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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inding an alternative fuel and reducing environmental pollution are the main goals for future internal

combustion engin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low-emission and high-efficiency by hydrogen enriched

LPG fuel in a LPG engine. An experimental study was carried out to obtain fundamental data for the emit HC

emission characteristics at cold start of pre-mixed LPG and hydrogen in a LPG engine with various fractions of

hydrogen-LPG blends. To maintain equal volume ratio of fuel blend, the amount of HC was decreased as hydrogen

was gradually added. The results showed that as hydrogen increases, in-cylinder pressure increased. Also emission

of unburned hydrocarbon (HC) is sharply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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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LHV : Low Heat Value

COVimep : Coefficient of variation in indicated mean 

effective pressure

1. 서  론

자동차의 유해배출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이 증가하

고, 배기가스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

정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 되고 

있다. 청정연료로 주목 받고 있는 LPG (Liquefied 

Petroleum Gas)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LPG 

차량의 비중은 승용차량 중 16%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LPG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1)

.

가솔린에 비해 LPG는 H/C비가 높아 CO2 배출량이 

적고 황화합물 등의 공해요소가 적은 장점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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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of Hydrogen enriched LPG Engine

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강화되고 있는 배기가스 규제에

서 환경오염이 적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LPG 연소 및 분사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국내에서는 기관성능 및 연료소비율을 개선시키고 

유해배출가스의 저감 등을 위하여 정확한 연료공급이 

가능한 LPLi (Liquid Phase LPG injection) 시스템이 개

발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

HC는 미연 또는 일부가 연소된 여러 탄화수소의 총

칭이다. HC는 불완전연소에 기인하여 혼합기가 농후

한 영역에서의 배출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

대적으로 연료를 농후하게 분사하는 초기 시동구간에

서는 HC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며, 실제 FTP-75 cycle 

전 구간에서 발생하는 미연탄화수소의 배출량은 초기 

냉간시동시 약 70% 이상이 배출된다. 이는 차가운 주변

온도에 의해 연소에 적합하지 않은 분위기 조건을 가지

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시동성 확보를 위해 많은 양의 

연료가 분사되는 점, 그리고 촉매가 활성화 온도에 도

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해배출물 저감 효과가 떨어지

는 점에 기인한다
3)

.

수소의 단위 질량당 저위발열량(LHV: Low Heat 

Value)은 LPG의 2.6배이다. 그러나 수소의 이론공연비

를 중량비로 계산하였을 경우 34.1:1이고, LPG는 

14.7:1이기 때문에 동일 실린더 내에 이론공연비로 혼

합기를 흡입시킨 경우, 발열량은 LPG에 비하여 16% 정

도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수소가스를 직접 실린더 내

에 분사한다면 흡입공기량이 증대하게 되게 발열량은 

오히려 LPG 보다 약 21% 증가하게 된다
4)
.
 
또한 수소는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다. 수소의 연소 속도는 공기과잉

률 1.0 에서 1.7 m/s로, 가연성기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압비열은 공기의 14배 이

상이며 비열비는 1.409로 가연성기체 중에서 가장 크

며, 열전달계수가 0.175 W/m‧K로 비교적 크고 점성계

수는 8.34 Pa‧s로서 매우 작아 윤활성이 거의 없다
5)

.

또한 수소는 가연범위가 넓고 점화에너지가 적으며, 

연소속도가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수소의 비등

점은 -254°C로 매우 낮기 때문에 냉간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낮은 기화성으로 인한 혼합기의 불균일성을 개

선하는데 용이하다
6)
. 연료 내 탄소 원자를 포함하지 않

는 수소는 연소 시 H2O만을 발생시키는 청정 연료로써, 

냉간시동 시 배출되는 많은 양의 미연탄화수소 저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LPG 엔진에 수소를 다양한 비율로 분

사하여 냉간시동 시 미연탄화수소(HC)의 순간 배출량

의 저감 특성에 대해 파악하여 수소-LPG 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실험 장치

다양한 수소 비율에 따른 수소-LPG 연료의 연소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엔진 실험 장치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대상 엔진은 2.0 리터급 LPLi 엔진을 사

용하였고 엔진의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130 kW 급 EC 동력계로 기관 회전속

도 및 부하를 제어하였고, 기관의 일반적인 특성 및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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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gine specifications

Items Specifications

Type DOHC LPLi engine

Number of cylinder Inline 4-cylinder

Bore 81 mm

Stroke 97 mm

Compression ratio 10.3

Displacement Volume 1999 cc

Fig. 2 Schematic diagram of HLPG engine test bench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Experimental parameters values

Engine speed Idle

Fuel
LPG 100%

H2 10%, 20%, 30%

Ignition timing Base (BTDC 12°)

Cooling water temperature 20 ± 2°C

Engine oil temperature 20 ± 2°C

Room temperature 20 ± 2°C

도 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NI SCXI-1302 장비 및 

PCI-MIO-16E-4 DAQ card를 사용하여 흡입공기온도, 

냉각수 온도 등 기관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측정하였다.

연소실 압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

기 위해 스파크 플러그형 압력센서와 로터리타입 엔코

더, National Instruments LabVIEW 8.5로 프로그래밍 

된 Combustion Analyzer를 사용하여 압력선도를 실시

간으로 확인하였으며, HC의 순간 배출량 분석에는 

Cambustion 社의 HFR-500을 사용하였다.

LPG 연료는 LPLi 차량과 동일한 LPG 연료탱크, 레

귤레이터, 인젝터를 사용하여 분사하였다. 수소 인젝터

는 흡기 매니폴드를 가공하여 흡기밸브로 공급될 수 있

도록 LPG 인젝터 설치부보다 실린더에 가까운 쪽에 설

치하여 분사된 LPG 연료와 수소가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LPG와 수소를 혼소하기 위해 dual fuel injector 

driver 시스템을 사용하여 LPG와 수소의 독립적인 연

료분사기간 제어를 통해 분사비율을 조정하였다. 수소 

분사를 위한 인젝터 분사 압력은 3 bar로 일정하게 유지

하였다. Fig. 2에 duel-fuel injector driver를 적용한 수소- 

LPG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2.2 실험 방법 및 실험 조건

본 실험은 LPG 기관에 다양한 비율로 수소를 혼소하

여 시동구간에서의 순간적인 HC 배출가스 특성을 파

악하였다. 실험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LPG연

료의 조성은 Butane 70% + Propane 30%이 기관 회전속

도는 idle 상태로 유지하였다. 수소의 분사비율은 각 기

관 작동조건에서 LPG 연료만 연소하였을 때의 발열량

을 100% 기준으로 정하고, LPG 연료의 분사를 기존 

LPG 100의 발열량 대비 90, 80, 70%로 줄이고 수소의 

분사비율을 증가시켜 LPG 분사량 100%일 때의 10%, 

20%, 30%에 해당하는 발열량의 수소를 분사하였다. 

또한 점화시기는 BTDC 12°로 고정하였고, 모든 조건

에서 엔진룸 및 냉각수, 오일온도 등은 12시간 동안 

20°C로 충분히 soaking 시킨 후 수행하였으며 스파크 

플러그형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연소실 내의 압력변화

를 측정하였으며, 압력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동 시작 시

점 및 500 cycle 간의 연소실 내부 압력을 파악하였다. 

삼원촉매 전단 배기 매니폴드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하

고 샘플링한 배기가스를 Fast-FID를 통해 HC의 순간 

배출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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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cylinder pressure variations with LPG-hydrogen 

injection as a function of crank angle

Fig. 4 In-cylinder pressure and engine out HC for 40 cycles 

from cold-start; Fuel:LPG100, IGT:BTDC 12°

Fig. 5 In-cylinder pressure and engine out HC for 40 

cycles from cold-start; Fuel:H2 10%, IGT:BTDC 12°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엔진성능 특성

3.1.1 수소 분사비율에 따른 압력 특성 파악

수소 분사비율에 따른 LPG기관의 압력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시동 후 100~200 cycle 동안의 실린더 내 평

균 압력선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점화시기가 BTDC 

12°로 동일한 상황에서 수소를 혼소한 수소 20% 혼소, 

수소 30% 혼소 조건에서는 LPG만 분사하였을 때에 비

해 실린더 내 최고압력이 높게 나타나며, 수소의 빠른 

연소속도로 인해 그 시점이 TDC 근방으로 앞당겨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빠른 연소로 인해 팽창행정에서

의 압력은 LPG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좀 더 빠르게 하강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수소 10% 혼소 조건의 경우 연소 및 팽창행정

에서의 압력변화가 LPG만 연소하였을 경우와 비슷한 

완만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는 수소 10% 혼소 조건의 수소 분사량이 다른 수

소 20%, 30% 혼소 조건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흡입공

기량이 많아지며 다른 조건에 비해 좀 더 희박하게 연소

가 되었기 때문이다. 흡입공기량의 증가로 인해 압축행

정 구간의 압력이 다른 조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희박 공연비 상태에서 연소되어 화염 전파 속도가 느려

지게 되어 수소 분사에 따른 빠른 연소속도 특성이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1.2 수소 분사비율에 따른 시동 후 40 cycle 순간 HC

배출량 및 압력선도 비교

LPG를 사용한 냉간시동 초기 40 cycle 동안의 순간 

HC 배출 변화와 압력선도를 Fig. 4에 나타내었고, 수소

를 10%, 20% 30%로 분사량을 늘려 혼소하였을 때의 

결과를 Fig. 5~7에 나타내었다. LPG를 사용한 냉간시

동 조건을 살펴보면 HC 배출은 초기 10~15 cycle 부근

에서 약 45,000 ppmC1 정도가 배출되며, 이후 1,000~ 

2,000 ppmC1 정도가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기 시

동 시 기관은 차가운 상태에 있으며, 낮은 회전속도로 

인해 연료와 공기의 충분한 혼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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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cylinder pressure and engine out HC for 40 

cycles from cold-start; Fuel:H2 20%, IGT:BTDC 12°

Fig. 7 In-cylinder pressure and engine out HC for 40 

cycles from cold-start; Fuel:H2 30%, IGT:BTDC 12°

따라서 원활한 시동성 확보를 위해 흡입 혼합기량을 증

대시키며 농후한 조건으로연료가 분사되고, 이후 시동

이 이루어졌다 판단되었을 때 스로틀 개도량을 조절하

여 흡입혼합기량을 제어한다. LPG만 연소하였을 때에

는 가장 많은 HC배출량을 나타내는 지점에서 시동성 

확보를 위해 연료분사가 과다해지고, 이로 인해 다량의 

HC가 배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실린더 내 최고 압력 또

한 32 bar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 20%, 30% 

만큼 수소를 혼소한 경우의 초기 압력선도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스타트모터를 이용한 크랭킹 이후 실린더 

내 압력이 올라가는, 즉 연소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LPG만 연소하였을 때에 비해 2 cycle 정도 빠르

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소의 넓은 가연범

위와 낮은 점화에너지 그리고 확산성이 빠른 특징 등으

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소 20%, 30% 혼소 조건에

서는 시동 이후 HC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지점이 나

타나지 않고, 원활한 연소 및 시동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수소 20% 혼소 조건에서는 500 ppmC1 

이하의 낮은 HC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H30 조건은 

H20 조건과 비교하여 수소 분사량 및 비율이 증가했음

에도 불구하고 HC 배출량이 좀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는 H30 조건에서는 시동유지를 위한 충분한 토크 및 

회전속도가 발생하여 수소 20% 혼소 조건 보다 스로틀 

개도량이 줄고 이로 인한 흡입공기량 감소로 HC가 다

소 증가한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소 10% 혼소 

조건에서는 초기 HC 배출량 및 이후 idle 상황에서도 

LPG만 연소하였을 때보다 더 많은 HC가 배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사된 수소의 양이 적어 기관 회

전속도 유지를 위해 흡입공기량이 증대 되었으나, LPG 

분사량이 증가된 흡입공기량 만큼 분사되지 않아 희박

한 상태에서 연소가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소 

10% 혼소 조건의 초기 시동 시 최고압력지점은 다른 모

든 조건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연소안정성 또한 다

른 조건과 비교 시 나쁘게 나타나고 있어 불안정한 연소

특성으로 인해 HC배출량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LPG 기관에서 냉간시동 시 수소를 혼소하여 수소 분

사비율에 따른 순간 HC 배출량 및 실린더 내부 압력 변

화에 관한 실험을 통하여 냉간시동 시의 연소특성 및 

HC 배출가스 특성을 파악하였다.

1) LPG 연료에 수소 분사비율을 10~30%까지 증가시

켜 혼소하였을 때 LPG만 연소하였을 때에 비해 수

소의 분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실린더 내부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LPG 연료만 연소하였을 때에 비해 수소를 분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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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시동이 걸리는 시점이 2 cycle정도 앞당겨 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린더 내부 압력은 수소 분사비

율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LPG 연료만 연소하였을 때에 비해 수소를 분사할 

경우 수소 분사량의 증가에 따라 순간 HC 배출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특히 수소 20%% 혼소 조건에

서는 500 ppmC1의 낮은 HC 배출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수소 30% 혼소 조건에서는 수소 20% 혼소 조건과 

비교하여 수소 분사량 및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

구하고 HC 배출량이 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시동유지를 위한 충분한 토크 및 회

전속도가 발생하여 수소 20% 혼소 조건보다 스로틀 

개도량이 줄고, 이로 인한 흡입공기량 감소로 HC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환경부가 지원하는 “수소-LPG 혼소 엔진 

및 개질장치 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2014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으며, 이에 관계 기관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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