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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blending oils of diesel oil and butanol were used as fuel oil for diesel engine to measure combustion pressure, 

fuel consumption, air ratio and exhaust gas emission due to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engine revolution and 

torque. Using these data,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ngine performance, combustion characteristics and exhaust emission 

characteristics such as NOx (nitrogen oxides), CO
2 
(carbon dioxide), CO (carbon monoxide)  and soot were as follows. 

The fuel conversion efficiency at each load was highest when driven in the engine revolution determined by a fixed pitch 

propeller law. Except 30% butanol blending oil, fuel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other fuel oils increased as the load increased. 

Compared to diesel oil, using 10% and 20% butanol blending oil as fuel oil was advantageous in terms of thermal efficiency, 

but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duction of exhaust gas emissions. On the other hand, future research 

is needed on the results of the 20% butanol blending oil showing lower or similar levels of smoke concentration and carbon 

monoxide emission rate other than those types of diese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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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area)를 지정하여 선박기관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물질을 IMO 규제보다 강도 높게 규제해 왔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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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별법’(MOF, 2019)을 제정하여 5대 대형 항만 및 

인근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MOF, 

2019)하여 202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부의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에서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규제강화를 

통해 선박대기오염물질(SOx, NOx, VOCs, PM 등)에 대

한 지속적인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후속 프로

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ㆍ근해에서 조업하는 중

ㆍ소형 어선기관의 배기가스 배출특성, 발생량 및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자료(MOF, 2019)에 의하

면, 2019년 등록된 동력어선 중 원양어선을 제외한 연·

근해 어선 및 기타 어선의 척수는 64,839척이며 총 출력

은 11,586,056 kW로서 이는 2019년 12월 서울시에 등록

된 경유 승합차(MOLIT, 2019) 88,472대(대당 출력 약 

130.6 kW)의 총 출력 11,554,443 kW에 해당한다. 그리

고 어선기관의 운전시간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 연·근해에서 조업 및 운항하는 어선들에 의해 배출

되는 배기가스량과 그로 인한 대기오염의 정도를 익히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젤기관의 유해 배기배

출물들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연탄화

수소(HC), 일산화탄소(CO),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PM)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
2
) 등이며, 어

선용 디젤기관은 주로 경유를 연료유로 사용하고 조업 

시에는 부하변동이 심하므로 인해 NOx, PM 및 CO
2
 등

의 배출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적의 

기관운전조건과 연소제어를 선택하여 기관성능을 저하

시키지 않고 배기배출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

구되며, CO
2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열효율 향

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디젤기관 연소과정의 제어를 통

해 열효율 향상과 더불어 PM을 저감시키는 것은 가능하

지만, NOx와 PM을 동시에 저감시키는 것은 디젤기관

의 연소특성으로 인해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친환경 연료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생물학적 공정으로 제조되는 바이오에탄올(bio- 

ethanol), 바이오메탄올(bio-methanol) 및 바이오부탄올

(bio-butanol)등은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이란 측면

에서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이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알코올 연료 중에서도 부탄올은 에탄올 및 메탄올에 비

해 증발잠열이 작으며,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이 경유에 

가깝고 경유와의 혼합성도 우수하므로 인해 디젤기관의 

연료로 사용하면 유해 배출물인 질소산화물(NOx)과 미

립자(particulate)의 배출을 줄여 환경오염을 감소하고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고 알려져 있다(Kamimoto and Kobayashi,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유와 부탄올을 혼합한 혼합

유를 디젤기관의 연료유로 사용하여, 기관회전수와 토

크 등의 다양한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연소압력, 연료소

비량, 공기비 및 배기가스 성분 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자료들을 이용하여 기관성능, 연소특성, NOx, 

CO
2
, CO 및 매연(soot) 등의 배기배출물 특성들을 분석

하여 최고의 기관효율과 아울러 배기배출물이 적은 운

전조건과 부탄올 혼합비를 제시함으로서 향후 어선기관

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와 어선용 기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치 및 방법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실험용 기관(test engine, YANMAR- 

2TD), 기관의 회전수와 토크를 제어하여 제동마력을 측

정하기 위한 와전류식 동력계(dynamometer, HE-40), 연

소압력 및 흡·배기온도 등의 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장

치(data acquisition system, NI-PCI-MIO-16E), 연료소모

량 측정장치를 포함한 연료공급장치, 배기가스 성분을 

측정하기 위한 배기가스 분석기(gas analyzer, MK4000) 

Type

Naturally - aspirated,

4 stroke DI diesel engine

water cooling type

Number of cylinder 2

Bore × Stroke 100 × 115 mm

Compression ratio 17

Injection pressure 20 MPa

Injection nozzle
Multi-hole nozzle

( 5 holes, φ 0.28 mm )

Output × Speed [MCR] 19 kW × 2000 rpm

Table 1. Specification of test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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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매연 측정을 위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opacimeter, 

RTM-430)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1과 Fig. 1은 

실험용 기관의 주요제원 및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각각 

나타낸다.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한 연료유는 경유와 경유에 부탄올을 각

각 10%, 20% 및 30%의 질량비율로 혼합한 혼합유를 

사용하였으며, Table 2는 경유와 부탄올의 물리ㆍ화학

적 특성 및 Table 3은 부탄올 혼합유의 혼합비중 및 에너

지밀도를 각각 나타낸다.

기관 운전조건은 실험기관의 연속최대출력(MCR, 19

kW, 2000 rpm, 90.8 N-m)을 전부하로 하여 고부하

(90%), 중부하(60%) 및 저부하(35%)로 구분하고, 저부

하 및 중부하에서는 3가지 회전수 및 고부하에서는 2가

지 회전수에서 기관출력에 맞게 토크를 결정하였으며, 

부하에 따른 기관회전수의 결정은 고정피치프로펠러법

칙(Technical paper, 2008)을 참조하였다. Table 4는 부

하별 기관운전조건을 나타낸다. 실험시의 냉각수 출구

온도는 60±5℃로 유지하였으며, 연료유 온도는 연료분

사밸브 입구에서 45±3℃, 실내온도는 12℃로 측정되었

다. 측정값들은 크랭크 각 1 deg. 마다 1사이클에 720개

씩 10사이클씩 연속 수집되었으며, 5회 측정하여 그 평

균값을 취하여 기관성능과 연소특성을 규명하는데 이용

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운전조건에서 연료소비량은 3회 

측정하였으며, 배기가스 성분 및 매연 측정은  1분마다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운전조건과 기관성능

Fig. 2는 기관운전조건에 따른 경유의 도시연료변환

효율(indicated fuel conversion efficiency)과 제동연료변

환효율(brake fuel conversion efficiency)을 나타낸다. 이

들은 1사이클 중에 공급된 연료의 저위발열량에 대한 

한 사이클의 도시일량과 제동일량의 비율을 각각 나타

낸다. 기관운전조건은 저부하(1, 2, 3), 중부하(4, 5, 6) 

         Property

 Fuel

10% 

Butanol

20% 

Butanol

30% 

Butanol

S.G (at 15℃/4℃) 0.828 0.826 0.824

Energy density 

(MJ/kg)
41.65 40.7 39.75

Table 3. Energy density of butanol blending oil

Fuel Diesel oil n-Butanol

Specific gravity (at 15℃/4℃) 0.83 0.81

Kinematic viscosity (cSt at 20℃) 5 3.64

Vapour pressure (㎜Hg at 25℃) 1 6.7

Flash point (℃) 45 29

Auto ignition point (℃) 210 340

Heat of vaporization (MJ/kg) 0.23 0.43

Specific heat (J/g‧K) 1.84 2.39

Energy density (MJ/kg) 42.6 33.1

Table 2. Properties of test fuels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Load
N

o.
kW rpm Torque (N·m)

Low

(35%)

1 6.37 1335 45.6

2 6.62 1665 38.0

3 6.98 1905 35.0

Medium

(60%)

4 11.24 1335 79.0

5 11.03 1665 64.5

6 11.66 1905 58.5

High

(90%)

7 16.74 1675 95.5

8 17.14 1905 86.0

Table 4. Engine operating conditions with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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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값들은 크랭크 각 1 deg. 마다 1사이클에 720개

씩 10사이클씩 연속 수집되었으며, 5회 측정하여 그 평

균값을 취하여 기관성능과 연소특성을 규명하는데 이용

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운전조건에서 연료소비량은 3회 

측정하였으며, 배기가스 성분 및 매연 측정은  1분마다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운전조건과 기관성능

Fig. 2는 기관운전조건에 따른 경유의 도시연료변환

효율(indicated fuel conversion efficiency)과 제동연료변

환효율(brake fuel conversion efficiency)을 나타낸다. 이

들은 1사이클 중에 공급된 연료의 저위발열량에 대한 

한 사이클의 도시일량과 제동일량의 비율을 각각 나타

낸다. 기관운전조건은 저부하(1, 2, 3), 중부하(4, 5, 6) 

         Property

 Fuel

10% 

Butanol

20% 

Butanol

30% 

Butanol

S.G (at 15℃/4℃) 0.828 0.826 0.824

Energy density 

(MJ/kg)
41.65 40.7 39.75

Table 3. Energy density of butanol blending oil

Fuel Diesel oil n-Butanol

Specific gravity (at 15℃/4℃) 0.83 0.81

Kinematic viscosity (cSt at 20℃) 5 3.64

Vapour pressure (㎜Hg at 25℃) 1 6.7

Flash point (℃) 45 29

Auto ignition point (℃) 210 340

Heat of vaporization (MJ/kg) 0.23 0.43

Specific heat (J/g‧K) 1.84 2.39

Energy density (MJ/kg) 42.6 33.1

Table 2. Properties of test fuels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Load
N

o.
kW rpm Torque (N·m)

Low

(35%)

1 6.37 1335 45.6

2 6.62 1665 38.0

3 6.98 1905 35.0

Medium

(60%)

4 11.24 1335 79.0

5 11.03 1665 64.5

6 11.66 1905 58.5

High

(90%)

7 16.74 1675 95.5

8 17.14 1905 86.0

Table 4. Engine operating conditions with loads
및 고부하(7, 8)에서 각각 기관회전수와 토크를 조정하

였다. 그림의 Y-Z면에서 도시연료변환효율을 보면, 저

부하에서는 회전수가 낮고 토크가 큰 운전조건인 1에서 

39.5%로 효율이 높았으며, 중부하에서는 회전수와 토크

가 각각 중간 정도의 운전조건인 5에서 42.94%로 높았

으며, 고부하에서는 회전수가 높고 토크가 낮은 운전조

건인 8에서 44.27%로 실험운전조건에서 가장 효율이 

높았다. 이는 기관부하에 따른 연료량과 기관회전수에 

따른 흡입공기량에 의한 공연비 및 분사시의 공기유동 

등이 연소효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관부하가 증가

할수록 효율이 약간 증가하는 것은 저부하 운전보다 고

부하 운전에서 연소실 온도가 높아 연소효율이 높아지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제동연료변환효율을 보면, 

저부하에서는 기관회전수가 낮고 토크가 큰 운전조건 

인 1에서 30.22%로 효율이 높았으며, 중부하에서는 3가

지 운전조건에서 효율이 32.01~32.94%로 거의 비슷하

였으며, 고부하에서는 회전수가 높고 토크가 낮은 운전

조건 인 8에서 33.94%로 제동연료변환효율이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그림의 X-Z면에 도시된 고정피치프로펠러

법칙에 의한 기관회전수와 토크를 나타내는 선(line of 

fixed pitch propeller law)에 근접한 운전조건(1, 5, 8)에

서 도시연료변환효율과 제동연료변환효율이 높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은 기관부하와 부탄올 혼합비율에 따른 제동연

료변환효율을 나타낸다. 그림의 1, 2, 3은 저부하, 4, 5, 

6은 중부하 및 7은 고부하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면, 

모든 실험운전조건에서 경유, 10% 및 20% 부탄올 혼합

유의 효율은 거의 유사하나, 30% 부탄올 혼합유의 제동

연료변환효율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1905 rpm

에서는 연료유에 따라 제동연료변환효율이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부하 이상에서는 경유와 20% 혼합유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제동출력은 도시출력과 기계효율로서 

결정되며, 기계효율은 기관의 회전수에 주로 영향을 받

게 되고 도시출력은 기관의 연소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

는다. 따라서 경유에 비해 착화성이 낮고 증발잠열이 큰 

부탄올의 혼합량이 증가할수록 착화지연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30% 부탄올 혼합유의 경우 

그 영향을 크게 받아 연소상황이 도시연료변환효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해 제동연료변환효율이 낮게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관회전수 1905 rpm의 모든 부하에서 

연료유에 따른 효율의 변화가 다소 큰 것은 기관회전수

가 높을 때에는 부탄올 혼합유의 연소특성이 공연비 및 

공기유동의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Fig. 4는 Fig. 2의 각 부하에서 도시연료변환효율이 

가장 좋은 기관회전수와 토크의 운전조건(그림의 1, 5, 

8)에서 부탄올 혼합비율에 따른 도시연료변환효율과 공

기비를 나타내며, 공기비는 배기가스분석을 통한 질소

평형에 의한 계산법(Choi, 2016; Oh et al, 2011)을 이용

하여 구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부하가 증가할수록 공연

비가 낮고 도시연료변환효율은 경유, 10% 및 20%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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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uel conversion efficiency according to engine driving 

conditions with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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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rake fuel conversion efficiency according to engine 

driving conditions with D.O & butanol blended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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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암ㆍ왕우경 

유에서는 높게 되었으나, 30% 혼합유에서는 공연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하에 따른 도시연료변환효율의 변

화는 적었다. 부하가 증가할수록 공기비가 작아지는 것

은 자연급기식 기관에서는 1사이클당 분사되는 연료량

의 증가에 비해 기관회전수의 증가에 따른 흡입공기량

의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부하가 증가할수록 

도시연료변환효율이 증가하는 것은 공기비가 적어 배기

가스로의 열손실이 줄어들고 연소실 온도가 고온으로 

되어 양호한 연소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30% 부탄올 혼합유에서는 공기비 및 연소실의 

분위기온도가 연소과정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연소과정

이 부탄올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저부하에서 부탄올 혼합유가 

경유에 비해 효율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탄올 혼합에 따른 착화지연으로 인한 열발생 시기가 

평균유효압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

각된다(Kim and Wang, 2019).

배기배출물 특성

Fig. 5는 기관부하 및 부탄올 혼합비율에 따른 매연의 

농도를 나타내며, 매연농도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opacimeter, RTM - 430)로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연료유에 따라 저부하에서 2.32~3.02% 및 중부하에서 

4.24~5.10% 정도로 각 부하에서 연료유에 따라 1% 미

만의 차이를 보였으나, 고부하에서는 11.60~21.28% 정

도로 농도가 높고 그 차이도 약 10%로 높았으며, 특히 

20% 부탄올 혼합유의 농도는 11.60%이나 30% 부탄올 

혼합유의 농도는 21.28%로 높게 나타났다. 매연은 화염 

중의 연료가 농후한 영역에서 산소부족으로 인해 연료

가 열분해 되어 주로 생성되며, 자연 급기식 기관의 흡입

공기량은 기관회전수에 의해 결정되고 사이클당 공급연

료량은 부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고부하에서

는 기관회전수가 높아 오히려 체적효율이 감소하는 반

면 부하증가로 공급연료량은 증가하므로 인해 국부적으

로 농후한 혼합기가 많이 형성되어 매연농도가 높아진

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부하에서 연료유에 따른 매연

농도의 차이가 큰 것은 저속 및 중속에 비해 고속 운전 

시 회전수 변화가 크고 또한 부탄올 혼합비율이 연소특

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고부하에서 20% 부탄올 혼합유의 매연농도가 낮게 나

타나는 것이 함산소 연료인 부탄올 첨가의 효과인지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 6은 기관부하 및 부탄올 혼합비율에 따른 일산화

탄소의 배출특성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면, 저부하에

서 5.22~6.19 g/kW·h 정도로 경유를 제외한 부탄올 혼합

유에서 일산화탄소의 배출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중부하에서 3.28~3.69 g/kW·h 정도로 다른 부하에 비해 

일산화탄소의 배출률이 낮았으며 부탄올 혼합비율에 관

계없이 배출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부

하에서는 4.44~6.13 g/kW·h 정도로 특히 30% 부탄올 혼

0

10

20

                       Fuel

  D.O            10% B.O

 20% B.O     30% B.O

80

60

40

rpm
1900

1600

1300

T
o
r
q
u
e
 (
 N
.m

 )

O
p
a
c
it
y
 
(
 
%
 
)

Fig. 5. Opacity of exhaust gas according to engine loads with 

D.O & butanol blended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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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fuels with engine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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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어선용 디젤기관의 운전조건과 부탄올 혼합유의 배기 배출물 특성에 관한 연구

유에서는 높게 되었으나, 30% 혼합유에서는 공연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하에 따른 도시연료변환효율의 변

화는 적었다. 부하가 증가할수록 공기비가 작아지는 것

은 자연급기식 기관에서는 1사이클당 분사되는 연료량

의 증가에 비해 기관회전수의 증가에 따른 흡입공기량

의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부하가 증가할수록 

도시연료변환효율이 증가하는 것은 공기비가 적어 배기

가스로의 열손실이 줄어들고 연소실 온도가 고온으로 

되어 양호한 연소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30% 부탄올 혼합유에서는 공기비 및 연소실의 

분위기온도가 연소과정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연소과정

이 부탄올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저부하에서 부탄올 혼합유가 

경유에 비해 효율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탄올 혼합에 따른 착화지연으로 인한 열발생 시기가 

평균유효압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

각된다(Kim and Wang, 2019).

배기배출물 특성

Fig. 5는 기관부하 및 부탄올 혼합비율에 따른 매연의 

농도를 나타내며, 매연농도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opacimeter, RTM - 430)로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연료유에 따라 저부하에서 2.32~3.02% 및 중부하에서 

4.24~5.10% 정도로 각 부하에서 연료유에 따라 1% 미

만의 차이를 보였으나, 고부하에서는 11.60~21.28% 정

도로 농도가 높고 그 차이도 약 10%로 높았으며, 특히 

20% 부탄올 혼합유의 농도는 11.60%이나 30% 부탄올 

혼합유의 농도는 21.28%로 높게 나타났다. 매연은 화염 

중의 연료가 농후한 영역에서 산소부족으로 인해 연료

가 열분해 되어 주로 생성되며, 자연 급기식 기관의 흡입

공기량은 기관회전수에 의해 결정되고 사이클당 공급연

료량은 부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고부하에서

는 기관회전수가 높아 오히려 체적효율이 감소하는 반

면 부하증가로 공급연료량은 증가하므로 인해 국부적으

로 농후한 혼합기가 많이 형성되어 매연농도가 높아진

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부하에서 연료유에 따른 매연

농도의 차이가 큰 것은 저속 및 중속에 비해 고속 운전 

시 회전수 변화가 크고 또한 부탄올 혼합비율이 연소특

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고부하에서 20% 부탄올 혼합유의 매연농도가 낮게 나

타나는 것이 함산소 연료인 부탄올 첨가의 효과인지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 6은 기관부하 및 부탄올 혼합비율에 따른 일산화

탄소의 배출특성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면, 저부하에

서 5.22~6.19 g/kW·h 정도로 경유를 제외한 부탄올 혼합

유에서 일산화탄소의 배출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중부하에서 3.28~3.69 g/kW·h 정도로 다른 부하에 비해 

일산화탄소의 배출률이 낮았으며 부탄올 혼합비율에 관

계없이 배출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부

하에서는 4.44~6.13 g/kW·h 정도로 특히 30% 부탄올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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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acity of exhaust gas according to engine loads with 

D.O & butanol blended oils. 

10

20

30

40

50

30%20%10%D.O

I
.
F
.
C
.
E
 
(
 
%

 
)

Fuel

 Low load (1335rpm)

 Medium load (1665rpm)

 High load (1905rpm)

1

2

3

4

5

 
A
ir
 
r
a
t
io
 
(
 
α 

)

Fig. 4. Indicated fuel conversion efficiency and air ratio 

according to fuels with engine loads.

합유에서 그 배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일산화탄소는 연

료가 농후한 혼합기에서 산소부족으로 인한 불완전연소

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염영역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팽

창행정의 초기에 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Ferguson 

and Kirkpatrick, 2001). 따라서 중부하에서는 혼합기의 

농도가 적절하고, 연소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적절한 

공기유동으로 인해 산화가 잘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저부하에서 부탄올 혼합유의 경우에는 연소실의 낮은 

분위기 온도, 부탄올의 낮은 착화성과 높은 증발잠열로 

인해 착화지연이 길어지고 급속연소기간 중에 미처 연

소하지 못한 연료들이 희박상태에서 열분해하여 팽창행

정 중에 충분히 산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고부하의 30% 부탄올 혼합유의 경우에는 부탄올

의 함량이 높고 사이클 당 분사량이 많아 혼합기의 농도

가 농후하므로 인해 연소 시 국부적 산소부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의 발생이 많으며 또한 부탄올 함량이 높으

므로 인한 착화지연과 강한 공기유동으로 인해 일산화

탄소의 산화가 저해 받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Fig. 7은 기관부하 및 부탄올 혼합비율에 따른 질소산화

물의 배출특성을 나타낸다. 질소산화물은 국제해사기구

의 MARPOL협약 및 해양수산부령의 ‘선박에서의 오염방

지에 관한 규칙’에 준한 배출규제대상 물질로서, 출력 130

kW를 초과하는 디젤기관은 최소한 기준1 (TierⅠ)을 만

족 시켜야 한다(MEPC, 2010; MOF, 2020). 그림에서 보

면, 저부하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률은 14.39~19.66

g/kW·h, 중부하에서는 11.96~14.36 g/kW·h 및 고부하에

서는 10.67~13.24 g/kW·h 정도였으며, IMO의 TierⅠ의 

해당 기관회전수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기준인 9.94~10.67

g/kW·h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본 실험에 이용된 기관은 

제조일이 20년 이상 경과된 출력이 낮은 기관으로 NOx 

technical code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서, 그 당시의 

기관설계의 관심은 배기배출물 보다는 열효율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아직도 양식장 및 

연안 어업에 이용되는 F.R.P 선박의 80% (15,800여척)

가 선령이 20년 이상 된 선박으로 알려져 있다(MOF, 

2019). 그리고 부하가 증가할수록 질소산화물 배출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부하에서 10% 및 20% 부탄올 

혼합유의 질소산화물 배출률이 약간 높은 성향을 보였

으며, 특히 저부하에서 10% 및 20% 부탄올 혼합유의 

질소산화물 배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질소산화물

의 대부분은 일산화질소(NO)로서 연소과정의 초기에 

고온의 연소가스에서 생성되고 있으며, 초기 연소 온도

는 분사시기와 예혼합연소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Lilly, 1984). 따라서 경유에 비해 증발잠열

과 비열이 크고 자발화 온도가 높은 부탄올의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착화지연과 예혼합연소과정에 영향을 미치

므로 인해, 저부하의 10% 및 20% 부탄올 혼합유는 경유

에 비해 착화지연기간이 길고 예혼합 연소기간도 길어

져서 예혼합연소량이 증가하므로 연소 온도가 높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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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rake specific carbon monoxide emissions according to 

engine loads with D.O & butanol blended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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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rake specific nitrogen oxides emissions according to 

engine loads with D.O & butanol blended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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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암ㆍ왕우경 

질소산화물의 배출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30% 혼합유

의 경우에는 착화지연에 따른 예혼합연소량의 증가에 

비해 체적증가가 크기 때문에 연소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중부하와 고부하의 경우에는 

연소실의 온도가 높아 부탄올 혼합비에 따른 예혼합연

소기간 중의 연소량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Fig. 8은 기관 부하와 부탄올 혼합 비율에 따른 이산화

탄소 배출률을 나타낸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연소

된 연료량에 비례하며, 동일한 연료량이 공급될 때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최대로 되는 것이 보다 완전연

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열발생 시기가 아주 

중요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기관의 효율을 판

단할 수 없다(Lilly, 1984). 그림에서 보면, 저부하에서는 

913.08~957.73 g/kW·h, 중부하에서는 847.75~891.59

g/kW·h 및 고부하에서는 825.07~860.45 g/kW·h로서 부

하가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의 배출률이 약간 낮게 나

타났다. 그리고 저부하 및 중부하에서는 부탄올 혼합비

가 증가할수록 배출률이 약간씩 증가하였으며, 고부하

의 경우에는 부탄올 혼합유의 경우에는 배출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부하

가 증가할수록 도시연료변환효율이 증가하므로 인해 연

료소비율이 감소하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률이 감소하

며,  또한 유사한 부하에서 부탄올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발열량이 낮아지므로 동일한 출력을 얻기 위해 보다 많

은 연료유가 공급되었으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률이 증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경유와 부탄올을 혼합한 혼합유를 소형 디젤기관의 

연료유로 사용하여 기관성능, 연소특성 및 배기배출물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하에서의 연료변환효율은 고정피치프로펠

러법칙에 의해 결정된 기관회전수에 근접한 운전조건

에서 가장 높았으며, 30% 부탄올 혼합유를 제외한 연

료유들에서는 부하가 증가할수록 연료변환효율이 증

가하였다. 

2. 매연농도는 고부하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경유

에 비해 20% 부탄올 혼합유의 농도가 낮았으나 30% 

혼합유의 농도는 특히 높게 나타났다. 

3. 저부하에서 부탄올 혼합유들의 일산화탄소 배출률

이 경유에 비해 높았으며, 고부하에서 30% 부탄올 혼합

유의 일산화탄소 배출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4. 질소산화물 배출률은 부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

으며, 경유에 비해 10% 및 20% 부탄올 혼합유의 배출률

이 높게 나타났으며, 30% 혼합유는 모든 부하에서 낮게 

나타났다.

5. 이산화탄소 배출률은 부하가 증가할수록 낮아졌으

나, 경유에 비해 부탄올 혼합유의 배출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기관회전수와 토크를 

변경하여 부하를 조정할 경우에는 고정피치프로펠러법

칙에 따른 회전수에서 운전하는 것이 연료변환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경유에 비해 10% 

및 20% 부탄올 혼합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면 열효율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배기배출물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 부탄올 혼합

유의 경우에 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 배출률이 경유의 

경우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향

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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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rake specific carbon dioxide emissions according to 

engine loads with D.O & butanol blended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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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어선용 디젤기관의 운전조건과 부탄올 혼합유의 배기 배출물 특성에 관한 연구

질소산화물의 배출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30% 혼합유

의 경우에는 착화지연에 따른 예혼합연소량의 증가에 

비해 체적증가가 크기 때문에 연소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중부하와 고부하의 경우에는 

연소실의 온도가 높아 부탄올 혼합비에 따른 예혼합연

소기간 중의 연소량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Fig. 8은 기관 부하와 부탄올 혼합 비율에 따른 이산화

탄소 배출률을 나타낸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연소

된 연료량에 비례하며, 동일한 연료량이 공급될 때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최대로 되는 것이 보다 완전연

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열발생 시기가 아주 

중요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기관의 효율을 판

단할 수 없다(Lilly, 1984). 그림에서 보면, 저부하에서는 

913.08~957.73 g/kW·h, 중부하에서는 847.75~891.59

g/kW·h 및 고부하에서는 825.07~860.45 g/kW·h로서 부

하가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의 배출률이 약간 낮게 나

타났다. 그리고 저부하 및 중부하에서는 부탄올 혼합비

가 증가할수록 배출률이 약간씩 증가하였으며, 고부하

의 경우에는 부탄올 혼합유의 경우에는 배출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부하

가 증가할수록 도시연료변환효율이 증가하므로 인해 연

료소비율이 감소하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률이 감소하

며,  또한 유사한 부하에서 부탄올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발열량이 낮아지므로 동일한 출력을 얻기 위해 보다 많

은 연료유가 공급되었으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률이 증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경유와 부탄올을 혼합한 혼합유를 소형 디젤기관의 

연료유로 사용하여 기관성능, 연소특성 및 배기배출물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하에서의 연료변환효율은 고정피치프로펠

러법칙에 의해 결정된 기관회전수에 근접한 운전조건

에서 가장 높았으며, 30% 부탄올 혼합유를 제외한 연

료유들에서는 부하가 증가할수록 연료변환효율이 증

가하였다. 

2. 매연농도는 고부하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경유

에 비해 20% 부탄올 혼합유의 농도가 낮았으나 30% 

혼합유의 농도는 특히 높게 나타났다. 

3. 저부하에서 부탄올 혼합유들의 일산화탄소 배출률

이 경유에 비해 높았으며, 고부하에서 30% 부탄올 혼합

유의 일산화탄소 배출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4. 질소산화물 배출률은 부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

으며, 경유에 비해 10% 및 20% 부탄올 혼합유의 배출률

이 높게 나타났으며, 30% 혼합유는 모든 부하에서 낮게 

나타났다.

5. 이산화탄소 배출률은 부하가 증가할수록 낮아졌으

나, 경유에 비해 부탄올 혼합유의 배출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기관회전수와 토크를 

변경하여 부하를 조정할 경우에는 고정피치프로펠러법

칙에 따른 회전수에서 운전하는 것이 연료변환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경유에 비해 10% 

및 20% 부탄올 혼합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면 열효율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배기배출물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 부탄올 혼합

유의 경우에 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 배출률이 경유의 

경우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향

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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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rake specific carbon dioxide emissions according to 

engine loads with D.O & butanol blended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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