성량 및 산소 소비량은 n-butanol 연료의 

비율이 높은 혼합연료일수록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이는 n-butanol 연료가 함유하고 있는 산소의 영향으

로 인해 연소시 산소 공급이 충분하여 CO 생성량 및 

산소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4) n-heptane 연료의 혼합비가 40% 이하로 혼합된 

경우 Soot 생성량이 거의 없었으며, 60% 이상의 혼

합연료 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Soot 생성량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CO 생성량과 마찬가지로 함산소

연료인 n-butanol 연료의 비율이 높은 혼합연료 일수

록 연소 이후 낮은 Soot 생성량을 보이는 것으로 판

단된다.
5) NOX 생성량은 n-heptane 연료의 혼합비가 증가

할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온도의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NOX는 연소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생성량을 보인다. 따라서 연소 온도 가장 높은 혼합

연료일수록 NOX 생성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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