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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료별 바이오디젤 연료의 품질 특성 및 시험방법에

따른 저온성능 비교 연구

이민호*․인정민․전철환․임의순․김재권․정충섭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센터

1. 서론

최근 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석유자원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등의 환경적인 문제에 힘입어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

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많은 해악을 일으키는 중

요한 인자 중의 하나는 자동차이다. 이러한 자동차는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및 에

너지 고갈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로 국내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이오디젤이다. 바이오디젤이란, 식물

성 기름, 동물성 지방, 폐식용유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촉매존재 하에 알콜과

반응시켜 생성하는 에스테르화 기름을 말하며, 경유와 물성이 유사하여, 경유를

대체 또는 혼합하여 압축착화 디젤엔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엔진의 개조가

전혀 불필요하고 경유에 소량 혼합 사용하는 경우 기존 주유소 인프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디젤엔진의 장점인 고효율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오디젤의 가장 큰 단점은 겨울철 시동의 악화 등 차량 트

러블과 바이오디젤의 장기보관 시의 산화안정성 저하가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하여 현재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3,4)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시동악화 문제에 대한 특성 확인 및 규명을 위하여 국

내에서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원료에 따른 다양한 유종을 가지

고 저온특성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고, 이러한 결과를 일본에서 발표된 결과
5)
와

비교를 통하여 향후 바이오디젤의 혼합율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원료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바이오디젤 혼합율 증가에 따른 차량의

저온 운전성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용 차량

바이오디젤의 유종에 따른 저온 시동 및 운정성 시험을 위하여 사용한 차량은

국내에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젤승용차 차량과 화물차중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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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1은

국내에서 시험한 시험차량과 일본에서 시험한 차량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배

기량이나 적용 배출가스 규제 값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큰 차

이점은 연료필터 가열 장치와 필터 재질에 있다.

[표 1] 저온시험용 차량 제원

Type
Korea Japan

Vehicle A Vehicle B Vehicle C Vehicle D

Fuel supply type CRDi ← ← ←

Displacement (cc) 1,600 2,500 4,800 3,000

Emissions Regulation Korea 2006 ← Japan 2003 Japan 2005

Rail pressure 1,600 bar 1,350 bar - -

Fuel return system Equipped Equipped N/A Equipped

Fuel filter heater Equipped Equipped N/A N/A

Fuel filter mesh size 4 μm 3～ 5 μm 150 μm ←

Fuel filter material cellulose+PBT 부직포 wire mesh

2.2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

시험연료의 저온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저온환경 챔버와 저온용 차대동력계

장비를 사용하였다. 저온환경 챔버는 고·저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로 -40℃에

서 60℃까지 시험할 수 있다. 또한 차대동력계는 single roll로 125 ps, 최대속도

160 km/h, 최대부하 3,000 kg을 가지고 있고, 일본 시험시설도 유사한 사양의 설

비이다. 이러한 시험장치의 전체 개략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차대동력계 시스템 계략도

저온시험 방법이 국내에는 아직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공동체협의회

CEC의 시험방법인 CEC-M-11-T-91 (Cold Weather Performance Test Procedure

for Diesel Vehicles)을 이용하여 시험하였고, 일본에서는 JPI (Japan Petroleum

Institute) test method를 사용하였다. 먼저, CEC 시험방법은 차량점검 및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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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연료교환, 기타 배터리 충전 및 차대동력계 Coast-down 등의 시험 준비가

끝난 후 2시간 동안 융점(Cloud point)보다 5℃ 높은 온도에서 차량을 안정화 시

킨 후 12시간에 걸쳐 목표 온도까지 선형적으로 온도를 강하한 후 다시 목표온

도에서 4시간 동안 차량을 안정화시켜 주게 되고, 전 과정동안 블로어를 20 km/h

로 불어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차량 시동성 및 운전성을 surging,

misfire, pedal adjust, 차속감소 현상 등을 평가하여 판단하게 된다. 일본의 시험

방법은 운점보다 5℃ 높은 온도에서 1시간 안정화시킨 후 목표온도까지 시간당

1℃ 강하시키고 목표온도에서 1시간 안정 후 시험하게 된다. 시험방법과의 차이

는 온도유지와 강하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지만 유사한 시험방법 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목표온도는 국내의 경우 -16 ℃ (자동차용 경유 저온필터막힘점 품

질기준)와 -20℃ (겨울철 최저평균 기온 기준)로 설정하여 시험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각각의 연료에 대한 CFPP를 reference 온도로 설정하고 이 온도에서 온

도를 1℃ 상승, 하강시켜가며 저온특성을 시험하였다.

3. 시험결과

3.1 연료물성 시험 결과

바이오디젤 원료에 따른 품질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GC를 이용하여 FAME

분포를 살펴보았다. FAME 분포는 대두유 바이오디젤과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의

경우 linoleic acid methyl ester (C18:2)의 함량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유채

유 바이오디젤은 oleic acid methyl ester (C18:1) 함량이 가장 많으며, 면실유는

linoleic acid methyl ester (C18:2) 및 palmitic acid methyl ester (C16:0) 함량이

많으며, 팜유는 palmitic acid methyl ester (C16:0)의 함량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바이오디젤의 FAME 분포는 저온 및 산화특성 등과 같은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이중결합이 많은 FAME로 구성된 바이오디젤은 저온

필터막힘점과 같은 저온 특성이 뛰어난 반면 산화안정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포

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함량이 많은 바이오디젤

은 산화안정성이 우수한 반면 저온특성이 열악한 특성을 나타낸다. 유채유는 필

터막힘점이 -11℃로 가장 우수한 저온특성을 나타내었고, 팜유는 10℃ 이상으로

저온특성이 떨어지는 반면 산화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가진다.

그림 2는 원료별 바이오디젤 함량에 따른 저온필터막힘점 (CFPP, Cold Filter

Plugging Point)
6)
과 유동점 (Pout Point)

7)
변화를 국내와 일본에서 시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국내의 결과를 살펴보면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 (BD20)의

FAME 함량은 겨울용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기준으로 10 부피%

이며, 이 경우에 유동점은 -17.5℃ 이하, 저온필터막힘점은 -16 ℃ 이하이지만,

팜유 BD10의 경우 유동점이 -12.5℃, 저온필터막힘점이 -15℃로 분석되어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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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 시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팜유가 가장 저온특성이 떨어지고, 자트로파, 면실유, 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의 순으로 저온특성이 좋음을 알 수 있다.

(a) 저온필터막힘점과 유동점 (국내) (6개 유종)
(Base Oil → CFPP : -33℃, Pour point : -40℃)

(b) 저온필터막힘점과 유동점 (일본) (5개 유종)
(Base Oil → CFPP : -17 ℃, Pour point : -17.5℃)

[그림 2] 바이오디젤 함유량에 따른 저온필터막힘점과 유동점

3.2 차량 저온성능 시험 결과

[그림 3] 저온시동 및 주행성능 평가 결과 (예)
(소형화물자동차, -16 ℃, 대두유 B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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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저온시동 및 주행성능 시험결과이다. 시동성능 평가는 30초 동안 시

동키를 작동시키고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3회까지 시도하였다. 시동시간은 배터

리 전류가 0이 되는 지점을 시동이 걸린 시간으로 하였다. 이때 시동키를 start

위치에 오랜 시간 잡고 있더라도 over running clutch가 있어 스타트 모터 기어

를 훼손하지 않는다. 또한 Rising time은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2000rpm을 유지

하는 시간이다. 주행성 시험은 승용차의 경우 60 km/h의 속도로 3분 동안 예비주

행을 한 후 120 km/h의 속도로 30분 동안 주행하였으며, 화물자동차는 시동안정

이 되면 바로 80 km/h의 속도로 30분 동안 주행하였다. 이때 주행성 시험의 주요

관점은 surging (울컥거림), misfire (노킹 현상), pedal adjust (속도를 유지하기 위

해 페달을 조작하는 행위)와 운전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속이 줄어드는 현상을

분 단위로 기록하여 계산식에 의하여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표 2] 차량별 저온시동 및 주행성능 평가 결과

(a) 차량 A, B

(b) 차량 C
5)

(c) 차량 D
5)

표 2는 각각의 시험차량에 대한 저온시동 및 주행성능 시험결과를 Good / Poor

(Fail)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국내 승용자동차의 경우 원료별 BD5에 대하여

-20℃에서 모두 시동 및 주행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서 -16 ℃에서의 시험은

실행하지 않았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대두유, 폐식용유, 유채유 및 자트로파유에

대해서는 BD10, BD20에 대하여 시동 및 주행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

실유의 경우 BD20에 대하여 -20℃에서 2회 시동에 성공하였으나 주행 시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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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후에 시동이 정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팜유의 경우 BD10에 대해서는 -20

℃에서 시동이 실패하였고, BD20은 -16 ℃에서 시동이 실패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일본의 결과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저온 시동 및 주행 성능은 코코넛,

유채유, 대두유, 폐식용유, 팜유의 순으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CFPP와 유동점이 저온 시동 및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CFPP 이하에서는 저온시동 및 주행성능이 현

저히 감소하고 있었으나, CFPP가 시험온도보다 다소 높더라도 저온 시동 및 주

행 결과가 양호 (-16 ℃의 경우 면실유 BD20, 팜유 BD10, 자트로파 BD20, -20℃

의 경우 자트로파유 BD20)하게 나온 결과도 가졌다.

(a) 팜유 (b) 유채유, 대두유
[그림 4] 팜유 및 유채유, 대두유의 왁스 생성5)

그림 4는 일본에서 바이오디젤의 온도 하강에 따른 왁스 크기 및 양의 증가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온도가 낮아지면 바이오디젤연료유 중에 융점이 높은

왁스성분이 처음 석출되기 시작하는데 이 온도를 융점 (Cloud point, CP)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체 상태로 석출되는 왁스분이 점차 증가하면 엔진내부의 필터를

막아 연료공급이 중단되어 엔진이 정지하는 악영향을 주게 된다. 원료별 왁스의

크기와 양의 결과를 살펴보면, 팜유는 -8 ℃와 -9℃에서 급격히 크기 및 양이 증

가를 하여, 차량의 필터사이즈인 150 μm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유채유와

대두유는 온도가 하강하여도 사이즈 및 양의 증가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서도 팜유보다는 유채유와 대두유가 저온시동 및 주행성능이 좋은 연

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1. 바이오디젤의 FAME 분포는 저온 및 산화특성 등과 같은 품질에 영향을 미친

다. 일반적으로 이중결합이 많은 FAME로 구성된 바이오디젤은 저온필터막힘

점과 같은 저온 특성이 뛰어난 반면 산화안정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포화 (이

중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함량이 많은 바이오디젤은

산화안정성이 우수한 반면 저온특성이 열악한 특성을 나타낸다. 다양한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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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의 품질특성을 살펴보면, 유채유가 가장 저온 특성 및

산화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팜유는 산화안정성은 우수하나, 저온 특

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원료별 바이오디젤 함량에 따른 바이오디젤연료유의 저온필터막힘점 (CFPP)과

유동점 특성이 저온에서의 시동성과 주행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국내와 일본의 결과에서 모두 일치하는 경

향을 가진다.

① 승용차의 경우 -20℃에서 원료별 BD5 모두 시동 및 주행성이 양호함

② 화물자동차의 경우 대두유, 폐식용유, 유채유 및 자트로파유에 대해서는

BD10, BD20 모두 시동 및 주행성능이 양호하지만, 면실유의 경우 BD20

에 대하여 -20℃에서 2회에 시동에 성공하였으나 주행 시험에서 8분후에

시동이 정지함

③ 화물자동차의 경우 팜유 BD10에 대해서는 -20℃에서 시동이 실패하였고,

BD20은 -16 ℃에서 시동이 실패함

3. 온도가 낮아지면 연료 중에 융점이 높은 왁스성분이 처음 석출되기 시작하여

그 크기 및 양이 성장하는데, 팜유는 -8 ℃와 -9℃에서 급격히 크기 및 양이

증가를 하여, 차량의 필터사이즈인 150 μm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유채

유와 대두유는 온도가 하강하여도 사이즈 및 양의 증가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왁스 크기성장 및 양 증가 결과를 통해서도 팜유보다는 유채유와 대두

유가 저온시동 및 주행성능이 좋은 연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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