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산업혁명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석유이다. 석유로부터 다른 에너지로의 전

환과정은 연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하여 지구온난화를 야기할 뿐 아

니라 질산화합물(NOx)과 매연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

한 대책으로 다양한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으나,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 도는 효율이 기존의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원자력 에너지와 같이 

후처리비용과 안전성 문제로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

하지는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산업 또

는 개인의 운송에 사용되는 수단의 경우에는 그 사용

빈도 및 시스템의 수를 줄이기 쉽지 않고 앞으로도 늘

어날 전망이다. 일부 대체 에너지로 전기자동차를 개

발⋅보급에 노력중이지만 전기를 생산, 송전, 충전하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화석연료의 사용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 엔진 등의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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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gasoline/ethanol fuel were investigated both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for vehicle fire safety. The numerical simulation was 
performed on the well-stirred reactor (WSR) to simulate the homogeneous gasoline 
engine and to clarify the effect of ethanol addition in the gasoline fuel. The simulating 
cases with three independent variables, i.e. ethanol mole fraction, equivalence ratio and 
residence time, were designed to predict and optimized systematically based on the 
response surface method (RSM). The results of stoichiometric gasoline surrogate show 
that the auto-ignition temperature increases but NOx yields decrease with increasing 
ethanol mole fraction. This implies that the bioethanol added gasoline is an eco-friendly 
fuel on engine running condition. However, unburned hydrocarbon is increased 
dramatically with increasing ethanol content, which results from the incomplete 
combustion and hence need to adjust combustion itself rather than an after-treatment 
system. For more tangible understanding of gasoline/ethanol fuel on pollutant emissions, 
experimental measurements of combustion products were performed in 
gasoline/ethanol pool fires in the cup burner. The results show that soot yield by 
gravimetric sampling was decreased dramatically as ethanol was added, but NOx 
emission was almost comparable regardless of ethanol mole fraction. For soot 
morphology by TEM sampling, the incipient soot such as a liquid like PAHs was observed 
clearly on the soot of higher ethanol containing gasoline, and the soot might be matured 
under the undiluted gasolin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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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직접적으

로 대체하기 위하여 바이오에너지가 제시되었고, 최종

적으로 바이오에탄올 또는 바이오 디젤 등을 생산하여 

휘발유 또는 경유에 섞어 사용하는 것을 많은 나라에

서 법제화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을 희석한 화석연료를 수송수단에 사

용할 경우 연료의 특성이 바뀌면서 토크와 같은 엔진 

성능의 변화뿐 아니라 화재 등과 같은 시스템 자체의 

직⋅간접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화

재의 경우에는 탑승자의 질식사고 및 화상 등에 의한 

인적피해 뿐 아니라 교통정체 및 환경오염과 같은 물

적 또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자동차 시스

템의 자체 화재는 주로 자동차 엔진과 관련하여 주로 

연료계통의 누설 뿐 아니라 배기계통을 통한 고온가스

의 열전달 특성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

근에는 NOx와 매연과 같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가 

확대되어 배기계통에 다양한 후처리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설비들이 특히 화재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

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엔진연소에서 화재현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발화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료에 

따른 반응 온도 및 오염물질 배기가스의 배출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에탄올/가솔린 혼합연료에 대해서 연소특성의 주요 결

과물인 배기물질의 농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실

제 연소시스템인 엔진에서 실험되었다1-4). 연구결과로서 

에탄올 함량의 증가는 혼합연료의 기화열(heat of 

vaporization)의 증가로 낮은 연소온도, 높은 자연발화 온

도 및 옥탄가(octane number)를 얻을 수 있었다1). 또한 

중요 연소생성물 중 매연의 생성은 에탄올 함량과 반비

례하는 데 중간 생성물인 PAH의 생성이 저하되기 때문

으로 판단하고2), NOx의 값은 연료의 영향보다는 엔진회

전수에 따라 에탄올 함량의 효과가 상반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3,4).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는 많은 시스템적 

변수에 의해 좌우되므로 그 특성의 원인이나 이해를 목

적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파라미터 연구가 가능하도록 

수치해석기반 모델링을 수행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탄올을 첨가한 가솔린 혼합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엔진의 연소특성에 따른 오염물질 배

출특성을 조사하여 연료 및 배기 계통의 화재를 예방

할 수 있는 설계 자료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화학적 반응로인 WSR(well stirred reactor)를 이용

하여 혼합연료의 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수치해석 방법

으로 모델링하였고, 그 결과를 목적에 따라 일반화하

고 최적화하기 위해 실험계획법인 반응표면법(response 

surface method, RSM)을 적용하였다. 또한 계산되어진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솔린/에탄올 혼합연료의 풀화

재 실험을 수행하였고 매연생성의 결과를 수치해석과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2.1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수치해석

반응표면법은 가장 경제적으로 실험하여 원하는 결과

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 

DOE)의 한 종류이다5). 일반적으로 실험계획법의 주요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6). 첫 번째는 어떤 

요인이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영향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 큰가를 알아내기 위하

여 사용되고, 두 번째로는 작은 영향밖에 미치지 못하

는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으

며 측정오차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사용

되며, 마지막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어떠한 조건을 가질 때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DOE를 수치해석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획된 실

험조건에서의 실험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

으로 통계적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에탄올/가솔린 연소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DOE는 RSM의 중심합성

법(central composite design, CCD)이고, 3개의 독립변수

인 에탄올 몰분율, 당량비(equivalence ratio), 그리고 체

류시간(residence time)을 선정하여 Table 1과 같이 변수

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내연기관에서의 연소는 에탄올/가솔린 혼합기가 실린

더 안에 채워진 후 압축된 정상상태를 가정하여 모사하

였다. 실제 엔진작동 조건에 근거하여 WSR의 체적은 

2,000 cm2로 하였고, 체류시간은 0.0055 s로 설정하였는

데 이 시간은 일반적인 4행정 엔진의 2,500 rpm에 해당한

다. 연료로는 휘발유 모사연료(gasoline surrogates)에 에

탄올을 10%에서 20%까지 혼합하여 조사하였고, 연료와 

산화제의 예혼합 비율인 당량비는 실제 자동차의 공연비

인 완전혼합 경우를 중심으로 전후 범위를 사용하였다. 

중심합성법의 3가지 변수의 조건과 그 범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기 초기온도는 상온인

Table 1. Actual values of the variables for the coded values

Variables -1 0 +1

Ethanol mole fraction, x1 0.1 0.15 0.2

Equivalence ratio, x2 0.95 1.0 1.05

Residence time, x3(sec) 0.0035 0.0055 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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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로 설정하였고, 연소로에서의 연소압력은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의 실린더압력 범위인 15 atm을 사용하였다. 

WSR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연소수치해석 프로그램인 

CHEMKIN의 PSR을 이용하였고7), 화학반응은 가솔린의 

모사연료에 에탄올 반응을 추가하여 검증한 자세한 화학

반응식을 사용하였다8). 이 화학반응식은 56개의 화학종

과 871개의 기본반응(elementary rea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풀화재 실험 방법 및 조건

Fig. 1에 가솔린/에탄올 혼합연료의 풀화재 실험 장

치 개략도를 도시하였다. 직경 4.0 cm의 컵버너에 순

도 99.9%의 무수 에탄올과 시중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를 조건에 따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에탄올/

휘발유 혼합연료는 Table 2와 같이 4개의 부피비 혼합

조건과 각 조건에서 2번의 반복실험으로 총 8회에 걸

쳐 실험하였다. 본 실험의 사용된 희석 비율은 순수 

휘발유와 에탄올/휘발유의 희석연료 연소특성의 차이

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운용중인 실제 가솔린/에탄올 혼합비율

(E10~E20)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료의 액위는 노

즐의 최상단으로 조정하였고, 레벨링 잭(leveling jack)

으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경계조건을 동일하게 

하였다.

Fig. 1. Schematic of pool fire experiments.

Table 2. Gasoline/ethanol mixed mole fraction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s

Cases Xgasoline Xethanol

1 100 0

2 90 10

3 80 20

4 50 50

풀화재의 연소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조사하기 위

해 사용한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연소 중에 생성되는 

NOx, CO, CO2, UHC(unburned hydrocarbon)과 같은 다

양한 연소가스는 실시간으로 샘플링 프루브를 통해 가

스농도 계측기로 농도를 계측하였다. 또한 연소 중생성

되는 매연의 양과 형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터

포집시스템을 통해 매연을 필터에 포집하였고 포집 전

후의 무게를 비교하는 중량법(gravimetric method)을 통

해 매연의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이 때 매연의 무게는 

실험 오차를 고려하여 2회 실험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노즐과 연료의 계면 가열방지와 매연 필터의 용량을 고

려해 실험시간을 45초로 정하였다. 중량법을 통한 매연

특성은 생성량만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매연자체의 자

세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에탄올 함량에 따른 매연

의 형상을 조사하기 위해 전자투과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그리드에 입자를 포집하여 

이미지를 얻고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수치해석을 WSR에서 수행하여 가솔린/에탄올 혼합

연료의 연소특성 및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조사하였

고, 실험조건은 보다 효율적이고 최적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RSM을 통해 실험계획을 하였다. 중심합성법으

로 설계된 Table 1의 3개의 변수는 모두 15개의 실험조

건이 요구되고 각 조건에서 얻은 수치해석의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9,10). Table 3에서 은 혼합연료 

Table 3. Calculated response values for WSR

No X1 X2 X3
Temp.

(K)
NOx, 15%O2 

(ppm)
C16H10

(ppm*1016)

1 0.2 1.05 3.5 2348.0 136.1 48.39

2 0.1 0.95 7.5 2306.0 342.6 82.06

3 0.15 1 5.5 2347.7 252.8 5.94

4 0.1 1.05 3.5 2350.7 138.9 46.29

5 0.15 0.92 5.5 2259.6 265.5 17.08

6 0.2 1.05 7.5 2354.3 157.4 9.78

7 0.15 1 2.14 2335.1 182.0 50.80

8 0.1 0.95 3.5 2299.3 242.1 24.34

9 0.15 1.08 5.5 2336.7 101.1 70.72

10 0.2 0.95 3.5 2297.0 237.3 23.29

11 0.15 1 8.86 2351.3 303.1 18.56

12 0.2 0.95 7.5 2303.6 336.3 38.52

13 0.066 1 5.5 2327.1 214.9 10.75

14 0.1 1.05 7.5 2357.1 160.7 9.60

15 0.234 1 5.5 2345.7 249.1 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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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에탄올의 몰분율, 는 당량비, 그리고 은 체류시

간(ms)을 각각 의미하고, 계산된 다양한 연소물성치 중

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응온도, NOx 농도 그리고 매연

의 전구물질로 알려져 있는 파이렌(pyrene)의 농도를 

함께 표에 나타내었다.

연소반응에 의해서 WSR의 온도 또는 반응 후 생성

물의 온도를 얻을 수 있었고, MINITAB을 이용하여 이 

연소온도에 대한 2차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

미한 한 변수들의 결과를 얻었다11). 이 경우 R2 값은 

98.2% 그리고 조정 R2 값은 96.9%으로서 신뢰할 만한 

근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식 (1)과 같다.

   


 
 



(1)

식 (1)의 결과로서 3개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가중분석이나 등고선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먼

저혼합물의 당량비에 대해서 온도가 가장 큰 의존도를 

보이는데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WSR　온도가 증가

한다. 상대적으로 체류시간과 에탄올 몰분율은 온도에 

대해 큰 의존도를 보이지 않고, 0.15의 에탄올 몰분율

과 체류시간 0.008초 부근에서 온도의 최대값을 얻을 

수 있다. 당량비의 경우 1.04 부근인 연료과잉 조건에

서 온도의 최대값이 발생하며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온도에 관한 식(1)의 정확성을 판별

하기 위해 계산된 값과 예측 식을 이용해 얻은 값을 비

교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X)

은 Table 3의 각 조건에서 수치해석을 통해 계산된 값

이며 세로축(Y)은 식 (1)에서 얻은 같은 조건에서의 

Fig. 2. The actual and predicted plot for temperature (K).

예측값이므로  직선에 가까이 존재할수록 식 (1)

의 예측이 정확함을 의미한다. Fig. 2에서 보듯이 모든 

조건에서 직선상에 분포되어 있어 RSM을 통한 예측식

이 적절히 얻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의 WSR 온도는 가솔린/에탄올 혼합물의 반응

에 대한 연소상태를 대표하는 물리량이었고, 이 연소 

에 의해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이 생성된다. 본 연구에

서는 현재 자동차 배기가스의 측정 화학종인 NOx와 

매연을 대표적 오염물질로 선택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고찰하였다.

질소산화물 농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R2 값은 

97.1% 그리고 조정 R2 값으로 94.9%를 얻었고, 생성된 

NOx의 농도(ppm)는 식 (2)에 나타내었다.

   


 
 

 (2)

생성된 NOx의 농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주는 독립

변수는 당량비로서 1.04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그 이상

의 당량비인 연료과잉의 경우에는 단조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NOx의 농도를 최대로 하는 에탄올 

몰분율은 대략 0.15이었고,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질

소산화물의 생성량이 증가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질소산화물이 생성되는 

화학반응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서 생성량이 많아지

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NOx의 농도는 WSR 온도

의 경우와 닮은 형태를 가져 독립변수들의 역할이 유

사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NOx의 생성이 전

적으로 열적 기구(mechanism)인 Zeldovich 기구에 의해 

의존함을 나타낸다. 즉, 온도의 상승이 지수함수적인 

NOx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솔린/에탄올 희석연료의 연소에서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매연의 감소로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

올과 같이 OH기가 있는 탄화수소연료의 연소에서는 매

연의 생성이 크게 저하됨이 잘 알려져 있다11). 수치해석

의 연구에서는 탄화수소연료로부터 고체입자인 매연의 

생성하는 모델링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연양을 예

측할 수 있는 화학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매연의 

전구물질인 PAH(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중에 

초기입자의 생성을 대표하는 파이렌 (Pyrene, C16H10)을 

선정하여 매연생성을 나타내었다12,13).

WSR의 계산 결과로서의 파이렌의 값의 단위는 몰

분율로서 그 값이 매우 작아 Minitab에서 회귀분석으로 

얻은 계수가 표시되지 않아 1016을 곱함으로서 값을 대

칭이동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R2 값이 60.8.%로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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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정확하였고, 유의하지 않은 항을 제외하여도 큼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회귀분석이 유의하

지 않고 결론적으로 회귀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었다. 이러한 원인은 변수들에 대한 파이렌 농도의 변

화가 너무 커서 이러한 변수를 2차 다항식으로는 적절

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특정 조건에서 최

소값은 약 5.98 그리고 최대값은 약 82.06 으로 약 15

배 값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산 결과에 로그를 취하여 값의 차이를 

줄인 후 분석하여 보았다9). 그 결과 R2 값을 71.4%로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얻은 파이렌의 농도를 식 (3)에 

나타내었다.

 ×
 

  


 
 



  

(3)

식 (3)의 R2 값 자체가 높지 않고 각 항들의 P-value

가 높았기 때문에 값의 신뢰도 자체는 앞에서 구한 다

른 변수들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하지만 로그 변환을 

통해 향상된 식 (3)과 실제 계산 결과의 비교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다른 식들에 비하여  직선에 많

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해석을 통하여 얻은 파이렌의 농도는 간접적으

로 매연의 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매연의 생성

기구는 매우 복잡하므로 계산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솔린/에탄올 연료의 풀

화재를 이용하여 앞의 3가지 변수 중 에탄올의 몰 비에 

따른 매연 생성을 실험하였다. 중량법을 통한 매연

Fig. 3. The actual and predicted plot for pyrene (ppm×10-16).

Table 4. Gravimetric analysis of gasoline/ethanol soot with 
respect to the ethanol volume fraction

Cases Filter weight (g)
Sampled filter 

weight (g) Soot weight (mg)

Case1 0.1221 0.1234 1.3

Case2 0.1233 0.1236 0.3

Case3 0.1226 0.1227 0.1

Case4 0.1211 0.1211 0.0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4. The TEM images of gasoline/ethanol soot.

생성량 시험을 Table 2의 조건에서 수행하였고 그 결과

를 Table 4에 나타내었는데 이 때 포집 전후의 매연 무

게는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솔린과 에탄

올을 같은 부피비로 섞은 Case 4에서는 매연이실제 발

생하였으나 그 양이 너무 작아 무게에 측정되지 않았

다. 실험 결과 Case 2의 에탄올 함량은 부피 비 10%밖

에 되지 않지만 Case 1에 비해 매연의 양이 급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에탄올의 첨가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매연 발생량이 감소하였다.

Fig. 4에는 Table 2의 가솔린/에탄올 혼합 비율 조건에 

따라 풀화재 연소 후 하류에서 포집한 매연을 전자현미

경으로 촬영한 TEM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 사진들을 

통해 에탄올의 몰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매연 입자의 크기와 사슬구조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14,15). 에탄올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연의 주

입자(primary particle)의 크기는 감소하고 사슬구조의 성

장은 전체적으로 에탄올 물분율과 상관없이 잘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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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매연의 특성을 살펴보면 

에탄올 비율이 가장 높은 case 4의 경우에 경계면의 모양

이 일정하지 않고 투과적(transparent)이며 주입자의 크

기가 10 nm 내외인 것으로 보아 완전히 매연으로 성장

하지 않은 초기매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

은 향후 매연 후처리장치에 사용되는 GPF 시스템 설계

에서 필터의 공극크기 및 연소온도 등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대체연료 연소시스템에서 화재와 같은 안전을 위한 

설계 기초자료로서 가솔린/에탄올 혼합연료의 연소특

성에 따른 배기 오염물질 특성을 WSR 수치해석으로 

모델링하였고, 반응표면법을 도입하여 결과의 수식화 

및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수치해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연발생특성을 에탄올/가솔린 풀화

재로 실험하여 수치해석 결과를 보충하였다. 이 두 가

지 연구방법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솔린 모사연료를 통한 수치해석 결과에서 WSR

의 온도와 NOx의 농도는 당량비에 크게 의존하였고 2

차 다항식으로 매우 정확하게 수식화가 가능하였다. 

또한 NOx의 농도는 WSR의 농도와 독립변수에 대하여 

같은 경향성을 가지는데 이는 대부분의 NOx 생성기구

가 열적기구에 의해서 지배됨을 알 수 있다.

2) 매연의 전구물질로서 선택된 파이렌의 농도는 에

탄올 몰분율이 커질수록 작아짐을 확인하였고, 로그 

변환을 통한 수정된 2차식은 계산결과 예측을 향상시

킬 수 있었다. 

3) 풀화재 실험의 결과로서 NOx는 에탄올 몰분율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은 

풀화재의 확산화염과 같은 연소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4) 풀화재에서 포집된 매연은 에탄올을 몰분율을 증

가시킬 때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이 

경우 TEM 이미지를 통해 관찰한 매연의 형상은 높은 

에탄올 분율의 가솔린은 매연이 비정형화된 일부 액체

와 같은 특성을 보여 성숙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5) 혼합연료의 연소특성 결과는 직접적인 혼합연료

의 엔진 및 누출 화재 뿐 아니라 GPF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의 후처리장치 등의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도 기초

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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