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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combustion, CO and NOX characteristics 
of biodiesel in accordance with equivalence ratio. The closed homogeneous reactor model us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conditions were set to 900 K of the initial temperature, 20 atm of initial pressure and 
equivalence ratio was changes from 0.6 to 1.4.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predicted and compared in terms 
of combustion temperature, combustion pressure, CO and NOX emissions. The results of combustion charac-
teristics showed that ignition delay was decreased and the combustion temperature and combustion pressure 
was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equivalence ratio. CO emission was decreased in lean condition( < 1.0), 
however, CO emission was increased in rich condition( > 1.0) because oxygen supply insufficient. NOX 
emission showed the largest amount in condition 0.8 of equivalence ratio because the oxygen concentration 
was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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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내연 기관의 연구 동향은 지구 환경 문제와 

석유 에너지 자원 고갈을 대비하기 위한 다운사이

징, 대체 연료 자동차 개발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체 연료 자동차 개발은 지구 환경 문제

와 석유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대체 연료는 바이오매스

(Biomass)를 기반으로 한 천연 가스 연료, GTL(Gas-to- 
Liquids) 합성 연료, 바이오디젤 등 여러 종류의 연

료가 있다. 이 중 바이오디젤 연료는 기존 디젤 자동

차에 바로 적용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

젤 대체 연료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Lee는[4,5] 바
이오디젤 연료가 산소를 10% 이상 포함한 함산소연

료로서 높은 산소 함유량과 세탄가를 바탕으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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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착화 연소가 가능하여 기존 디젤 엔진에 적용 가

능성을 제시하였고, 국내외의 바이오디젤의 현황 및 

전망을 보고하였다. 또한, Woo 등은[6] 바이오디젤 

연료가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에서 PM, THC, 
CO, SOx, 벤젠 등 유해물질을 대폭 저감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생분해도가 높아 환경오염이 

적은 장점과 에너지 측면에서는 식물자원 및 폐식

용유, 폐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

원의 고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장점을 갖는 바이오디젤 연료를 디젤 엔

진의 적용에 앞서 실험적 연구 및 수치 해석적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uh 등은[7,8] 바이오디젤 

연료의 분무 거동 및 미립화 특성 연구와 바이오디

젤 연료의 혼합기 형성 증진 연구를 통해 바이오디

젤 적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

하였다. 수치 해석적 연구 부분에서는 탄화수소 연

료 연소 과정의 화학 반응 기구에 대하여 압력, 온도, 
당량비 및 대체 연료 해석의 변화에 따른 화학 반응 

과정에 대한 연구[9,10]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

나, 탄화수소 연료의 상세 화학 반응 기구는 연소시 

복잡한 화학 반응 과정을 통해 여러 화학종이 생성

되고, 다양한 연소 현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솔린 연료, 디젤 연료 등을 

모사할 수 있는 연료들로 대체하여 연소 해석을 통

하여 연소 특성 및 배기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Choi 
등은[11] 바이오디젤 엔진의 연소 과정을 모델링하기 

위해 단기통 엔진 실험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와 바

이오디젤 연소모델링 결과가 일치함으로서 신뢰성

을 확인하였으며, 해석시 사용된 methyl decanoate의 

축소 반응 기구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Lee 등
은[12,13] 바이오디젤 연소 해석 연구를 위해 바이

오디젤 연료의 대체 반응 메커니즘을 개발하였으며, 
직접 관계 그래프(DRG) 법을 사용하여 디젤 연료의 

상세 화학 반응 기구인 n-heptane 메커니즘을 축소

화하여 n-heptane 기초 화학 반응 기구를 도출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수치 해석에 사용될 모사 연료의 종류와 

각 성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사 연료를 표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듯 수치 해석에 있

어 모사 연료의 조성비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부

분이지만 각 연구기관마다 서로 다른 조성비를 사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14-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량비(Equivalence ratio) 

1.0일 때 대표적인 디젤 모사 연료로 수치 해석에 사

용되어지는 n-heptane(nC7H16) 연료와 바이오디젤 연

료의 대체 화학 반응 기구인 methyl decanoate(C11H22O2), 
methyl 9 decanoate(C11H20O2)를 사용하여 조성비를 

결정하고, 당량비 변화(0.6-1.4)를 중점으로 정적 연

소 챔버에서 바이오디젤 연료 및 디젤 연료의 연소 

특성을 수치 해석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이러한 결

과들을 통해 바이오디젤 연료와 디젤 연료의 연소 

특성 및 CO, NOX 생성 특성 예측이 가능한 Map을 

작성하였다.

2. 수치 해석적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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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은 질량 정적 반응기로 완전한 혼합 및 균일 

반응을 기반으로 해석을 수행한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정적 반응기 내부에서 일

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정압 반응기 내부에서의 보

존 법칙 적용과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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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표현한 것처럼 정적 반응기 내부의 체

적은 일정하므로 내부 에너지(u)를 적용하여 식 (2)- 
(4)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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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 조성의 몰농도와 화학종 생성 속도, 

화학 반응 속도를 고려하여 압력 시간 변화율인 식 (5)- 
(6)을 식 (7)과 같이 정리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

Fig. 1. Schematics of constant volume-close homoge-
neous re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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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치 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oratory(LLNL)의 Herbinet 등[9,10] 바이오디젤 연료

의 대체 화학 반응 기구로 제안한 methyl decanoate 
(C11H22O2)와 methyl 9 decanoate(C11H20O2) 메커니즘

을 사용하여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석 모델은 Closed homogeneous model을 적용하

여 Constrain volume and solve energy equation type
으로 초기 온도와 압력을 각각 900 K, 15 atm으로 

설정하였다. 해석에 사용되는 디젤 연료와 바이오디

젤 연료의 조성비는 선행 연구[13,16]를 참조하여 n- 
heptane, methyl decanoate, methyl 9 decanoate를 2: 
1:1의 비율로 정하였다. 또한, Map 작성을 위해 당량

비(Equivalence ratio)를 0.6-1.4까지 변경하며 각각의 

조성비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연료의 해

석 조건은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디젤 연료와 바

이오디젤 연료의 혼합비는 이론 반응(Stoichiometric) 
조건인 당량비 1.0일 때 n-heptane, methyl decanoate, 
methyl 9 decanoate를 혼합하여 각각의 혼합 연료에 

대한 조성비를 결정하였다. 자세한 해석 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numerical analysis conditions
Numerical program CHEMKIN-PRO Release 15131

Reactor model Closed 0-D reactor : 
Closed homogeneous model

Reactor model 
equation 









 


Equivalence ratio 0.6-1.4

Fuel n-heptane Methyl 
decanoate

Methyl-9-
decanoate

Mixing 
ratio

Diesel 100 1 0 0

BD 20 0.9 0.05 0.05

BD 40 0.8 0.1 0.1

BD 60 0.7 0.15 0.15

BD 80 0.6 0.2 0.2

BD 100 0.5 0.25 0.25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연소 및 CO, NOX 생성 예측 과정

본 해석 연구에서는 당량비(Equivalence ratio) 1.0 
조건에서 바이오디젤의 연소 및 CO, NOX 생성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혼합 연료에 대한 해석 결

과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당량비 조건인 0.6-1.4까지 변경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Map을 구성하였다.

3.1.1. 연소 온도 및 압력 특성 해석

해석 결과를 통해 디젤 연료의 연소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2는 바이오디젤 혼합비

에 따른 연소 온도를 비교한 것이다. 연소 온도는 

디젤 연료가 BD 100 연료보다 14 K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혼합비 변화에 따라 바이오디젤 연료의 혼

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낮은 연소 온도와 빠른 점화

지연(Ignition delay) 특성을 보였다. 이는 바이오디젤 

연료가 디젤 연료에 비해 낮은 발열량을 갖기 때문

에 연소 온도가 디젤 연료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바이오디젤 연료가 갖고 있는 높은 세탄

가와 산소의 영향으로 인해 바이오디젤 연료의 혼합

비가 증가할수록 빠른 점화지연을 보이는 것으로 사

료된다[17,18].
연소 압력 특성은 바이오디젤 연료의 혼합비 변

화에 따라 연소 온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

기 때문에 압력 변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적 연소 과정에서 이상기체방정식(PV = mRT)을 통

해 압력 변화는 온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지만 

각각의 혼합 연료 연소 온도 차이가 작기 때문에 연

소 압력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치 해석에 사용되는 모델이 동일하여 수치 해석 

Fig. 2. Effect of biodiesel fuel mixing ratio on the com-
bustion temperature (Tamb = 900 K, Pamb = 15 
atm, φ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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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비슷한 연소 온도가 나올 수 있으나 바이오

디젤 해석에 사용된 메커니즘의 차이로 인해 연소 

압력이나 다른 결과들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19]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2. CO 생성 특성 예측

Fig. 3은 연소 이후 바이오디젤 연료의 혼합비에 

따른 CO 생성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CO 생성

량은 디젤 연료의 혼합비가 높은 혼합 연료일수록 

연소 이후 많은 생성량을 보였다. 바이오디젤 연료의 

경우 함산소 연료로서 산소의 영향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에서 연소를 하였을 때 디젤 연료에 비해 낮은 

CO 생성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3.1.3. NOX 생성 특성 예측

Fig. 4에서는 연소 이후 NOX의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바이오디젤 연료의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NOX 

Fig. 3. Effect of biodiesel fuel mixing ratio on the CO 
emission (Tamb = 900 K, Pamb = 15 atm, φ = 1.0).

Fig. 4. Effect of biodiesel fuel mixing ratio on the NOX 
emission (Tamb = 900 K, Pamb = 15 atm, φ = 1.0).

생성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연료가 연소시 질소와 

반응 촉진을 통해 NO 및 NOX 생성량이 많아진 결

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20,21] 결과

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당량비에 따른 연소 및 CO, NOX 예측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정한 당량비(Equivalence 
ratio) 1.0일 때 n-heptane, Methyl decanoate, Methyl- 
9-decanoate를 혼합한 디젤 연료와 바이오디젤 연료

의 조성비를 사용하여 당량비 0.6-1.4까지 변경하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Map 구축을 위한 점화 이전의 

데이터는 보간법을 사용하여 수치 계산을 통해 Map 
그래프에 추가 작성하였다. 또한, Map 정보는 당량

비 변화가 바이디젤 연료 및 디젤 연료에 미치는 영

향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비교 분석에 수월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 당량비 변화에 따른 결과를 바탕

으로 연소 온도와 연소 압력, CO 및 NOX 특성을 정

리 제시하였다.

3.2.1. 당량비에 따른 연소 온도 분포 예측

당량비 변화에 따른 연소 온도 예측 결과를 Fig. 5
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연료의 연소 온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그에 

따른 착화지연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당량비 조건에서 연소한 모든 연료들의 연소 

온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당량비 1.0일 때의 연소 온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

일한 당량비 조건에서는 각각의 혼합 연료에 대한 연

소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Fig. 5. Map of combustion temperature in accordance 
with equivalence ratio (Tamb = 900 K, Pamb = 15 
atm, φ = 0.6-1.2). 



당량비 변화에 따른 바이오디젤 연소 및 CO, NOX 생성 특성 예측 5

Fig. 6. Map of combustion pressure in accordance with 
equivalence ratio (Tamb = 900 K, Pamb = 15 atm, φ = 
0.6-1.4). 

3.2.2. 당량비에 따른 연소 압력 분포 예측

Fig. 6은 당량비 변화에 따른 연소 압력 예측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혼합 연료 연소시 

점화지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연소 압력값

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당량비가 증가

할수록 연소 온도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연소 압력

도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동일한 당량비 조건에서 연소 압력 변화는 크

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소 온도 특성에서 확인

하였듯이 동일한 당량비 조건에서 혼합 연료의 연

소 온도 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3.2.3. 당량비에 따른 CO 생성량 분포 예측

Fig. 7은 당량비 변화에 따른 CO 생성량 예측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7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당

량비가 높은 농후 영역에서 연소가 이루어졌을 때 

Fig. 7. Map of CO emission in accordance with equiv-
alence ratio (Tamb = 900 K, Pamb = 15 atm, φ =
0.6-1.4). 

Fig. 8. Map of NOX emission in accordance with equiv-
alence ratio (Tamb = 900 K, Pamb = 15 atm, φ =
0.8-1.4).

가장 많은 CO 생성량을 보였다. CO 생성량의 경우 

연소시 산소 농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것

을 알 수 있다. 희박 조건의 경우 낮은 CO 생성량을 

보이지만 농후한 영역으로 갈수록 CO 생성량이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연소시 불충분한 산소공급으로 인해 CO 생성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22].

3.2.4. 당량비에 따른 NOX 생성량 분포 예측

Fig. 8에서는 당량비 변화에 따른 NOX 생성량 예

측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당량비가 감소할

수록 많은 NOX 생성량을 보였다. 이는 NOX 생성량

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소 온도와 산소 농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연소 온도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량비 0.8-1.2 구간의 

연소 온도는 2700 K 이상으로 NOX를 생성하기 충분

한 온도이다. 따라서 산소 농도가 충분한 당량비 0.8 
연소 조건일 때 가장 많은 NOX 생성량을 보이는 것

으로 사료된다[23]. 또한, Soot과 NOX를 동시에 저감

하기 위한 선행 연구[24]를 통해 당량비(φ)와 연소 온

도(T)에 따라 Soot 생성 영역과 NOX 생성 영역이 확

인 가능한 φ-T 선도 상에서 당량비 1.0일 때 보다 당

량비 0.8일 때 NOX 생성 구간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소 온도와 산

소 농도 중 NOX 생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

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디젤 모사 연료 n-heptane(nC7H16)
과 바이오디젤 대체 화학 반응 기구인 methyl decanoate 
(C11H22O2)와 methyl 9 decanoate(C11H20O2)를 사용하

여 당량비에 변화에 따라 디젤 연료와 바이오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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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연소 특성 및 CO, NOX 생성 특성을 예측하고, 
연구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혼합비에 따른 연소 온도는 디젤 연료가 바이

오디젤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소 압력은 점화지연에 따른 압력 발생 시점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바이오디젤 혼합비 변화

가 연소 압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2) CO 생성량은 디젤 연료의 혼합비가 높은 혼합 

연료일수록 연소 이후 생성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NOX 생성량의 경우 바이오디젤 연료의 혼합비가 증

가할수록 많은 생성량을 보였다.
3)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모든 연료의 연소 온도

는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착화지연은 감소하였다. 
또한, 연소 온도가 증가할수록 연소 압력도 증가하

는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당량비 변화에 따라 희박 조건의 경우 낮은 CO 

생성량을 보이지만 농후한 영역으로 갈수록 연소시 

불충분한 산소공급으로 인해 CO 생성량이 증가한 것

으로 판단된다. 
5) 당량비가 0.8 조건에서 NOX 생성량의 경우 2700 

K 이상에서는 산소 농도가 충분한 조건이므로 그 

결과 가장 많은 NOX 생성량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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