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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comparative evaluation of engine cleanliness was performed on 
the transport gasoline blended with bio- alcohols, and this study was considered
to achieve the aim of greenhouse gas reduc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fuel
blended with bio-ethanol and bio-butanol showed the best engine cleaning per-
formance both on combustion chamber deposits and intake valve deposits. The
deposit control gasoline additive was effective to remove intake valve deposits.
In contrast, the amount of combustion chamber deposits were tend to increase 
even though fuels blended with bio-alcohols were used. In overall, fuels blended
with bio-alcohols, compared to fossil fuels, still showed outstanding perform-
ance in terms of engine clean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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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석유 및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가격 상승,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송용 

연료 분야에서 바이오연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1% 달성
1)
과 신기후변화체

제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달성

을 목표로 하고 있다.2) 바이오연료는 다른 신재생에

너지와 비교하여 기존 인프라의 변경, 추가 없이 사

용할 수 있는 장점
3)
이 있어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 바이오연료 보급정책은 

2015년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인 renewable fuel 

standard (RFS)를 수립한 후 2019년 기준으로 수송용 

경유에 바이오디젤 3%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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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휘발유에 바이오알코올 연료를 

혼합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국내에서는 아직 휘발유 

제품에 대한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화가 시행되지 못

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 목

표 달성을 위하여 유에 바이오알코올 연료 혼합 확

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휘발유 제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바이오알코올 

은 바이오에탄올로서 2017년 기준으로 약 270억 리

터의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이 생산되었다
4). 부탄올의 

경우 에탄올 대비 뛰어난 연료 특성으로 에탄올을 

대신할 차세대 바이오연료로 주목을 받아 2000년대 

중반부터 BP-DuPont, Gevo, Green Biologics사 등 여

러 업체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5).

최근에는 에탄올과 부탄올을 혼합한 혼합 알코올 

연료에 대한 연료특성 분석 연구
6)
도 진행되었으나, 

기존에 진행된 연구 대부분은 알코올 혼합 연료의 

연료 특성 분석이나 엔진 및 차량 평가를 통한 연소

특성
7-16)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파크 점화 엔진의 연소에 있어 또 다른 특성 중 

하나인 엔진 청정성에 있어 청정성이 나쁜 연료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흡기밸브
17)

와 연소실 내 과도한 

퇴적물
18)

이 생성되어 냉시동성 약화, 유해 배출가스 

증가, 출력 및 연비 손실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데, 바이오알코올 혼합 연료를 사용한 엔진 청정성 

연구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농도 알코올 혼합연료를 사

용하여 실제 차량 엔진에서의 흡기밸브와 연소실 퇴

적물 생성 특성 분석을 통하여 화석연료인 휘발유 

대비 수송용 친환경 대체 연료로서 바이오알코올 혼

합 연료의 엔진 청정 성능을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평가시료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함산소기제(methyl tert-bu-

tyl ether, MTBE 등)가 혼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옥

탄가(research octane number, RON)가 낮게 제조된 

sub octane gasoline에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부탄올

을 활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자동차

용 품질기준
19)

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바이오알코올을 

혼합 제조하였다. 

제품의 혼합기준은 탄소-산소-수소 구조 중 산소

함량 2.3무게% 이하 규격에 해당되는 바이오에탄올 

6% (E6, bio-ethanol 6%+sub octane gasoline 94%)를 

혼합한 연료와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성능 비교를 

위하여 바이오부탄올 6% (B6, bio-butanol 6%+sub 

octane gasoline 94%),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부탄올 

혼합 알코올 시료의 경우 운전성지수
20)

와 물성 측면

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측된 비율인 

바이오에탄올 7과 바이오부탄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알코올 연료 6% (EB6, bio-ethanol7 : bio-butanol3 

6%+sub octane gasoline 94%)6), 현재 국내 유통 휘발

유 제품에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함산소제인 MTBE 

8%를 혼합한 연료(E6 동등 수준의 옥탄가)를 포함하

여 5종의 연료에 독일 BASF사의 상용 판매 제품인 

polyisobutylene amine (PIBA) 계열의 엔진청정성 첨

가제 주입 유무를 포함하여 총 10종의 시료를 준비

하였다.

각 시료의 주요 물성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으

며, 소량의 엔진청정성 첨가제 주입(300 vol.ppm) 후 

시료 물성은 일반적으로 주입 전과 동일하므로 첨가

제 주입 시료에 대한 별도의 물성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2.2 시험방법

2.2.1 평가엔진

시험용 엔진은 국내 주요 정유사 및 자동차부품연

구원에서 엔진청정성 시험 엔진으로 사용 중인 현대

자동차의 세타 엔진을 사용하였으며 엔진 주요 Spec.

은 Table 2와 같다.

2.2.2 측정장치

측정을 위한 장치로는 엔진 내구 시험 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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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operties of evaluation samples

Spec. name Sub octane Ethanol 6% Butanol 6% EB (E7: B3) 6% MTBE 8%

Density, @15℃, kg/㎡ 716 719 721 720 718

Distillation
(℃)

10% 53.3 50.7 55.9 50.4 53,4

50% 92.3 89.2 90.9 88.1 86.8

90% 139.2 137.6 138.4 135.7 136.9

E.P 184.2 182.7 181.9 180.8 182.2

Residue (vol%) 0.9 0.9 1.2 0.6 1.1

Washed/unwashed gun, mg/100ml 0.5/1,2 less than 0.2/0.2 less than 0.2/0.2 less than 0.2/0.2 0.6/1.2

Octane 
number

RON 91.3 93.9 91.5 92.9 93.4

MON 82.7 82.6 83.9 83.5 84.2

Higher calorific value (cal/g) 11,193.0 11,018.3 10,925.5 10,946.9 11,023.1

RVP (37.8℃, kPa) 58.6 66.0 56.7 63.9 59.9

Sulfur (wtppm) 8.59 7.8 7.89 7.89 7.34

Oxidation stability (min) 480 + 480 + 480 + 480 + 480 +

Olefin (vol%) 18.24 17.24 17.1 17.31 17.06

Oxygen (wt%) 0.01 2.28 1.7 2.07 1.47

Aromatic (vol%) 13.37 12.65 12.54 12.61 12.31

Benzene (vol%) 0.58 0.55 0.54 0.55 0.54

Toluene (vol%) 2.93 2.77 2.75 2.76 2.7

C8 aromatics (vol%) 4 3.78 3.75 3.77 3.68

C9 aromatics (vol%) 4.46 4.23 4.19 4.22 4.12

C10+ aromatics (vol%) 1.4 1.32 1.31 1.31 1.27

Table 2. Specification of exprimental engine

Type
Inlined spark-ignited 

4 stoke 4cylinder engine

Displacement  1,988 cc

Valve mechanism
DOHC 

(direct attack with hydraulic tappets)

Bore × stroke 86.0 mm × 86.0 mm

Compression ratio 10.5:1

Max. power 144 ps/6,000 rpm

Max. torque 19.1 kg·m/4,250 rpm

Combustion chamber Pent roof

Piston head Flat

Intake charging Naturally aspirated

Fig. 1. AVL list GmbH EC 240 kW engine dynamometer

을 통한 분석을 위하여 Fig. 1의 오스트리아 AVL사

의 엔진동력계(EC240 kW)를 사용하였다. 

또한, 청정성 측정 항목 중 deposit 두께 측정에 사

용된 장비는 도막두께 측정기로서 비자성 금속 위의 

절연피막 측정에 사용되는 고주파 와전류방식을 채

용한 장치(일본 KETT사 제품)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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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ation of coating thickness Tester

Model LH-200J

Measurement format Eddy-current

Object of 
measurement

Insulating coatings on 
non-magnetic
metal substrates

Measurement 
range

0-800 ㎛ or 32.00 mils

Measurement 
precision

Under 50 ㎛ : ±1 ㎛   
(absolute error)

50 ㎛ or greater: ±3% 
(relative error)

Table 4. Test mode 

Stage
Engine speed 

(rpm)
Engine torque

(N·m)
Time
(min.)

1 2,000 23 4

2 2,800 86 8

Fig. 2. Piston top deposit thickness measuring point

Fig. 3. Cylinder head deposit thickness measuring point

으며 제품 사양은 Table 3과 같다.

2.2.3 평가모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일찍이 엔진 퇴적물이 엔진

에 미치는 문제점과 이러한 퇴적물을 제어하기 위한 

첨가제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

행되어 미국의 경우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유럽

의 경우 연료 및 윤활유 성능 시험 개발을 위한 합동

위원회(CEC)에서 표준 시험방법을 제정하여 공인 

시험방법으로 준용되고 있다
21-24). 

국내의 경우 최근에 들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국

내 실정에 맞는 엔진 퇴적물 성능 평가방법에 대한 

시험법 정립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

으나, 아직까지 국내 공인 시험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유 업계에서의 다

년간의 시험 경험을 토대로 엔진다이나모미터를 활

용한 시험법인 미국 ASTM D6201을 국내 생산 엔진

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엔진 청정성 시험을 진행하

였다.

엔진 시험모드는 Table 4와 같이 한 사이클을 구

성하여 100시간 연속 운전을 수행하였다.

엔진의 크랭크축과 동력계는 직결하여 부하를 제

어하면서 토크를 측정하였으며, 냉각수 및 엔진오일 

공급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엔진으로 들어가는 냉각

수 온도는 90±3℃, 엔진오일은 101±3℃, 흡기온도는 

32±3℃로 제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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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ake valve deposit vs. combustion chamber deposit (without deposit control gasoline additive)

Fig. 4. Intake valve deposit vs. combustion chamber deposit (with deposit control gasoline additive)

시험용 엔진은 시험 진행 전 실린더 헤드를 분리

하고 밸브 분해 후 각 부품의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

으며 흡기밸브 및 실린더 헤드 구성품은 매 시험마

다 신품으로 교체 사용하였다. 흡기밸브의 경우 조립 

전에 정밀 저울을 사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시

험 후 다시 분해하여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흡기밸브 

퇴적물의 양을 측정하였다. 또한, 연소실 퇴적물의 

경우 엔진을 충분히 식힌 다음 각 실린더별로 실린

더 헤드부 및 피스톤 상단부 퇴적물의 두께를 먼저 

측정하였으며 이후 브러쉬로 깨끗이 긁어서 연소실 

퇴적물 양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시험 연료별 

퇴적물의 양은 시험 엔진의 흡기밸브 및 연소실 퇴

적물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연소실 내 퇴적물 두께 측정 위치는 Fig. 2 및 Fig. 3

과 같으며 가능한 전체 연소실 내 퇴적물층을 대표

할 수 있는 부위를 포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평가 연료의 연료적 특성

평가에 사용된 연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상 자동차용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으로

서 옥탄가(RON)는 바이오에탄올 자체의 높은 이론



차규섭⋅노수영     433

Vol. 30, No. 5, October 2019 Transactio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

Fig. 7. Thickness results of combustion chamber depsosit 

Fig. 6. Ethanol 6% intake valve deposit (without vs. with addi-
tive)

적 RON (111 수준)으로 인하여 평가 대상 연료 중 

E6 제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엔진 청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성인 올레핀
25)

과 고비점 방향족(C10+ aromatics) 

성분 및 gum의 경우 sub octane gasoline 대비 바이

오알코올의 첨가분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엔진 청정성 평가에서 sub octane 

gasoline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 바이오알코올 혼합에 따른 엔진 청정 특성

3.2.1 흡기 및 연소실 퇴적물 무게 변화

Fig. 4와 같이 평가 시료에 엔진청정성 첨가제를 

주입한 경우 base (sub octane gasoline) 대비 바이오

알코올 혼합 연료 및 MTBE 혼합 연료는 흡기밸브와 

연소실 퇴적물에서 전체적으로 우위를 나타내었으

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부탄올을 7:3 비율로 6% 

혼합한 EB6 연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엔진

청정성능을 나타내었다.

Fig. 5의 경우 엔진청정성 첨가제를 주입하지 않

은 경우로 첨가제를 주입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알코올 혼합연료가 흡기밸브와 연소실 퇴적물

에서 전반적으로 우위를 나타내었다. 반면 MTBE를 

혼합한 경우 sub octane gasoline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바이오알코올 혼합 연

료가 엔진 청정성 측면에서 보다 뛰어난 효과를 가

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오알코올 연료에 첨가

제를 주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에탄올과 바

이오부탄올을 7:3 비율로 혼합한 EB6 연료에서 상대

적으로 가장 우수한 엔진청정성능을 나타내었다. 

EB6 연료가 E6나 B6 연료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좋

은 청정성을 보인 것은 Table 1의 물성 분석 결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distillation 후 남은 가장 적은 

양의 고비점 residue와 상대적으로 높은 산소함량을 

가진 연료 물성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첨가제 주입 전후를 비교시 연소실 퇴적물의 경우 

첨가제를 주입하였을 경우가 첨가제를 주입하지 않

았을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고분자의 청정성 첨가제가 연소실에서 완전히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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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일부가 연소실 내부에 축적되면서 일어

나는 현상 때문으로 추정된다. 

엔진청정성 첨가제를 주입한 경우 첨가제를 주입

하지 않은 경우보다 엔진청정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

한 흡기밸브 퇴적물이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휘발유 

엔진에서 향후 바이오알코올 혼합 연료를 사용하더

라도 필드에서 엔진 성능 저하(연비 악화, 배출가스 

증가, valve sticking, octane requirement increase 등)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엔진청정성 첨가제의 

추가 주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2 연소실 퇴적물 두께 변화

Fig, 7과 같이 연소실 퇴적물의 두께 변화 또한 

EB 6% 혼합 연료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연소실 퇴적물 무게 변화의 경우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첨가제 주입 전 혼합 연료의 경우 피스톤 상단의 

퇴적물이 실린더헤드 상의 퇴적물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첨가제를 주입한 경우는 반대의 결과를 보

여 주는데 이는 혼합기내에 포함된 청정성 첨가제의 

효과로 인하여 피스톤 상단의 퇴적물 일부는 씻겨 

나가서 퇴적물 두께가 동등하거나 저감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실린더 헤드부에 부착된 퇴적물의 경우 

완전 연소되지 못한 고분자의 첨가제 일부가 배기밸

브를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추

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수송분야 휘발유의 대체 연료로서 바이

오알코올 혼합 연료가 엔진 청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엔진 청정성 첨가제 주입 유무에 따른 효

과까지 평가하였다.

1) 함산소 기제인 바이오알코올과 MTBE 혼합에 

의한 희석 효과로 엔진 청정성과 관련된 밀접한 물

성인 올레핀과 고비점 방향족(C10+ aromatics) 성분 

그리고 gum이 sub octane gasoline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흡기 및 연소실 퇴적물의 무게는 엔진청정성 

첨가제 주입 유무와 상관없이 바이오알코올 혼합 연

료의 엔진청정성이 전반적으로 우위를 나타내었으

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부탄올을 7:3 비율로 혼합

한 EB 6 연료에서 가장 우수한 엔진 청정성을 나타

내었다. 

3) 연소실 퇴적물 두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연소

실 무게 변화와 동일하게 바이오알코올 혼합연료가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4) 엔진청정성 첨가제의 경우 흡기밸브 퇴적물 제

거에는 효과적이나, 바이오알코올 혼합 연료를 사용

하더라도 연소실 퇴적물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경

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존 화석계 연료에 대비

해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청정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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