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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체연료 개발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말데케인과 에탄올 혼합연료의 

조성 및 온도 변화가 자착화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해석용 프로그램으로는 

CHEMKIN-PRO를 사용하였고, 반응모델은 LLNL모델을 이용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를 통해 저온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1000K 이하에서는 에탄올의 몰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화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현상

을 확인하였다. 에탄올의 높은 옥탄가로 인해 에탄올의 높은 비율은 점화를 일으키는 OH라디칼의 농도 

증가를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배기가스 재순환을 적용하기 위해 혼합연료에 산소농도를 변화하여 수치

해석을 하였다. 산소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점화지연시간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질소가스가 연소

실 내에 열부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fuel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s 
study provides a nume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composition and temperature changes of n-decane and 
ethanol on auto-ignition characteristics. CHEMKIN-PRO is used as the analysis program and the LLNL model 
is used as the reaction model. Th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ignition delay time increases as the mole 
fraction of ethanol increases for temperatures below 1000 K, where low temperature reactions occur. Because 
of the high octane number of ethanol, the high percentage of ethanol delays the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OH radicals that cause ignition. The oxygen concentration in the mixture is changed to apply the exhaust 
gas recirculation and a numerical analysis is then performed. As the oxygen concentration decreases, the total 
ignition delay time increases because the nitrogen gas acts as a thermal load in the combustion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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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P : 압력(atm)
T : 온도(K)
dP/dt : 압력 변화율

D : 노말데케인 

E : 에탄올

E.R : 당량비

R : 알킬 화학종

Q : CH  화학종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및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로 인해 EURO 6, Tier 3와 같은 환

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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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관의 효율 향상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법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많

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 되고 있

는 디젤 연료 및 항공 연료 등과 같은 액체 연료

는 다수의 탄화수소계 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혼

합물이다. 그 중에서도 탄소의 비중이 높은 노말

데케인과 같은 heavy alkane계 성분들은 그들의 

세탄가(centane number)로 인해 연료의 착화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엔진에서 독성물질

(i.e., carbon monoxide, aldehydes, butadiene, 
aromatic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 
soot) 저감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heavy alkane계 

연료의 산화 및 연소 특성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1)

기존의 가솔린엔진(SI)와 디젤엔진(CI)의 장점

을 결합한 형태의 엔진인 균일 예혼합 압축착화 

(Homogen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 HCCI)
엔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HCCI
엔진은 CI엔진처럼 압축열을 이용하여 점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SI엔진에 비해 높은 효

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균일한 예혼합기 형

성을 통해 연소 시 국소 고온부를 차단하여 CI엔
진의 문제점인 질소산화물 및 PM(particle matter)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2) 하지만 

HCCI엔진은 저부하에서의 낮은 연소온도로 인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이 증가하고, 고부

하에서의 급속연소와 연소압력 과다상승으로 엔

진 손상 및 소음이 유발된다. 따라서 HCCI방식을 

발전용 엔진과 같은 중부하, 정속엔진에 사용하

기 위해서 연료조성 조절 및 압력과 당량비 조절 

등을 통하여 점화지연을 제어하는 연소제어기법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U, Pfahl 등
의 고압 연소 조건에서 노말데케인과 공기 혼합

연료의 연료조성에 따른 점화지연특성에 대한 연

구에서는 혼합연료의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점화

지연이 짧아진다고 나타나있고,(3)  G, Bikas 등은 

노말데케인의 연소 특성에 대해 실험 및 수치적

으로 분석한 결과,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노말데

케인의 점화지연 시간은 길어진다고 보고하였

다.(4) 
HCCI엔진 기술을 이용한 저온연소(Low 

Temperature Combustion, LTC)가 NOx와 soot 등 

오염 배출물질을 저감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5,6) 압축착화 엔진에서 다점 동시 착화

를 위해서 실린더 내에 균일한 혼합기를 형성하

는 것은 LTC를 위한 필수 선행조건이다. 이는 높

은 배기가스 재순환(Exhaust Gas Recirculation, 
EGR)을 적용함으로써 연소실 내 낮은 산소농도

를 유지하여 점화지연시간을 증대시킴으로써 가

능하다. Zheng 등(5)의 연구에서는 EGR율을 

55-65%로 설정함으로써 NOx와 soot의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보고하였고 Ogawa 
등(6)의 선행연구에서는 고부하(high load) 조건에

서 40% EGR(16% O2 조건)을 적용했을 때 NOx
는 저감되었으나 soot가 상당히 증가하고 50-55% 
EGR(12-14% O2 조건)에서 최고치를 보이다가 

55-60% EGR(9-10% O2 조건)에서 여전히 소량의 

NOx 배출을 유지하면서 soot가 급격하게 감소한

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높은 EGR을 통해 낮아진 산소농도는 저온

연소를 일으키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고갈

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 연료로서 최근 생물학적 원

료 물질(목재, 사탕수수 등)의 연소 혹은 발효과

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에탄올의 사용과 그에 

대한 연구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연료로서의 효율성이 검증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7) 에탄올은 사탕수수, 옥수수, 고

구마 등 곡물에서 쉽게 추출이 가능하고, 휘발유 

등에 비해 증발잠열이 높아 체적효율 향상을 도

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화석

연료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디젤연료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발

생을 약 55%까지 저감할 수 있어 교토의정서와 

같은 이산화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에탄올 연료는 자체

적으로 높은 옥탄가(octane number)를 가지고 있

어 연료의 착화지연을 증가시키므로 HCCI엔진에

서 구동 시 연료와 공기의 혼합시간을 충분히 확

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실제 HCCI엔진과 같은 내연기관에서는 

연료의 증발, 확산, 연소 및 열전달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따라서 각 구동 사이클에 대

한 정밀한 측정과 연소과정 중 변수들의 조절이 

필요하다. 현재 선행연구로서 노말데케인의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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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decane ethanol
Molecular Formula C10H22 C2H5OH
Molecular Weight 142.26 46.07

Density g/m3 0.730 0.79
Boiling Point ℃ 174.0 79
Autoignition 
Temperature ℃ 210 422

Low Calorific 
Value MJ/kg 44.240 28.85

A/F 13.0 9.0
RON -41 129
CN 76 11

Table 1 Fuel properties 

Mixture Equivalence 
ratio P(atm) C10H22 C2H5OH N2 O2

C10H22   0% C2H5OH 100% 1.0 15 0 0.0654 0.7382 0.1963
C10H22  25%  C2H5OH  75% 1.0 15 0.0083 0.0249 0.7637 0.2031
C10H22  50%  C2H5OH  50% 1.0 15 0.0111 0.0111 0.7724 0.2054
C10H22  75%  C2H5OH  25% 1.0 15 0.0125 0.0042 0.7767 0.2066
C10H22 100% C2H5OH   0% 1.0 15 0.0134 0 0.7794 0.2073

Table 2 Composition of mixtures with n-decane/ethanol mole fraction change

특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친환경 대체연료인 에탄올과 혼합하였을 때의 점

화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에탄올을 노말데케인과 혼합하였을 경우 두 연료

의 착화 특성 차이로 인해 혼합연료의 점화지연

은 크게 변화하게 되므로, 위 혼합연료의 점화지

연시간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젤연료와 항공연료의 

주요 성분이 되는 노말데케인과 최근 대체에너지

원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에탄올을 혼합하였

을 경우 혼합연료의 조성비 변화를 통해 에탄올 

연료가 기존 노말데케인 연료의 점화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높은 EGR율
을 모사한 질소희석을 통해서 산소의 농도가 변

화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성 변화가 혼합

연료의 점화지연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

로 계산하고 고찰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및 조건  

2.1 반응모델

해석용 프로그램으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CHEMKIN-PRO(8)를 사용하였다. 또한 HCCI엔진

의 특징인 균일 예혼합 과정을 모사하기 위해서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했을 때의 압력과 온도를 

초기조건으로 하는 Closed homogeneous Module을 

적용하였다. 혼합연료에 대한 화학반응모델은 S. 
Dooley 등이 개발한 1599개의 화학종과 6633개의 

화학반응으로 이루어진 모델을 사용하였다.(9) 본 

모델은 Jet Stirred reactor를 이용해 분석한 모델로

서, 저온 반응 및 고온 반응을 포함한 넓은 온 

도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노말데케인에 비

하여 탄소수가 높고 구조가 복잡한 노말도데케인

의 화학반응까지 계산이 가능하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혼합연료에 대한 특성과 연료 조성에 관

한 조건은 Table 1, Table 2에 각각 나타내었다.

2.2 착화지연의 정의

본 연구의 중요한 요소인 점화지연시간에 대한 

정의는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정의하였다. 
Fig. 1은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 및 압력 변화율

(dP/dt)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점화지연시간

은 압축행정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dP/dtm ax
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2.3 화학반응

탄화수소계열 연료의 화학반응은 온도에 지배

적인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노말데케인의 

연소 메커니즘에 따라 1000K 이하는 저온영역, 
그 이상은 고온영역으로 나누어진다.(3,4) 저온영역 

중에서도 800K 이하는 저온, 그 이상은 중 저온

영역으로 분류되어진다. 고온영역의 연쇄반응은 

H + O2 = O + OH을 주 반응으로 하고 전체적인 

화학반응은 알킬라디칼이 -절단(-scission)에 의

한 급격한 분해를 하며 진행된다. 반면 저온 및 

중 저온에서는 고온영역의 반응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본 조건에서의 주요 산화반응은 아래에 

나타낸 것과 같이(R1-R5)의 연쇄반응을 통해 이

루어진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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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of ignition delay time

R1 : RH →  R(H-atom abstraction) 

R2 : R + O2  ↔  RO2

R3 : RO2 ↔  QOOH

R4 : QOOH + O2  ↔  O2QOOH 

R5 : O2QOOH →  ketohyroperoxide + OH`

노말데케인에서 수소원자가 분리되어 생성된 

알킬기는 산소와 반응하여 RO2 라디칼을 형성하

며 이는 이성질체화 반응을 통해서 저온 연소에 

주반응 기구인 QOOH라디칼로 변화한다. 이후 온

도가 증가하면 강한 발열반응인 R + O2 → RO2가 

RO2 → R + O2로 전환되며 저온 산화반응을 크게 

억제하고 QOOH라디칼의 산화반응 뿐만 아니라 

올레핀(conjugate olefin), 고리모양 에테르(cyclic 
ether species)로 분해가 되는데 이러한 연쇄반응

은 전체 시스템의 반응성을 저감시키며 그 결과

로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영역을 만

들게 된다.
에탄올의 경우 -OH기의 영향으로 고온에서는 

반응성이 크게 증가하지만 저온에서는 반응성이 

매우 낮다. 한편 저온에서 반응성이 높은 노말데

케인과 같은 연료와 혼합되어 사용될 경우 노말

데케인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다수의 라디칼에 

의해 산화반응이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

로 산화반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OH라디칼이 

노말데케인과 알코올계열 연료들에서 경쟁적으로 

소모되므로 노말데케인의 산화반응이 저감된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계 연료의 알데히드(aldehyde)
를 형성하는 다음과 같은 산화반응(R + O2 →  
aldehyde + HO2)은 혼합연료의 주요 산화반응을 

저감시키며 착화지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1,12)

Fig. 2 Ignition delay times of blended fuels  at 
E.R=1.0, P=15atm, and O=21% condition 
(D:n-decane, E:ethanol)

3. 결과 및 고찰

3.1 혼합비율에 따른 영향

연료 조성에 따른 혼합연료에 대한 표기는 DE
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D는 노말데케인 연료, E
는 에탄올 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노말데케인/에탄올 혼합연료의 연료 조

성비가 25/75인 경우에는 D25E75로 표기하였다. 
Fig. 2는 노말데케인/에탄올 혼합연료의 혼합비율 

변화에 따른 전체 점화지연시간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당량비 1.0, 압축압력 15 atm, 산소농도는 

21%로 조절하였다. 위 조건에서는 노말데케인을 

주 연료로 하고 25, 50, 75, 100 mol.%로 에탄올 

비율을 25 mol.% 단위로 증가시키며 점화지연시

간을 계산하였다. 압축온도는 저온 연소 조건인 

600-1000 K까지 50 K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점

화지연시간을 계산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는 압축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화지연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에탄올을 혼합하여도 노말데케

인의 점화특성인 NTC영역과 2단 착화가 발생하

였다. 또한, 혼합연료에서 에탄올이 차지하는 비

율이 증가함에 따라 저온영역에서 전체 점화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해석결

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압축

온도에서 에탄올 비율에 따른 점화지연시간을 계

산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650K, 750K, 900K의 

저온영역에서는 에탄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점화지연시간이 증가하였고, 압축온도가 높

아질수록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Fig. 
3(d)에 나타난 것처럼 압축온도 1000K에서는 에

탄올 연료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화지연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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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ignition delay time with changing mole fraction of ethanol fuel in the blended fuel at E.R = 1.0, 
21% O  condition and compressed temperature at (a) 650K, (b) 750K, (c) 900K and (d) 1000K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부 고온 

영역에서는 에탄올 연료의 특성으로 반응성이 크

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에탄올이 점화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에탄올 비율에 따른 저온 연소 반응에서 노

말데케인 연료의 산화과정 중 발생하는 OH 화학

종과 온도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Fig. 
4에는 각 조건에서 노말데케인의 소모율과 반응

과정 중 발생하는 OH 라디칼의 농도와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4(a)는 각각 100% 노말

데케인, (b)는 노말데케인 75% 에탄올 25%, (c)는 

노말데케인 50% 에탄올 50%, (d)는 노말데케인 

25% 에탄올 75%를 적용한 조건을 나타낸다. 노
말데케인/에탄올 혼합연료는 저온 연쇄반응에 의

해서 OH라디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OH라

디칼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1차 점화가 일어나

고 주점화로 이어진다. 에탄올이 차지하는 비율

이 증가할수록 OH화학종의 생성이 줄어들고 1차 

점화가 나타나는 시점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도상승 

또한 에탄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1차 점화 시점

에서 감소하였다. 그 결과로 에탄올의 비율이 증

가함으로 인해 1차 점화지연시간이 증가하고 주

점화 시간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높은 옥

탄가를 가지는 에탄올의 특성에 의해 나타난다. 
Haas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위 결과의  원인을 에

탄올의 약한 저온 산화 반응특성 때문으로 보고

하고 있다.(11) 반면에 Fig. 3(d)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압축온도가 일부 높은 영역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원인은 노말부탄/알코올 혼합연료

를 사용하여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에탄올 연료내의 -OH기의 영향

으로 인해 일부 고온영역에서 강한 산화반응이 

나타나 반응성이 증대된다고 보고하였다.(11,12)

3.2 산소농도 변화에 의한 영향

Fig. 5는 노말데케인/에탄올 혼합연료의 산소농

도 변화에 따른 점화지연시간을 계산한 결과이

다. 당량비 1.0, 압축압력 15atm, 노말데케인/에탄

올의 연료 조성비는 5:5로 조절하였다. 산소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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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H radicals mole fraction and temperature with time at 750K. (a) neat n-decane, (b) n-decane 75%/ 
ethanol 25%, (c) n-decane 50%/ ethanol 50%, and (d) n-decane 25%/ ethanol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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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in ignition delay times with changing 
oxygen concentration at E.R=1.0, P=15 atm 
(n-decane/ethanol blended fuels)

는 0%, 18.9%, 16.8%, 14.7%로 변화시키며 점화

지연시간을 계산하였다. 압축온도는 600-1000K까

지 50K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점화지연시간을 

계산하였다.
결과는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혼합연료

의 산소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점화지연시

간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체 점화지연시간에 

산소농도가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저온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노말데케인의 

중간화학종에 대한 농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6은 저온 연소 반응에서 노말데케인이 소

모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간화학종들의 생성량 및 

소모량을 나타낸다. 본 그래프에 나타낸 화학종

들은 노말데케인의 연쇄 분지 반응에 해당하는 

화학종들로서 2.3절에서 나타낸 R1~R5 반응을 대

표하는 라디칼이다. 이러한 중간화학종들이 저온 

연쇄반응을 거치며 점화를 야기 시키는 OH라디

칼을 생성하게 된다. Fig. 6(a)는 산소농도가 21%, 
(b)는 산소농도가 14.7%일 때의 시간에 따른 중

간화학종의 농도를 나타낸다.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혼합연료의 산소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노말데케인의 중간화학종의 농도 증가율이 낮아

졌다. 위 라디칼들이 특정 수준의 농도에 도달하

면 중간화학종이 소모되며 1차 점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소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중간화학종의 

농도 증가가 낮아지고 라디칼이 소모되는 시점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차 점화와 이어서 나

타나는 주점화시간이 지연되었다. 
마찬가지로 위 화학종들이 연쇄 분지 반응을 

일으킴에 따라 발생하는 OH라디칼의 농도를 조

사하기 위해 OH화학종의 계산과 점화 시점에서

의 온도 변화를 계산하였다. Fig. 7은 산소농도 

변화에 따른 OH라디칼들의 농도와 연소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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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uted consumption of n-decane and 
intermediate radical concentrations for (a) O2 
concentration=21% and (b) O2 concentration= 
14.7%, E.R=1.0, P=15 atm and T=750K

Fig. 7 Computed mole fraction of OH radical and 
temperature for (a) O2 concentration=21% 
and (b) O2 concentration=14.7%, E.R=1.0, 
P=15 atm and T=750K. 

Fig. 8 Lumped kinetic scheme of n-decane at E.R= 
1.0, P=15 atm and T=750K

서의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7(a)는 산소

농도가 21%인 조건, (b)는 산소농도가 14.7%일 

때의 조건을 나타낸다. 계산 결과로서 산소농도

가 낮아질 때에 1차 점화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OH 라디칼의 농도 증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소 과정 중 온도에 관하여 분석한 결

과로 1차 점화 시점에서 산소농도가 21%일 경우

에는 159K, 산소농도가 14.7%일 경우에는 115K
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1차 점

화와 주점화에 소요되는 시간 모두 증가하였고, 
중간화학종의 분석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산소농도 변화가 저온 영역에서 혼합

연료의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산소농도에 따른 혼합연료의 반응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8은 노말데케인의 저온 영역에

서의 반영 경로를 나타낸다. 
Fig. 9는 산소농도가 변화함에 따라 Fig. 8에 나

타난 각 반응에서의 반응성을 나타낸다. Fig. 9을 

통하여 산소농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저온 연소 

반응의 반응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 결과로 인하여 산소농도가 감소

함에 따라서 노말데케인의 연쇄분지반응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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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activity of n-decane/ethanol blended fuel in reaction pathways at 750K

성되는 중간화학종의 농도는 낮아지게 된다. 결
과적으로 점화 시점에서 감소한 OH 라디칼 농도

와 온도로 인하여 1차 점화지연, 전체 점화지연

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혼합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가스가 

연소실 내에서 혼합연료의 열부하로 작용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질소는 연소실 내 온도상승을 낮

추고 중간화학종들의 생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질소 가스는 자체적으로 높은 비열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질소의 특성 또한 온도 

상승이 낮아지는 것의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최
종적으로 높은 배기가스 재순환을 모사하기 위하

여 산소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노말데케인의 반응

경로를 계산한 결과, 산소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연쇄 분지 반응을 일으키는 중간화학종의 반응성

이 낮아졌고, 이로 인하여 Fig. 6, Fig 7에서도 확

인 할 수 있듯이 1차 점화지연시간과 전체 점화

지연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HCCI엔진을 모사한 연소조건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인 에탄올과 디젤연료의 주성

분이 되는 노말데케인을 혼합한 혼합연료의 점화

지연시간에 대한 계산과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화학종 농도, 온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치

해석 결과 혼합연료의 연소특성 변화에 있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말데케인/에탄올 혼합연료 내 에탄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에탄올의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점화지연시간이 증가하였고, 압축온도 950K 
이상인 일부 영역에서는 반응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착화지연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2) 연소실 내의 질소희석을 통해 산소농도를 

조절하며, 산소농도의 변화가 혼합연료의 점화지

연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산소농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1차 점화와 전체 점화지연시간

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혼합비율 변화와 산소농도 변화가 점화지연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화학종의 농도와 온도 

계산을 통해 분석하였다. 저온영역에서 에탄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에탄올의 높은 옥탄가로 

인하여 중간화학종의 농도 증가가 지연되는 것을 

계산을 통해 확인하였고, 온도 상승 또한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차 점화 및 주점화

지연시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산소농도의 영

향으로는 산소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중간화학종

과 OH 라디칼의 농도 증가가 감소하였고, 점화 

시점에서 온도상승 또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결과적으로 산소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1차 

점화와 전체 점화지연시간이 증가하였다. 연소실 

내에서 질소가 열부하로 작용하고, 질소의 높은 

비열로 인해 연소 과정 중 온도상승 감소가 반응

성을 저감시켜 점화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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