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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엔진에서 가솔린-암모니아 혼합 연료의 연소  배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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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ustion Characteristics and Exhaust Emissions in Spark-ignition 
Engine Using Gasoline-am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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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ffect of gaseous ammonia direct injection on the engine performance and exhaust emissions in 
gasoline-ammonia dual fueled spark-ignition engine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Results show that based on the 
gasoline contribution engine power increases as the ammonia injection timing and duration is advanced and increased, 
respectively. However, as the initial amount of gasoline is increased the maximum power output contribution from 
ammonia is reduced. For gasoline-ammonia, the appropriate injection timing is found to range from 320 BTDC at low 
loads to 370 BTDC at high loads and the peak pressures are slightly lower than that for gasoline due to the slow flame 
speed of ammonia, resulting in the reduction of combustion efficiency. The brake specific energy consumption (BSEC) 
for gasoline-ammonia has little difference compared to the BSEC for gasoline only. Ammonia direct injection causes 
slight reduction of CO2 and CO for all presented loads but significantly increases HC due to the low combustion 
efficiency of ammonia. Also, ammonia direct injection results in both increased ammonia and NOx in the exhaust due 
to formation of fuel NOx and ammonia slip. 

Key words : Ammonia(암모니아), Spark ignition(불꽃 화), Exhaust emissions(배기가스), NOx(질소산화물), 
CO(일산화탄소), Alternative fuel( 체연료)

Nomenclature1)

ATDC : after top-dead-center
BMEP : brake mean effective pressure
BSEC : brake specific energy consumption
BTDC : before top-dead-center
CFR : co-operative fuel research
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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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환경 문제와 에 지 고갈에 따른 문제 해결

을 해 다양한 체연료를 연구하는 것이 요한 

상황에서 탄소배출을 일 수 있는 바이오연료와 

같이 재생가능한 체연료의 이용에 한 연구가 

각 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바이오재생
연료들을 사용하는 내연기 에 한 연구가 꾸 히 

증가되어 왔다. 한 바이오디젤과 에탄올과 같은 

통  바이오연료들을 비롯하여 도심지역에서 온

실가스의 하나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일 수 있는 

무탄소 연료에 한 연구를 진하여 왔다.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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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와 같이 탄소가 없는 연료들은 충분히 심을 
끌기에 충분하여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1-3) 그러나 수송분야에서 수소를 사용하는 것
에는 생산, 수송  장 등과 같은 다양한 기반시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모니아(NH3)는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연료

(carbon-free fuel)로서 내연기 에서 연소시 이산화

탄소를 생성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암모니아는 세
계에서 가장 잘 합성된 화합물의 하나이고 수소에 

비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장 

 배송하거나 취 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암모니아는 약 10 bar의 압력에서 상온하에서 쉽게 
액화하여 장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인 운송 연

료로서 사용가능하다. 암모니아는 고 인 Haber- 
Bosch process4)

을 이용하여 태양열, 풍력, 지열,  

해양에 지와 같은 재생원료로부터5) 는 폐열, 바
이오매스로부터6,7) 생산될 수 있다. 한 암모니아

의 가격은 에 지를 기 으로 경유의 가격과 경쟁

할 수 있어 내연기 의 체연료로서 매력 인 측

면을 갖고 있다.
암모니아는 1942년 제2차 세계 시 연료의 부

족으로 인해 벨기에(Belgium)에서 버스의 연료로 
사용한 이래,8) 1960년 에 미국 육군이 내연기 의 

체연료로서 암모니아의 이용가능성에 해 이론

  실험  연구를 수행하 었으나, 그 이후로 최
근까지 내연기  연료로서 암모니아에 한 연구가 

미진하 다.
몇몇 연구자들이 높은 옥탄가를 갖고 있는 암모

니아를 기 화엔진에 용하려고 시도하 고,9,10) 
SI 엔진에서 무수 암모니아를 연소시키기 해서는 
암모니아가 기체로 공 되어 부분 으로 나마 수소

와 질소로 분해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한 CFR엔진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서는 아이들 
조건에서는 100%의 가솔린이 요구되지만, 자연흡
기 교축상태에서는 에 지 기 으로 70%의 암모니
아와 30%의 가솔린으로도 엔진이 구동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한편 Gray 등11)은 압축착화 CFR엔진을 이용한 암

모니아 연구를 통하여, 일럿 연료로 세탄가가 53
인 경유를 사용하여 암모니아를 혼합 연소시켰을 

경우 흡기온도 150°C의 조건에서 35의 압축비가 요
구된다고 보고하 으나  다른 연구12)에서는 30 이
하의 압축비에서는 연소시킬 수 없었다고 보고하기

도 하 다. 이는 자발화 온도가 높은 암모니아가 디
젤엔진에서 직면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13)

최근 암모니아는 잠재 인 연료로서 인식되고 있

고, 련된 시범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14-17) 경제
인 에서도 암모니아는 잘 구성된 기반 시설들

을 이용하면 연료로서 이용 가능성이 충분한 실정

이나,18) 국내에서는 암모니아에 한 연구가 부분 
후처리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SCR시스템에서의 환
원제에 한 특성에 국한되어 있고,19-21) 연료로서 
암모니아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연기 의 체연료로

서 암모니아를 가솔린 기 에 용할 경우 가솔린-
암모니아 혼합 연료 연소시 암모니아의 공 량에 

따른 연소 특성을 고찰하고, 가솔린-암모니아 혼합
연소에 따른 엔진 성능  배기배출물 특성을 고찰

하고자 한다.

2. 실험 장치  방법

2.1 실험 엔진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의 연소  성능을 고찰

하기 해 연료의 연구에 문 으로 사용하는 단

기통, 수냉, 과 기 방식의 가솔린 CFR(co-operative 
fuel research) 엔진을 사용하 다. Table 1은 본 연구
에 사용된 엔진의 제원을 나타낸 것으로, 일반 인 

가솔린 엔진의 압축비를 고려하여 압축비를 10으로

Table 1 Engine specifications
Description Specification

Engine manufacturer Waukesha Motor Company
Engine model CFR-48
Bore and stroke [mm]  82.5 × 114.3
Displacement [L] 0.611
Compression ratio 10
Piston type Flat
Aspiration Supercharged
Fuel system Manifold injection
Fuel injector Bosch
Spark timing [deg BTDC] 30
Engine speed [r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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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 고, 흡입공기는 서지탱크 가압방식을 이용
하여 교축밸 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공 하 으며, Bosch형 분사펌 와 인젝터를 이용

하여 주 연료인 가솔린을 흡입행정 에 흡기 으

로 분사하 다. CFR 엔진의 회 속도와 부하는 유

도형 동력계(HDM-365, Harnischfeger Corporation, 
USA)를 이용해 1800 rpm의 일정한 속도에서 엔진
부하를 제어하고 엔진 출력을 측정하 다.

2.2 연료  연료공 시스템

2.2.1 연료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솔린과 암모니아
의 물성치를 나타낸 것이다. 암모니아는 옥탄가가 
130으로 매우 높아 높은 압축비에서도 노킹의 발생
의 억제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지만, 발열량이 
18.8 MJ/kg으로 가솔린의 발열량의 44% 정도로 낮
고, 자발화 온도가 낮아 화시키기 어려운 단 을 

갖고 있다. 한, 공연비가 6.05로 낮으며 증발잠열
일 1,371 kJ/kg으로 매우 높아 기화시에 주변 공기의 
온도 하를 래하며, 화염속도가 가솔린에 비하여 
상 으로 느린 특성을 갖고 있다.

Table 2 Properties of fuel
Fuel

Property Gasoline Ammonia

Molecule C7H17 NH3

Boiling point [°C] - -33.5
Storage temperature [°C] 25 25
Storage pressure [kPa] 101.3 1030
(Air/Fuel)s 15.29 6.05
Latent heat of vaporization [kJ/kg] 310 1370
LHV [MJ/kg] 42.5 18.8
Approximate AKI* Octane rating 87-93 130
Autoignition temperature [°C] 370 651
Flame speed [m/s] 0.58 0.015

*Anti-Knock Index, (RON+MON)/2

2.2.2 연료공 시스템

암모니아는 자발화 온도가 매우 높고 발열량이 

낮아 암모니아만 소시켜 엔진 출력을 확보하기에

는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 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암모니아의 연소특성을 고찰하기 해 암모

니아를 화시킬 수 있도록 착화연료로 가솔린을

Fig. 1 Top view of cylinder

사용하 다. 착화 연료인 가솔린을 공 하기 하

여 CFR 엔진에 장착된 가솔린 분사펌 와 Bosch형 
인젝터를 그 로 사용하 으며, 소비된 연료는 
자 울을 이용하여 측정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화 러그가 흡기 매니폴드와 90°C 각도의 
치에 설치된 CFR엔진의 구조로 인해 암모니아 인
젝터는 Fig. 1에서와 같이 화 러그와의 반 방향

에 치하도록 하 다. 따라서 가솔린의 공 방향

은 연소실내에 설치된 화 러그, 그리고 암모니
아 인젝터와 각각 90°C의 각도가 형성되었다.
암모니아는 액체 분사시 발생하는 증발 잠열로 

인해 연소실내 온도 하가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
서는 기체 분사 방식을 고려하 다. Fig. 2에서와 같
이 암모니아를 액체 상태에서 기화시키기 한 연

료통과 연료라인을 설치하고, 기체상태의 암모니아
를 1.24 MPa의 압력으로 분사하기 하여 암모니아 
연료통을 기가열기를 이용하여 약 45°C로 가열하
으며, 연료라인내의 암모니아가 액화되지 않도록 
히 테이 를 이용하여 연료라인을 가열하 다. 
한, 자 울을 이용하여 2분동안 소비된 암모니아 
무게를 측정하여 에 지소비율을 계산하 다. 암모
니아는 5 MPa의 압력까지 분사할 수 있는 암모니아  
용 기체 인젝터(parker사)를 사용하여 분사하
고, 분사시기  분사폭은 Compact-RIO real-time 
controller(NI cRIO-9022, NI instrument)를 사용하여 
제어하 다.

2.3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료의 연소
특성을 고찰하기 해 암모니아의 착화 연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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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ystem

용하는 가솔린은 CFR 엔진에 부착된 분사펌 와 

인젝터를 이용하여 8.2 MPa의 압력으로 흡기 행정 
 50°CA ATDC에서 흡기 으로 분사하 으며, 
화시기는 폭발행정  30 deg BTDC로 고정하 다.
엔진 효율이 낮은 CFR엔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솔린의 공 량은 가솔린에서 얻어진 엔진 부하를 

기 으로 설정하 으며, 기본 엔진부하(base BMEP)
를 0.65, 1.55, 2.52, 3.32 bar로 설정하고 각 기본 엔진
부하 조건에서 암모니아의 공 량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 다. 한, 암모니아 기여도가 가장 좋은 기
본 엔진부하 조건에서 최 의 암모니아 분사시기를 

용한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료의 성능 실험을 
엔진 부하 변화(1.25, 1.5, 1.75, 2, 2.25, 2.5, 2.7 bar)에 
따라 실시하 다.
암모니아 분사압력은 1.24 MPa이었으며, 암모니

아의 분사시기는 밸 오버랩이 30° 임을 감안하여 
흡기 행정  10° (폭발행정 TDC 기  370° BTDC), 
흡기행정 후 40° (폭발행정 TDC 기  320° BTDC), 
흡기 행정 후 90° (폭발행정 TDC 기  270° BTDC)
로 50° 간격으로 설정하 고, 분사 지속시간은 각 분
사시기 조건에서 10 ms, 14 ms, 18 ms, 22 ms, 26 ms 
로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린더 압력  열발생율은 실린더 헤드에 삽입

된 압력센서(Kistler 6052CU20)로부터 취득한 증폭
기(Kistler 5010)를 거쳐 DAQ 보드(NI PCI-6259)를 
통해 컴퓨터에 장한 후 분석하 다. 배기다기  2 m 
후단 배기가스 이 에 배기가스 샘 링 튜 를 

삽입하고 배기가스 분석기(DeJEYE Technologies)
를 이용하여 CO, NH3, CO2, NOx, HC 등의 배출가스
를 측정하 다. 교축밸  제어에 한계가 있는 CFR
엔진의 특성으로 개쓰로틀로 운 하 으며, 공연
비는 Fig. 2에서와 같이 2단 서지탱크 사이에 장착된 
차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흡입공기량과 연료소비

량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모든 실험은 1800 rpm의 
일정한 엔진 회 속도에서 수행하 으며, 암모니아
가 미치는 엔진 성능, 연소  배기가스 특성은 기  

연료인 가솔린만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 

 평가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엔진 성능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소의 효과를 규명하기 
해 먼  기본 엔진 부하에 따라 암모니아가 엔진 

출력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고, 엔진 출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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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암모니아의 기여도가 가장 큰 기본 엔진 부하를 

기 으로 최 의 암모니아 분사시기와 분사량을 

용한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료의 엔진 성능 특성
을 가솔린만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았다.

Fig. 3은 가솔린의 공 량에 따른 기본 엔진 부하

의 변화에 따라서 암모니아의 분사시기와 분사량에

(a) at SOI of 370 °BTDC

(b) at SOI of 320 °BTDC

(c) at SOI of 270 °BTDC
Fig. 3 Engine power versus injection duration of ammonia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based engine load

따른 엔진 출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3(a)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암모니아의 분사시기가 빠

른 370 °BTDC의 경우, 기본 엔진 부하가 은 경우
에 암모니아의 분사량이 증가할수록 엔진 출력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본 엔진 부하가 증가할
수록 암모니아의 공 분사량이 증가하여도 엔진 출

력의증 는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CFR 엔
진 특성상 개쓰로틀 상태로 운 되기 때문에 연

료량의 변화에 따른 연료-공기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Fig. 4(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암모니아의 
분사량이 증가할수록 실제 공연비가  감소하여 

공 된 연료량에 한 이론  공연비에 근 해 연

소를 진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Fig. 4(b)
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 엔진 부하가 증가할수록 실

제 공연비가 이론  공연비보다 오히려 낮아 농후

한 혼합기를 형성함으로써 공기의 이용율이 작아져

(a) AF ratio versus injection amount of ammonia

(b) AF ratio versus based engine load
Fig. 4 Air/fuel ratio versus based engine load and injection 

amount of am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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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충분한 연소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출력 증가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은 암모니
아의 분사시기가 320 °BTDC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분사시기가 270 °BTDC로 지각된 경우
에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 다. 기본 엔진 부하가 
3.32 bar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 효율이 증가했음

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의 증가에 따라 엔진 출력

의 증가 기울기가 히 떨어졌다. 이는 암모니아
의 분사시기가 가솔린의 분사시기보다 늦은 경우 

연료와 공기간의 혼합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사료되

며, 기본 엔진 부하가 증가하면 체 효율의 증가에 

따른 공기의 이용율 증가와 연료와 공기간의 난류 

혼합이 진되어 연소율을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Fig. 5는 Fig. 3을 통해서 나타난 엔진 출력에 미치

는 암모니아의 기여도를 고찰한 것으로, 기본 엔진 
부하 조건의 변화에 따른 최  엔진출력을 나타낸 

것이다. 기본 엔진 부하가 작을 때 가솔린 출력 비 

가장 큰 엔진출력 증가율을 보 으나 기본 엔진 부

하가 증가할수록, 즉 가솔린의 양이 증가할수록 엔
진 출력에 한 암모니아의 기여도가 약간씩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한 것처럼 엔진부하

가 증가할수록 개쓰로틀로 운 되는 CFR엔진 특
성상 기본 부하가 높은 경우 충 효율이 작아져 공

기의 이용율이 충분하지 못하 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따라서, 가솔린-암모니아를 사용할 경우 최고의 
엔진 출력을 해서는 한 공연비 제어가 필요

하다고 단된다. 
한편, 이론 공연비에 가깝고 엔진 출력에 한 암

모니아 효과가 큰 0.65 bar의 기본 엔진부하 조건에
서 최 의 암모니아 분사시기  분사량을 이용하

여 가솔린-암모니아 연소시 엔진성능을 가솔린만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았다.

Fig. 6은 0.65 bar의 기본 엔진 부하조건에서 최
의 암모니아 분사시기를 용한 가솔린-암모니아 
연소시의 제동에 지소비율(BSEC)을 가솔린의 경
우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솔린만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 을 때, 
가솔린-암모니아 혼합 연소시에 엔진부하 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어, 가솔린에 상당하는

Fig. 5 Effect of NH3 contribution to engine power

Fig. 6 ESEC of gasoline mod and gasoline-NH3 mode

Fig. 7 Exhaust temperature of gasoline mode and gasoline- 
NH3 mode

에 지가 암모니아로부터 공 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가솔린-암모니아 연소시의 배기가스 온

도를 가솔린의 경우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가
솔린만을 사용한 경우 엔진부하가 증가할수록 배기

가스 온도가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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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bustion efficiency of gasoline mode and gasoline- 
NH3 mode

린-암모니아 혼합연소시에는 큰 변동이 없거나 약
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소
특성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가솔린만을 연소시킨 경

우 엔진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실내 혼합가스의 

에 지 도가 높아져 연소기간이 짧아져 연소가 일

 종료되었지만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소시에는 
연소속도가 느린 암모니아의 존재로 연소가 늦게까

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로 
Fig. 8에 나타낸 것처럼,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소
의 연소효율이 가솔린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고, 
엔진부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3.2 연소 특성

Fig. 9는 0.65 bar의 기본 엔진부하에서 분사시기 
변화와 분사율에 따른 연소실 압력과 열발생율을 

나타낸 것이다. 분사시기가 이른 Fig. 9(a)의 경우 암
모니아의 분사량이 증가할수록 연소실 압력과 열발

생율 피크가 증가하면서 연소기간이 짧아지는 특성

을 보이나 분사율이 22ms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
는 압력 피크가 증가하지 않고 연소기간도 더 이상 

짧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쓰로틀로 운
되는 엔진 특성상 기본 엔진부하가 작은 상태에

서는 암모니아가 증가하면서 두 연료와 공기간의 

혼합이 잘 진되고 무엇보다도 이론 혼합기에 더 

근 하기 때문에 연소가 진되었으나 Fig. 4(a)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6ms 이상으로의 과도한 분사
량 증가는 오히려 이론 혼합기에서 멀어져 농후한 

혼합기를 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Fig. 9(b)

(a) at SOI of ammonia of 370 °BTDC

(b) at SOI of ammonia of 270 °BTDC
Fig. 9 In-cylinder pressure and HRR at base BMEP of 0.65 

bar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암모니아의 분사시기가 늦

어진 경우에는 암모니아의 분사량이 증가하여도 연

소실 압력과 열발생율의 피크 증가가 둔화되었다.
Fig. 10과 11은 2.7 bar의 BMEP에서 가솔린-암모

니아 혼합연소와 가솔린 연소시의 연소실 압력과 

열발생율, 그리고 질량연소율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0.65 bar의 가솔린 기본 엔진 부하조건에서 
암모니아를 370 °BTDC의 분사시기에서 17ms를 분
사한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소의 경우, 가솔린만
을 연소시킨 경우보다 연소시작 시기는 동일하 으

나 연소실 압력 피크와 열발생율 피크가 낮게 나타

났으며 연소기간이 약간 길게 나타났다. 한 질량
연소율(Fig. 11)도 가솔린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약
간 늦게 발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암모니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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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in-cylinder pressure and HRR at 
BMEP of 2.7 bar

Fig. 11 Comparison of mass burning rate at BMEP of 2.7 bar

상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소속도가 늦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3.3 배기 특성

Figs. 12-15는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소시 기본 
엔진부하 변화에서 암모니아의 분사량 증가에 따른 

NH3, NOx, CO  HC의 배출특성을 각각 나타낸 것
이다. NH3의 경우(Fig. 12), 기본 엔진부하가 작은 경
우에는 암모니아의 배출량이 암모니아의 분사량 증

가와 무 하게 일정하게 배출되나 기본 엔진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암모니아 배출량도 증가하고 암모니

아의 분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도 배기되는 암모니

아도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Fig.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 엔진부하가 작을 때에

Fig. 12 NH3 emissions versus injection duration of ammonia 
with variations of based engine load

Fig. 13 NOx emissions versus injection duration of ammonia 
with variations of based engine load

Fig. 14 CO emissions versus injection duration of ammonia 
with variations of based engine load

는 연소가 활발하여 공 된 암모니아의 연소율이 

컸으나 기본 엔진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암모니아의 

연소율이 떨어져 암모니아 슬립(slip)이 증가하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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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HC emissions versus injection duration of ammonia 
with variations of based engine load

NOx의 경우(Fig. 13),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소
의 경우가 가솔린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체 으로 

증가하 다. 이는 암모니아가 질소를 함유하고 있
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연소로 인해 NOx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본 엔진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NH3의 경우와는 정반 로 NOx가 감소하는 특
성을 보 다. 이는 연소효율이 좋은 역에서 질소
를 함유하고 있는 암모니아의 연소가 활발해져 

NOx의 생성을 진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CO
의 경우(Fig. 14) 연소효율이 좋은 역인 10 ms의 분
사량에서 감소하는 특성을 보 으나 암모니아의 분

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소효율의 감소로 인해 다

시 증가하는 특성을 보 다. 한편, HC의 경우(Fig. 
15)는 기본 엔진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체 으로 

HC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Figs. 16-19는 암모니아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0.65 bar의 기본 엔진 부하조건에서 최 의 암모니

아 분사시기를 용한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소
시 엔진부하 변화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특성을 가

솔린만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NH3의 경우(Fig. 16), 가솔린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소시가 체 으로 NOx를 
높게 배출하 다. 이는 암모니아가 함유하고 있는 
질소가 암모니아의 연소로 인해 NOx로 화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 Fig. 8에서 살펴본 것처럼 
엔진 부하가 증가할수록 연소효율이 떨어지기 때문

에 NOx의 배출도 약간씩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CO의 경우, Fig. 17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Fig. 16 Comparison of NOx emissions at performance modes

Fig. 17 Comparison of CO emissions at performance modes

Fig. 18 Comparison of CO2 emissions at performance modes

처럼 가솔린만을 사용한 것보다 감소하는 특성을 

보 다. 이는 동일 엔진출력 비 탄소를 함유한 가

솔린 신 암모니아를 사용하 기 때문에 감된 것

으로 사료된다. CO2의 배출(Fig. 18) 한, 가솔린만
을 사용한 경우보다 약간 감소하는 특성을 보여 탄

소를 함유하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는 궁극 인 목

이 암모니아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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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omparison of HC emissions at performance modes

나, CO2의 감소가 상 으로 낮게 났다. 이는 가솔
린-암모니아 혼합연소시에 사용된 가솔린의 소비
량(27 g/min)이 가솔린만을 사용한 경우의 소비량
(30.9 g/min)과 큰 차이가 없었음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마찰마력이 큰 CFR엔진의 특성상 기본 부하
(0.65bar)를 형성하는데 많은 에 지가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마찰마력이 작은 엔진
에서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료가 한 공연비

로 운 된다면 더 큰 CO2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HC의 경우(Fig. 19) Fig. 8에서 살펴본 것

처럼 연소효율의 하로 가솔린만을 사용한 경우보

다 높게 배출하 고, 엔진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HC
이 감소하는 가솔린과는 달리 동일하거나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 HC를 감시키기 해서는 연소효율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가솔린 기 에서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료를 
용할 경우 암모니아가 연소  배출가스 특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소시 가솔린에 의한 기
본 엔진부하조건에서 암모니아의 분사시기가 

진각되고 분사량이 증가할수록 엔진 출력은 증

가하 으나, 가솔린에 의한 기본 엔진부하가 증
가함에 따라 암모니아로 인한 최  엔진 출력에 

한 기여도는 감소하 다.

2) 최  출력을 얻기 한 가솔린-암모니아 혼합연
료의 최  분사시기는 부하 역에서 320 °CA 
BTDC, 고부하 역에서 370 °CA BTDC로 나타
났다.

3) 엔진 출력에 한 암모니아의 기여도가 가장 높
은 0.65 bar의 기본 엔진부하 조건에서 가솔린-암
모니아 혼합연료의 연소효율은 가솔린만을 사

용한 경우보다 약간 떨어지고 엔진부하가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 으나, 제동에 지소비율(BSEC)
는 가솔린만을 사용한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4) 가솔린-암모니아 혼합 연료의 연소시 가솔린에 
의한 기본 엔진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NH3, CO, 
HC의 배출은 증가하 고, NOx는 감소하 다.

5) 가솔린-암모니아 혼합 연료의 출력 모드시 엔진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가솔린만을 사용한 경우

와 비교하여 NOx와 HC의 배출은 증가하 으나 

CO와 CO2는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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