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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orea, which has a high dependency on energy imports, is greatly af-
fected by fluctuations in international oil prices. In order to offset these effects, 
various policies such as ‘diversification of energy sources’ and ‘energy mix’ are 
being pursued. Renewable Fuel Standard (RFS) is a policy promoted for this pur-
pose, and a compulsory mixing system is applied only to the diesel. In order to re-
duce dependence on fossil fuels in various countries, they are concentrating on 
the dissemination of bio-alcohol as well as bio-diesel, and commercialization 
through various verification. In this study, evaluation of domestic materials and
vehicles was carried out to promote domestic bio alcohol fuel. We analyzed the 
fuel characteristics of domestic quality standard items by mixing them with gaso-
line of automobile at a certain mixing ratio (0%, 3%, 6%, and 10%).

Key words : Bio-alcohol(바이오알코올), Bio-ethanol(바이오에탄올), Bio-butanol(바
이오부탄올), Methyl tertiary butyl ether(MTBE), Ethyl tertiary butyl 
ether(ETBE), Oxygen contents(산소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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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 에너지 정책은 자국내 에너지 독립 또는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원 확보 및 화석연료에 대

한 의존성 탈피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

한 목적의 최종 에너지원으로는 자연계에서 발생

되는 자연 순환형 에너지로서 환경오염원 배출제

로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기술력 및 경제

성에 부합하는 탄소 제로화 연료의 상용화는 보

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

하고 있다. 이에 미래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국

제 사회에서는 환경보호 등 다양한 목표치를 설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 대

비 37%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치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연

료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내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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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valuation sample selection plan

Evaluation
sample

Ethanol
(Vol%)

Butanol
(Vol%)

MTBE
(Vol%)

Alcohol
contents
(Vol%)

Oxygen 
contents
(wt%)

0%EB0 0.0 0.0 11.8 11.8 2.3 

3%E100 3.0 0.0 0.0 3.0 1.3 

3%EB80:20 2.5 0.6 0.0 3.1 1.2 

3%EB70:30 2.3 1.0 0.0 3.3 1.2 

3%EB50:50 1.8 1.8 0.0 3.6 1.2

3%EB30:70 1.2 2.7 0.0 3.9 1.2

3%B100 0.0 4.6 0.0 4.6 1.2

6%E100 5.9 0.0 0.0 5.9 2.3

6%EB80:20 4.9 1.2 0.0 6.1 2.3

6%EB70:30 4.5 1.8 0.0 6.3 2.3 

6%EB50:50 3.5 3.5 0.0 7.0 2.3

6%EB30:70 2.3 5.3 0.0 7.6 2.3

6%B100 0.0 9.4 0.0 9.4 2.3

10%E100 10 0.0 0.0 10.0 3.9

10%EB80:20 8.6 2.2 0.0 10.8 3.9

10%EB70:30 7.8 3.4 0.0 11.2 3.9

10%EB50:50 6.1 6.1 0.0 12.2 3.9

10%EB30:70 4.0 9.4 0.0 13.4 3.9

10%B100 0.0 15.6 0.0 15.6 3.9

20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1% 달성 및 제4

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수송부문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enewable fuel stand-

ard, RFS)를 시행하고 있다
1). 미래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이전, 과도기에 필요한 연료로는 생태계에

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현 수송부문에도 적용 가

능한 바이오에너지가 가장 현실적이다.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바이오에너지를 연료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황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증 단계를 거친 연료는 상용화되어 왔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송부문 경유의 대체 가

능한 바이오디젤을 제도화하여 의무혼합하고 있

으나 이 외에 연료에 대한 대체연료 보급은 미진

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상용화된 

바이오에탄올과 도입 가능한 바이오부탄올의 연

료적 특성을 국내 실정에 맞춰 평가를 수행하였

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자동차용 

휘발유에 대한 품질기준 항목별 분석을 통해 최

적 혼합비율 도출에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실 험

2.1 평가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자동차용 휘발

유에 대한 품질기준은 16항목이며 산소함량 즉, 탄

소-산소-수소 구조에서 산소가 함유된 양을 2.3무

게%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 품질기준 함량을 기

초로 하여 산소함량 1.2무게%, 2.3무게%, 3.9무

게%에 해당하는 바이오알코올 함량 평가시료를 

Table 1과 같이 선정하였다. 또한 바이오알코올 

혼합량 내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부탄올 간 영향

성 검증을 위하여 100:0 (E100), 80:20 (EB80:20), 

70:30 (EB70:30), 50:50 (EB50:50), 30:70 (EB30:70), 

0:100 (B100)으로 6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산소함

량과 혼합비율에 따른 상관성 분석을 위하여 산

소 미함유 휘발유 및 일반 휘발유(MTBE 함유 휘

발유)를 비교 대상연료로 선정하였다. 

평가항목은 품질기준 전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혼합비율 평가시료 

선정과 관련하여 산소함량 기준으로 오차범위 

±0.1무게% 이내 유지를 위해 보정작업을 반복 수

행하였다. 

2.2 시험방법

(옥탄가) 가솔린 엔진 내에서 휘발유를 연소시

킬 때 일어나는 녹킹(knocking) 현상을 억제하는 

성질인 안티-노크성(anti-knocking)을 수치로 나타

낸 옥탄가를 측정하는 방법(KS M 2039)으로 옥

탄가는 휘발유 연료의 연비, 출력, 배출가스 등과 

관계되는 주요한 품질기준 항목이다. 보통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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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ioethanol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quality status

Spec name Brazil Europe Japan US Korea

Ethanol, vol%, min 98.0 98.7 99.5 92.1 99.97 

Water, vol%, max 0.7 (wt%) 0.300 0.7 (wt%) 1 0.22 (wt%)

Density @ 20°C, kg/m3, max 791.5 - - - 803 

Gum (Solvent washed), mg/100 ml, max 5 - - 5.0 1 ↓ 
Chloride, inorganic, ppm, max 1 (Chloride) 1.5 - 6.7 Not detection

Copper, ppm, max 0.07 0.100 0.1 0.1 Not detection

Methanol, vol%, max 0.5 1.0 4.0 g/l 0.5 Not detection

Acetic Acid, wt% , max 0.03 0.007 0.007 0.007 0.004 

Sulfate, ppm, max 4 3.0 - 4 Not detection

Electrical conductivity, μS/m, max 300 250 500 - 85 

Appearance 
Clear, free of 

impurities
clear and 
colourless 

Colorless - Colorless 

의 옥탄값 품질기준은 91-94이며, 고급휘발유의 경

우 옥탄값 품질기준이 94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3). 

(증기압) 석유제품의 휘발성을 평가하는 시험

항목으로 자동차의 시동성, 증기폐쇄(vapor lock) 

현상과 관련하여 차량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시험방법(ASTM D 5191)으로 여름용 휘발

유의 증기압은 44-60 kPa, 겨울용 휘발유의 증기

압은 44-96 kPa로 관리하고 있다
3).

(증류성상) 휘발유는 단일성분이 아니기 때문

에 단일 끓는점을 지닐 수 없으며 끓는점 대신 구

성성분의 비점(끓는점) 범위를 분석하는 시험방

법(ASTM D 86)으로 증류성상의 10% 유출온도는 

전체 시료 중 10%가 증류되는 온도이며, 이는 시동

성 및 연료배관의 유증기에 의한 증기막힘 현상인 

증기폐쇄(vapor lock)와 관계되며 50% 유출온도는 

전체 시료 중 50%가 증류되는 온도이며, 이는 동력

의 발생, 출력 및 가속성과 연관이 되며, 90% 유출

온도는 차량의 주행성능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3).

3. 결과 및 고찰

3.1 바이오알코올 연료의 품질기준 및 평가연료 선정

3.1.1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품질기준은 다양한 국가

에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가장 보급화가 

활발한 국가를 대상으로 Table 2와 같이 품질기준

을 나타내었으며 국내 에탄올 주정사 제품의 품

질수준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국외 바이오에탄올 품질기준에서 에탄올 함량

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98부피% 이상이며 

수분은 0.3부피% 또는 0.7부피% 이하 등으로 관

리하고 있다. 국외 품질기준 대비 국내 바이오에

탄올 유통품질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국외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었으며 전 

성분분석(KS M 2963)4)
을 통하여 순도를 확인한 

결과, 99.97부피%로 다른 성분이 거의 없는 순수

한 에탄올로 확인되었다. 

3.1.2 바이오부탄올

바이오부탄올에 대한 품질기준은 Table 3과 같

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제정 ․ 운영되고 있으나 유

럽 등지에서는 자동차용휘발유의 산소함량 기재

(연료유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

과 동일하게 국내 바이오부탄올 생산사의 유통품

질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미국에서의 바이오부탄올 품질기준은 96.0부

피%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바이오부탄

올 품질수준은 99.76부피%로 대부분 미국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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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io-butanol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quality status

Spec name US Korea

Butanol, vol%, min 96.0 99.76 

Methanol, vol%, max 0.4 Not detection

Water, vol%, max 1.0 0.067 wt% 

Gum (Solvent washed), 
mg/100 ml,  max 

5.0 1 ↓ 
Chloride, inorganic, ppm, max 8 (6 mg/L) Not detection

Sulfur, ppm, max 30 1.2 

Sulfate, ppm, max 4 Not detection

Table 4. The Results of Bio-alcohol materials & Sub-octane-gasoline

Spec name Sub octane Bio-Ethanol Bio-Butanol Gasoline

RON 90.0 Theory 111 Theory 96 93.3

Distillation
(℃) 

T10 58.1 77.0 115.4 55.6

T50 99.8 77.0 115.7 88.5

T90 164.3 77.1 116.0 157.9

FBP (℃) 198.3 77.3 126.7 201.5

Residue (vol%) 1.0 0.9 0.9 1.1

RVP (37.8℃, kPa) 52.7 15 1.6 53.8

Sulfur (mg/kg) 9.6 12.5 1.2 7.7

Component 
analysis

Aromatic (vol%) 18.0 -　 0.1↓ 15.5

Benzene (vol%) 0.5 -　 -　 0.4 

Olefin (vol%) 11.4 0.1↓ 0.1 9.8

Oxygen (wt%) 0.1 ↓ 35.3 21.6 2.2

MTBE (vol%) 0.1 　- -　 11.7 

TAME (vol%) 0.1 -　 -　 0.1 

Ethanol (vol%) - 99.97 -　 -

Butanol (vol%) - -　 99.76 -

Gross calorific value (MJ/kg) 46.57 29.24　 36.00 45.50 

Net calorific value (MJ/kg) 43.31 26.27　 32.92 42.26 

Water (wt%) 0.008 0.218 0.070 0.012 

Density (15℃, g/cm3) 0.729 0.803 0.814 0.729 

3.2 원료의 연료적 특성 분석

평가의 기초 원료로서 Table 4와 같이 서브옥

탄가솔린은 산소함량 0.1무게% 미만, 옥탄가는 

90, 증기압은 52.7 kPa, 황분은 9.6 mg/kg으로 옥

탄가를 제외하고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알코올 원료는 높은 순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자동차용 휘발유 대비 낮은 발열

량으로 바이오에탄올은 29.24 MJ/kg, 바이오부탄

올 36 MJ/kg으로 나타났다.

3.3 혼합비율에 따른 연료적 특성 변화

3.3.1 3부피% 혼합에 따른 특성 변화

산소함량 1.2무게%를 기준으로 바이오알코올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부탄올) 3부피% 혼합한 

평가시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품질기준을 만족

하였으나 연소성과 관련된 옥탄가의 경우, 바이

오부탄올만을 혼합한 평가시료에서는 품질기준

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바이오에탄올이 

가지는 높은 옥탄가를 통해 다른 혼합비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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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RON and Vapor pressure on Bio-alcohol 
(3%) mixing ratio

Fig. 1. Changes of Driveability index on Bio--alcohol mixture ra-
tio(3%)

Fig. 3. Changes of RON and Vapor pressure on Bio-alcohol 
(6%) mixing ratio

품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연소와 관련된 발열량의 경우, 낮은 발열량을 

가진 바이오에탄올 혼합 대비 높은 발열량을 가

진 바이오부올 혼합에서 모두 동등 수준의 결과

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산소함량이라고 하더

라도 바이오알코올이 가지는 산소함량 비율이 다

르며 바이오부탄올의 경우, 산소함량을 만족시키

기 위해 높은 혼합부피가 필요하며 높은 발열량

의 휘발유 함량 감소로 전반적 동등 수준의 결과

로 나타나게 된다.

증기압의 경우, 바이오에탄올 함량에 따라 미

량 증가한 반면 바이오부탄올 혼합을 따라 감소

되는 상쇄의 결과로 평가시료 모두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성 지수는 다양한 연구보고서에 인용되고 

있는 지표로서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하는 과정에 

보다 편안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지수화시킨 수치

이다. ASTM D 4814 및 WWFC (World wide fuel 

charter)5)
에 제시된 계산식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

과, 10%, 50%, 90%, 산소함량에 의하여 산출되는 

결과로서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결과이다. 

Fig. 1에서와 같이 EB0는 바이오알코올이 미 

혼합된 연료로서 운전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바이오에탄

올 혼합비율이 증가할 경우보다 바이오부탄올 함

량이 높을수록 보다 운전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바이오알코올 함량이 높을수록 운전

성은 안 좋아졌으며 또한 바이오에탄올보다는 바

이오부탄올 함량이 높을수록 안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3.3.2 6부피% 혼합에 따른 특성 변화

바이오알코올 6부피% 혼합의 기준은 산소함량 

2.3무게%에 해당되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부

탄올을 혼합한 연료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모든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연소성과 관련된 옥탄가의 경우, 바이오에탄올

과 바이오부탄올 간 상반된 결과로 상호보완적인 

상관성으로 인해 품질기준을 만족시켰다. 

Figs. 2 and 3을 비교하면 바이오알코올 함량이 

높아질수록(3→6%) 전반적으로 옥탄가는 증가하

고 있으나 증기압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차량 엔진에서의 증기압은 연소하기 직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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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Driveability index on Bio-alcohol mixture ra-
tio(6%)

Fig. 5. Changes of RON and Vapor pressure on Bio-alcohol 
(10%) mixing ratio

Fig. 6. Changes of RON on Bio-alcohol mixing ratio

상에서 기상으로 전환되는 연료적 특성으로 시동

성과 연소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6). 다시 말해 증

기압이 특별히 변화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피

스톤 내부의 압력 또는 열량(기화열)으로 인한 옥

탄가 향상 효과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바이오알코올이 가지는 연료적 특성 중 옥탄가, 

산소함량, 발열량 및 점도는 엔진 연소과정에 일

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3,7). 바이오알

코올이 가지는 산소함량과 낮은 발열량은 휘발유 

대비 높은 연료 소모량(농후한 연소 분위기)을 발

생시킨다
8-10). 이는 알코올에 함유된 산소함량이 

인위적으로 공급되면서 차량의 공연비 기준을 맞

추기 위해 분사량을 증가(희박연소→농후한 연

소)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오알코올이 가

지는 높은 점도는 이러한 증가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켰을 것이며 이러한 연료적 특성에 의한 

변화 보다는 바이오알코올 가지는 이론적 옥탄가

에 의해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11,12).

운전성 지수인 Fig. 4를 Fig. 2와 비교한 결과, 

유사한 패턴의 결과로 나타났으나 Fig. 2와 달리 

혼합비율 EB (50:50)에서 가장 좋은 운전성 지수

를 보였다. 이는 계산 상수 중 50% 유출온도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는 시동성, 가속성, 주행

성 등 차량 운행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50%

유출온도가 가장 큰 영향인자를 가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EB0의 평가연료에서는 88.5℃의 50%

유출온도를 가지는 반면 바이오알코올 3% 혼합

연료 평균 약 97℃, 6% 혼합연료의 평균 약 95℃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바이오알코올 혼합으로 

인해 50% 유출온도는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게 된다. 

3.3.3 10부피% 혼합에 따른 특성 변화

바이오알코올 10부피% 혼합의 기준은 산소함

량 3.9무게%에 해당되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

부탄올을 혼합 연료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산소

함량을 제외하고 모든 품질기준을 만족하였으며 

3%, 6% 혼합 연료와 동일한 경향을 가졌다. 

Fig. 5에서와 같이 바이오알코올 함량이 높아질

수록(E6→E10) 전반적으로 옥탄가는 증가하고 있

으나 증기압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운전성 지수 또한 바이오알코올 함량 및 바이

오부탄올 함량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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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of Vapor pressure on Bio-alcohol mixing ratio

Fig. 8. Changes of Driveability on Bio-alcohol mixing ratio

결과로 나타났다. 

바이오알코올 함량에 따른 옥탄가의 전반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함량 및 

혼합비율에 따른 옥탄가 변화를 확인하였다. 바

이오에탄올이 혼합될 경우, 전반적인 옥탄가의 

증가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바이오부탄올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점

차 감소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증기압과 관련된 전반적인 결과는 Fig. 7과 같이 

바이오알코올 함량 및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혼합비율에 따른 전반적인 결과로 나타내었다. 

바이오알코올 함량(3%→10%)에 따라 급격한 

증기압 변화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에 따른 증가와 바이오부탄올 혼합비율

에 따른 감소의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B (80:20)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량 바이오부탄

올이 혼합되는 시점에서부터 증기압은 바이오에

탄올과 상반된 결과로 함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운전성 지수는 Fig. 8에서와 같이 나타났으며 옥

탄가의 결과와는 반대로 바이오부탄올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옥탄가가 높으면 운전성이 좋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E100에서 EB (80:20)로 전

환되는 과정에 10%와 6% 혼합비율에서 운전성 

지수가 역전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바

이오에탄올의 연료적 특성이 50% 유출온도에 효

과적 영향을 미쳐 시동성, 가속성, 주행성 등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바이오부탄올 함량

이 점차 증가할수록 이러한 영향은 점차 상쇄되

어 운전성 지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

났다.

3. 결과 및 고찰

석유대체연료로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

올이 상용화될 경우를 고려하여 바이오알코올 혼

합량에 따른 최적 혼합비율을 평가해 보았다. 최

종 혼합비율 도출을 위해서는 연료적 특성, 환경

(증발가스, 배출가스) 특성, 경제성 등 다양한 부

문의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

적 혼합비율 도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바이오알코올 원료 및 혼합 연료의 연료

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1) 연소성과 관련성이 높은 옥탄가는 바이오부

탄올 함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 시중에 판매되는 산소함량이 제외된 

자동차용 휘발유(서브옥탄가솔린)의 옥탄가(약 

88) 수준을 고려할 경우, 바이오에탄올의 혼합비

율 조정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2) 환경적 유해가스 배출과 관련된 증기압은 

계절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 높

은 증기압은 차량의 증기폐쇄 및 증발가스 배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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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바이오에탄올 혼합시 발생

되는 증기압 증가는 이러한 악영향을 보다 높게 발

생시킨다. 따라서 바이오부탄올의 증기압 억제효과

를 통해 이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차량의 편안한 운행능력을 나타내는 운전성 

지수는 바이오알코올 함량 증가 및 바이오부탄올 

혼합비율 증가에 따라 악화되는 결과로 나타났

다. 특히 EB (70:30) 혼합비율 이후부터 급격히 

나빠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연료가 가지는 극단적인 연료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

부탄올 가지는 연료적 장·단점을 통해 보완·상세

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의 최적 혼합비

율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추가적 연구

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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