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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G 엔진용 연료시스템의 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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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NG buses has contributed to improve air quality in cities. But it is difficult to meet the next emission 
regulations such as EURO-VI without the help of additional post-processing device. Hydorgen has higher flame speed 
and lower combustion temperature that make it thermal efficiency increase with leaner operation. Using hydrogen 
natural gas blend (HCNG) fuel is promising technology which can reduce NOx and CO2 emissions for a natural gas 
vehicle. However, fuel flow rate of HCNG should be increased since hydrogen's energy density per volume is much 
smaller than natural gas. In the present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fuel supply system and its applicability were 
evaluated in a heavy duty natural gas engin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tential of fuel pressure regulator and fuel 
metering valve had enough capacity with HCNG. Employed mixer did not affect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mixture.

Key words : Hydrogen natural gas blend(HCNG,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 Fuel pressure regulator( 귤 이터), 
Fuel metering valve(연료분사기), Mixer(믹서), Distribution characteristics(분배특성) 

1. 서 론1)

재 에 지원으로써 가장 큰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석유는 차 가스에 지원으로 이동되고 미래

에는 수소를 포함한 가스연료가 큰 에 지 비 을 

차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한 더

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1,2) 이러한 상황을 극복
하기 한 비책의 일환으로 도시의 표 인 운

송수단인 버스의 배출가스 감을 하여 도입된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는 
재 시행 인 배기규제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도시

*Corresponding author,  E-mail: cwpark@kimm.re.kr

의 기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 다. 하지만 
재의 CNG 기술만으로는 차기 배기규제 기 인 

EURO-Ⅵ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EURO-V 비 80% 
수 의 NOx 감을 얻기 해서는 고가의 후처리 

장치를 추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3,4)

배출가스규제  수소시 를 비하기 한 가교

기술로서 천연가스에 수소를 일정량 첨가한 수소-
천연가스 혼합연료(Hydrogen-natural gas blend; 
HCNG)를 사용한 HCNG 엔진기술이 주목받고 있
다.5) HCNG 연료는 수소의 빠른 연소속도에 의하여 
연소안정성 향상되며 이에 따라 열효율이 높고 가

연한계가 확 되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
러한 장 을 이용한 HCNG 엔진의 희박연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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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변수 최 화를 통한 NOx를 감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6,7) HCNG 엔진 개발 
 이용은 배출가스 규제 만족뿐만 아니라 다가오

는 수소에 지 시 를 비한 수소 인 라 구축에

도 정  역할을 기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수소의 첨가비율이 증가할

수록 가연한계 확 에 의한 배출가스 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HCNG에 첨가된 수소는 체
당 발열량이 천연가스에 비해 히 낮기 때문에 

출력성능을 만족하기 해서는 Fig. 1과 같이 기존
의 CNG연료 비 평균연료유량이 증가함을 확인
하 다.8) 이러한 연료유량의 증가는 연료공 시스

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핵심부품의 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 으로는 HCNG 엔진의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기와 연료를 혼
합해주는 믹서를 포함하여 연료분사기  압력조  

귤 이터는 천연가스엔진의 연료공 시스템 핵

심부품으로서 엔진의 출력  연소안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부품이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HCNG 엔진 개발의 일환으
로 수소를 30% 체 비율로 CNG와 혼합한 HCNG 
를 CNG엔진에 용하여 CNG 엔진에서 사용 인 
주요 연료공 부품인 귤 이터, Fuel Metering 
Valve (FMV; 연료분사기)  믹서의 용량  특성을 
악하여 그 용성  가능성을 검토하 다. 각 핵
심 부품의 유량 확보상태  믹서의 연료공 특성

과 실린더별 연소특성을 찰하여 기존 천연가스용 

연료공 시스템의 HCNG 연료 합성을 평가하 다.

Fig. 1 Total fuel flow rate for CNG and HCNG fuel versus 
excess air ratio

2.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시내버스용 11L  6기통 천연가
스엔진을 상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 으며, 
EURO-V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엔진으로서 제원은 
Table 1에 정리하 다. 일반 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는 가솔린자동차와 연료장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

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공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고압천연가스용기, 귤
이터, 열교환기, FMV  믹서로 표되며 각종 

밸  류와 필터 등이 포함된다. 연료 1회 충 에 

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확보하기 해 재 고압 

(20 MPa)의 CNG를 용기에 충 하며 귤 이터를 

이용하여 정한 압력으로 감압한 뒤 FMV를 통해 
연료공 량을 제어하도록 하고 있다. 연료와 흡입
공기의 원활한 혼합을 하여 믹서를 통해 공 된 

후 스로틀밸 와 최  운  제어를 해 각종 센서

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운 된다.

Table 1 Specification of base natural gas engine
Type Description

Number of cylinder 6
Bore (mm) 123

Stroke (mm) 155
Displacement volume (cc) 11,050

Compression ratio 10.5
Max. Power 222 kW / 2,100 rpm
Max. Torque 1,150 Nm / 1,260 rpm

Type of ignition Spark ignition
Type of injection Single point injection

Type of turbocharger Waste gate

2.2 실험 조건  방법

2.2.1 핵심부품 성능평가 장치

천연가스 연료공 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할 성

능평가 장치는 가능한 한 실제 자동차와 유사한 환

경과 운 조건을 핵심부품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천연가스 버스의 운
조건과 환경을 성능평가 장치에서 모두 구 하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연료특성에 한 조건은 성능
보다는 주로 내구성에 향을 주는 변수이기 때문

에 모사 항목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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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fuel supply system for compressed natural gas engine

Fig. 3 Performance test bench for main part of HCNG fuel 
supply system

본 연구에서는 귤 이터와 FMV의 성능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인 공 압력, 공 유량, 

냉각수 온도 등을 실제 상황에 맞게 모사할 수 있도

록 성능평가 장치를 구성하 으며, Fig. 3에 핵심부
품 성능평가 장치를 나타내었다. 천연가스 버스에
서 사용하는 핵심 부품들을 최 한 사용함으로서 

유동특성이나 온도특성이 실제 상황에 가깝도록 하

다. 귤 이터 성능평가의 경우 토출유량이 많기 

때문에, 평가장치에 사용되는 시험가스는 안 상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질소가스로 신하 다.
천연가스 버스에서 엔진으로 공 되는 연료의 유

량은 FMV를 통해서 제어되며, 0 kg/h(엔진 시동 )
에서 50 kg/h 이하(최  출력)까지 변화한다. 귤
이터의 제원에 나타난 최  유량 50 kg/h는 340마력 
이상의 출력에 소요되는 연료유량으로서 연료시스

템은 엔진에서 요구하는 연료유량보다 높은 유량을 

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소혼합연료 신 질소를 사용할 경우 분자량에 

따른 도차이를 고려해서 질량 유량을 부피유량으

로 변환하여 서로 상사시킬 필요가 있다. 수소혼합
연료의 분자량은 평균 13.5이며 질소분자는 28이기 
때문에 도비가 약 0.78로서 약 100 kg/h로 계산된
다. 따라서 수소혼합연료 50 kg/h는 상사시켰을 때 
질소 100 kg/h에 해당되며, 이 수치를 귤 이터 성

능평가의 기 으로 설정하 다.
귤 이터의 압력조  능력을 악하기 한 시

험으로써 일정한 공 (입구)압력 하에서 가스유량에 
한 출구압력의 변화를 측정하고, 일정한 공 압력

은 작동범  내에서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 다.
FMV의 공 연료 제어는 분사기에 인가되는 

Duty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  가능한 최

유량은 인가 Duty 100%의 유량을 측정함으로써 확
인할 수 있다. 상 으로 토출유량이 작은 FMV의 
경우는 성능평가 시 실제 수소혼합연료를 사용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FMV와 성능이 개선된 
FMV에 해서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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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엔진 용 성능 평가

각각의 핵심부품의 실제 엔진에서의 용성 평가

를 하여 기존의 천연가스 엔진을 기 로 하여 수

소를 CNG와 체 비 30%로 혼합한 HCNG를 공 하

고 제어하기 한 장치를 구성하 다.
CNG 연료는 20 MPa 정도로 충 이 가능한 고압

연료용기를 사용하 으며, 귤 이터 통하여 0.7 
MPa로 감압한 후 FMV에 공 된다. 요구 연료 유량
의 제어는 FMV를 통해 이루어지고, 믹서에서 공기
와 혼합이 이루어진 혼합기가 흡기매니폴드 단으

로 공 된다. 이때 연료량은 FMV에 의해 제어되며, 
MFM (Mass Flow Meter)를 이용하여 유량측정을 하
다. 귤 이터에서 감압된 연료의 팽창에 의한 

냉각을 방지하기 하여 40°C를 유지할 수 있는 열
교환기를 장착하 다. HCNG 연료는 12 MPa로 충
된 여러 개의 고압수소가스용기를 병렬로 연결하

고 귤 이터 단에서 공 하여 기존의 연료공

시스템을 이용하 다.
EMS(Engin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실

험조건에 따라 연료 분사량, 화시기  공연비를 
제어 하 으며, 와 류식 동력계(Schenck co.)를 이
용하여 엔진의 회 수  부하를 제어하 다. Lambda 
meter(LA 4, ETAS co.)를 이용하여 공연비를 측정하
으며, 화 러그형 압력센서와 연소해석기

(DEWETRON co.)을 통하여 연소압력 데이터를 취
득하 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 운
조건에서 최 효율을 성능을 나타내는 Minimum 

advance for best torque(MBT) 화시기 조건에서 기
본 인 실험을 진행하 으며, 각각의 부품의 특성
에 따른 운 조건에서의 분석을 달리하 다. 

Table 2 Engine operating condition

Fuel speed
[rpm]

Torque
[Nm] Lambda Ignition timing

[BTDC, CAD]

CNG
1,260

575 1.7 46

1,150 1.7 42

2,100 970 1.6 40

HCNG
1,260

575 1.9 42

1,150 1.8 38

2,100 970 1.7 34

3. 실험 결과

3.1 귤 이터 압력 제어 특성

연료압력제어를 한 귤 이터의 가장 이상

인 기능은 입구 측으로 공 되는 가스의 압력과 온

도에 계없이 가능한 한 일정한 압력과 온도의 가

스를 출구 측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실 으로 불가능하며 귤 이터의 설계

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귤 이터의 기본 성능 시험은 6개의 공 (입

구)압력 조건 (20, 15, 10, 5, 2.5, 1.5 MPa)에서 0 ~ 100 
kg/h의 유량에 해 실시되었다. 20 MPa는 재 국
내에서 충 되는 최고 압력이며 1.5 MPa는 귤
이터의 최소 운 조건 1.72 MPa 아래의 조건으로 다
소 가혹한 조건이다. Fig. 4에 각 공 압력에 해 실

시된 기본 성능 시험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0에서 
100 kg/h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20 이며 유량제어

밸 에 의해 일정한 질량유량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공 압력 1.5 MPa에서는 약 93 kg/h까지 유량공
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최소 공 압력인 1.72 

MPa를 무난히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CNG 연료를 사용할 경우 CNG 연료에 비해 공
유량이 약 124-127% 정도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 유량 122 kg/h 조건에서의 특성이 공 되어야 

한다. 다른 공 압력 조건에 비해 출구압력이 감소

되지만 0.7 MPa 이상을 유지하고, 공 압력 1.5 MPa 
조건은 극한 조건에서의 성능 특성을 악하고자

Fig. 4 Pressure control characteristics of regulator with dif-
ferent inlet pressur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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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조건이기 때문에 기본 성능 시험에 한 엔

진 특성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하

다.
실제 엔진에서의 귤 이터의 연료유량에 따른 

제어압력  토크 성능 변화를 찰하기 하여 정

격 출력 조건인 2,100 rpm, 970 Nm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Fig. 5와 Fig. 6은 각각 시간에 따른 토크 
 공기과잉율의 변화와 고압연료용기  귤 이

터 출구압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경과
하여 연료가 소모됨에 따라서 연료용기의 압력이 

선형 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귤 이터의 압력 

조 에 의해 출구압력, 제원 상의 토크  공기과잉
율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탱크
압력이 3.6 MPa 이하가 되면 귤 이터 출구압력

과 토크 값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그 폭이 10% 이내
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성능이 만족할만한 수 이

다. 연료용기의 압력이 1.0 MPa 이하에서는 격하

Fig. 5 Torque and excess air ratio versus time with HCNG 
fuel at 2,100 rpm, 970 Nm, λ = 1.7, BTDC 34 CAD

Fig. 6 Natural gas tank pressure and fuel pressure with HCNG 
fuel at 2,100 rpm, 970 Nm, λ = 1.7, BTDC 34 CAD

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언 한 바

와 같이 최소공 압력 이하의 극한상황에 해당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엔진의 정상 인 운 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2 FMV 유량 토출 특성

기존의 천연가스차량용 FMV는 하나의 모듈로서 
8개의 가스분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유량토
출 특성은 분사기의 토출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최  토출 유량 확보 검증 실험을 하여 성능평

가 장치에서 모듈 의 1개의 분사기를 이용하여 최
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속도인 1,260 rpm  2,100 

rpm을 모사한 각각 10.5Hz, 18.33Hz 분사주기 조건
에서 분사기 인가 Duty 즉, 분사기간 증가에 따른 토
출유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7과 Fig. 8은 각각 기존 분사기와 개선 분사기
의 최 토출유량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토출
유량은 펄스폭 증가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하고, 
각 주 수에 따른 최  분사기간을 인가하면 기존 

분사기의 경우 최  유량값인 157 LPM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개의 분사기가 하나의 모듈을 이
루는 FMV의 구조상 최 공 유량은 1,256 LPM으
로 결정되게 되고, 이 게 될 경우 HCNG 연료를 사
용하 을 때 정격출력 조건에서 요구되는 연료유량

을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한 응을 해 유량이 증가된 분사기의 

용이 요구되었으며 개선 분사기를 이용하여 토출 

유량을 실험한 결과, 245 LPM의 토출 유량값을 확

Fig. 7 Flow rate characteristics for traditional injector 
according to injection duration



HCNG 엔진용 연료시스템의 용성 평가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21, No. 2, 2013 151

Table 3 Engine operating condition

Fuel Speed (rpm) Load (Nm) Injection 
Frequency (Hz)

Injection duration
(ms) Duty (%) Fuel flow rate

(l/min)

CNG
1,260 575 10.5 23.0 24.1 334.319
1,260 1150 10.5 45.9 48.0 648.369
2,100 970 17.5 45.9 80.1 1055.786

HCNG
1,260 575 10.5 26.7 28.0 399.024
1,260 1150 10.5 48.7 51.2 758.442
2,100 970 17.5 52.2 91.3 1242.348

Fig. 8 Flow rate characteristics for new typed-injector 
according to injection duration

인하 다. 개선 FMV의 최 공 유량이 2,450 LPM 
정도로서 HCNG엔진의 요구유량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개선 FMV의 실제엔진에서의 용성을 평가하기 
해 각각의 운 조건에서 분사기에 인가되는 제어 

Duty를 비교, 검토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정
리하 다. 엔진의 회 수와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연료유량이 증가하여 인가 Duty가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HCNG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운
되기 해서는 CNG에 비해 많은 유량의 연료가 필요
하기 때문에 분사기에 인가되는 Duty도 증가되었다.
정격출력 조건인 2,100 rpm, 970 Nm 조건의 경우 

Duty 값이 91.3%로서 ECU 상의 제한치로 설정되어 
있는 95%에 근 하기 때문에 엔진의 운 안 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한 상기의 실험조건
은 귤 이터의 하류 측의 압력이 0.676 MPa로 유
지되었을 경우이나, Fig. 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하
류 압력이 감소될 경우 보정을 해 인가 Duty가 증
가하게 되면 제한치를 상회하여 오류경고를 보내게 

된다. 따라서 HCNG 엔진에서 개선 FMV를 용하
더라도 제어 Duty는 귤 이터에 의해 제어되는 

압력에 지배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 안정성을 

해 8개로 구성되는 FMV 모듈의 분사기 개수가 
최소한 10개까지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3.3 믹서 유량확보  분배 특성

Fig. 9는 차량용 천연가스엔진의 주요 운 역

인 1,260 rpm, 575 Nm 조건의 MBT 화시기에서 

CNG와 HCNG 연료를 사용했을 때 실린더별 공기
과잉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료의 종류에 계
없이 실린더 별 공기과잉율의 편차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공기과잉율은 실린더별 분배특성을 나
타내는 요한 척도로써 기존의 천연가스엔진용 믹

서의 분배특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Fig. 10은 각 실린더별 연소효율을 나타낸 것으로 

서 1번과 6번 실린더의 연소효율이 상 으로 낮

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직렬 6기통의 구조를 갖는 
상엔진의 1, 6번 실린더가 최외각에 치하고 한 
측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 으로 

실린더의 온도가 낮아 나타나는 상으로 단된

다. 연소실 온도의 감소는 연소온도의 감소를 야기

Fig. 9 Cylinder variation of excess air ratio at 1,260 rpm, 575 
Nm, MBT spark timing opera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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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ylinder variation of combustion efficiency at 1,260 
rpm, 575 Nm, MBT spark timing operating condition

하고 연소가 완 히 끝나기 에 연소실 내의 틈새

와 같은 국부 으로 온도가 낮아 소염이 일어날 가

능성이 높다. 
연소실 온도에 의한 향은 연소안정성에도 향

을  수 있으며, 연소안정성의 경향을 정량 인 수치

로 보여주는 도시평균유효압력의 변동율(COVIMEP) 
값의 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1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안쪽에 치해 있는 2-4번 실린더에 
비해 가장자리에 치한 1,6번 실린더의 COVIMEP 
값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체 으

로 3% 이하의 안정 인 연소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HCNG의 경우 CNG에 비해 개선된 연소안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안정 인 운 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과 으로 상기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1, 6

번 실린더에서 연소효율이 낮고 연소안정성이 악화

되는 경향은 믹서의 분배특성  연료변화에 의한 

향보다는 엔진의 구조  특징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연료유량에 비해 많은 양의 흡입공기와 혼합을 

유도하는 믹서의 경우 연료가 토출되는 구멍의 크

기가 작고 이때 발생되는 항 특성이 연료의 최  

토출 유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엔진의 최  출력 성

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한 
기존 믹서의 최  출력성능 확보 여부를 검토하기 

해 기  측정 자료 의 하나로서 엔진 실험  

Fig. 12와 같이 마노미터를 이용하여 연료 측 상류압
과 믹서 하류압의 차압  믹서 후단 차압(믹서 상
류압과 믹서 하류압)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Fig. 13은 정격출력 조건인 2,100 rpm, 970 Nm 조
건에서 연료유량  연료 상류압과 믹서 하류압의

Fig. 11 Cylinder variation of COVIMEP at 1,260 rpm, 575 
Nm, MBT spark timing operating condition

Fig. 12 Measurement position and method for differential 
pressure of mixer 

Fig. 13 Fuel flow rate and pressure differences of mixer

차압  믹서 후단 차압을 나타낸 것이다. 상믹
서의 경우 HCNG 연료에 해서 차압이 증가하 으

나 차압의 최 값이 5 kPa이하로써 크지 않고, 출력
성능을 발휘하기 한 요구유량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항 특성은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CNG 엔진 개발의 일환으로 수
소와 CNG가 체 비율 30%로 혼합된 HCNG를 CNG 
엔진에 용하여 연료공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귤 이터와 FMV  믹서의 연료공 특성과 실린

더별 연소특성  배출가스특성을 찰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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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귤 이터의 용량은 정격 출력에 요구되는 유

량을 만족하며, 고압연료용기의 압력이 3.6 MPa 
이하에서 토크 값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그 폭이 

10% 이내를 유지하기 때문에 HCNG 연료에 
용 가능하다.

2) HCNG 엔진에서 개선 FMV를 용하더라도 제
어 Duty는 귤 이터에 의해 제어되는 압력에 

지배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FMV 모듈을 구성
하는 분사기의 수가 최소한 10개까지 증가되어
야 할 것으로 단된다.

3) 믹서에 의한 혼합기 분배 편차는 양호하 으며 

출력성능 확보를 한 유량 토출  항 특성을 

만족하 다.
결론을 종합하면 CNG 엔진의 연료공 시스템의 

주요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분사기 수의 증가 등의 

보완을 통해 HCNG 엔진에 용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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