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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activity controlled compression ignition (RCCI) is the technology that provides two different types of fuel to the

combustion chamber with the advantage of significantly reducing particulate matter and nitrogen oxides emissions.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lean combustion, combustion efficiency is worsened. The conventional type of pistons for con-

ventional diesel combustion (CDC) has mostly been used in the researches on RCCI. Because the pistons for CDC are opti-

mized to enhance flow and target spray, the pistons are unsuitable for RCCI. In this study, a piston that is suitable for RCCI

is designed to improve combustion efficiency. The new piston was designed by considering the factors such as squish geom-

etry, bowl depth, and surface area.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by fixing the energy supply to 0.9kJ/cycle and 1.5kJ/cycle

respectively. The two pistons were quantitatively compared in terms of thermal efficiency and combustion efficiency.

기호설명

RCCI : reactivity controlled compression ignition

CDC : conventional diesel combustion

PM : particulate matter

NOx : nitrogen oxides

HCCI : homogene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

PCCI : premixed charge compression ignition

MPRR : maximum pressure rise rate

SOI : start of injection

UHC : unburned hydrocarbon

CO : carbon monoxide

CAD : crank angle degree

CAD aTDC: crank angle degree after top dead center

COV : coefficient of variance

ITE : indicated thermal efficiency

Comb. : combustion

Exh : exhaust

HT : heat transfer

1.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유해배출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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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엔진 분야에서도 친환경

적인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디젤 미립자 필터

(diesel particulate filter, DPF), 디젤 산화 촉매(diesel oxi-

dation catalyst, DOC), 선택적 환원 촉매(selective cata-

lytic reduction, SCR) 등의 후처리 장치를 개발, 적용함

으로서 이러한 수요를 맞추어왔다. 그러나 질소 산화물

(nitrogen oxides, NOx)이나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

ter, PM)과 같은 유해 배기 배출물에 대한 규제가 급격

히 강화되면서 후처리 장치에만 의존하여 규제에 대응

하기에는 과도하게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엔진 내 연소 기술의 발전을 통해 규제를 충족

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디젤 엔진의 유해 배기 배출물 저감 연구로서 초기에

는 균일 예혼합 압축착화(homogeneous charge compres-

sion ignition, HCCI), 부분 예혼합 압축착화(premixed

charge compression ignition, PCCI) 등의 디젤 기반의 단

일 연료 신연소기술이 주로 연구되었다.(1-3) 그러나 이

기술들은 연소의 제어를 예혼합된 디젤의 자발화에 의

존하므로 제어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부하 운

전조건에서 혼합기의 다발 점화로 인하여 실린더 내부

최대 압력 상승률(Maximum pressure rise rate, MPRR)

이 크게 높아져 과한 소음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엔진

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4).

이러한 단일 디젤연료 기반의 신연소 기술의 운전 범

위 제한 문제와 연소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소

기술이 바로 반응성제어 압축착화(reactivity controlled

compression ignition, RCCI)이다(5). 연료의 자발화 특성

을 이용하는 신연소 기술에서는 엔진이 어떠한 속도와

부하로 운전하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연료의 반응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료를 많이 연소시키는 고부하 조

건에서는 높은 당량비의 혼합기가 형성되게 되는데 따

라서 이른 타이밍에 연소가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화 저항성이 높은 저반응성 연

료가 적합하다(6). 반대로 저부하 조건에서는 연료 공기

혼합기의 당량비가 낮아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니다. 이러한 불완전연소를 방지

하기 위하여 자발화 특성이 높은 고반응성 연료가 적합

하다. 

반응성제어 압축착화에서는 이러한 반응성이 다른 두

가지 연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넓은 범위의 운전 조건에

서 저온의 연소를 구현한다(7). 먼저 높은 옥탄가의 저반

응성 연료인 천연가스는 흡기 행정 중 균질한 연료-공

기 혼합기의 상태로 공급된다. 이후 고반응성 연료인 디

젤은 연소실 내부로 직접 분사되어 성층화된 상태로 연

소가 일어나게 된다. 압축행정이 끝나는 시점에 디젤이

분사되는 일반 디젤 연소 와는 달리, 반응성제어 압축착

화 연소에서는 압축행정의 중기에 디젤이 분사된다. 따

라서 디젤이 착화가 되기에는 낮은 온도, 압력의 혼합기

로 분사되어 천연가스-공기 예혼합기 환경에서 미립화

및 혼합이 발생한다. 이후 피스톤이 상승하여 천연가스,

디젤-공기 혼합기가 압축되어 착화될 수 있는 고온, 고

압의 환경이 조성되면 반응성이 높은 디젤에서부터 착

화가 일어난다. 이 때 디젤이 진각된 시기에 분사되어

혼합될 시간이 많을수록 국소적인 당량비와 반응성이

낮아지게 되어 상사점 근처에서 연소가 시작되게 되어

연소상이 지각된다. 이와 더불어 두 연료의 공급 비율에

따라 연소실 내 반응성 분포를 제어함으로써 연소상과

연소기간의 제어 또한 가능하다(8-9).

저온 연소를 구현하여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저감과 동시에 운전 영역 확장과 연소 제어 성능 향상

에 성공하였음에도 반응성제어 압축착화 연소는 불완전

연소에 의해 미연 탄화수소(unburned hydrocarbon, UHC)

와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CO)를 많이 배출한다

는 단점을 지닌다(7). 이는 연료의 자발화에 의존하는 근

본적인 문제 때문이며 원인으로는 틈세체적 효과(crev-

ice volume effect)와 과도 희박으로 인한 소염 현상(bulk

quenching effect) 등을 들 수 있다(10-12).

먼저 틈새 체적이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영역으

로 얕고 넓은 구조를 띄어 열전달 손실이 매우 큰 구조

를 지녀 연소가 일어나기에 불리한 영역이다. 반응성제

어 압축착화를 구현할 때, 흡기 행정 중 공급된 저반응

성 연료와 공기의 혼합기는 연소실 내부 전체로 균질하

게 분포하게 되는데 틈새체적으로도 퍼지게 된다. 틈새

체적에 머문 이 혼합기는 열손실로 인하여 낮은 온도로

유지되어 연소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미연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형태로 다량 배출된다(10).

다음 원인으로는 혼합기 소기 현상을 들 수 있다. 혼

합기 소기 현상이란 과도 희박한 혼합기에서 화염이 전

파되지 못하고 소염(quenching)되는 현상이다. 반응성제

어 압축착화 연소 전략에서는 당량비를 낮추어 낮은 온

도에서 연소를 시킨다. 연소가 안정적으로 일어나기 위

해서는 혼합기의 온도가 가연 한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반응성의 저하로 혼합기에서는 높은 온도가 유지

되지 못하여 착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소염되는 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연료 공급량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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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부하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문제로 나타난다(11).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제어 압축착화의 저, 중부하 운전

영역에서의 낮은 연소효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스톤의

형상 변경 전략을 적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반응성제어

압축착화 연소의 연구에서는 일반 디젤 연소용 피스톤을

사용하였다. 일반 디젤 연소에서는 커먼레일을 통해 고압

으로 디젤을 분사하는 방법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미립

화, 기화의 과정을 거쳐 확산에 의한 연소를 한다. 따라서

공기와의 혼합, 확산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스톤 형상

또한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13).

Fig. 1은 일반 디젤 연소를 위한 전형적인 디젤 엔진 피

스톤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디젤과 공기의 혼합을

위하여 디자인되었다(13). 디젤이 고압으로 분사되는 것을

피스톤의 돌출부를 향해 고압분사로부터 유도되는 연료

의 유동을 활용하여 혼합을 원활히 하는 형태의 설계

이다. 또한 넓고 얕게 분포된 스퀴시(squish) 영역의 구조

를 통해 압축행정 근처에서 스퀴시 유동을 강화시켜 혼합

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다.

Fig. 2는 가솔린/디젤 반응성제어 압축 착화 연소와 일

반 디젤 연소의 연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한 그림이

다(5). 반응성제어 압축착화의 경우 연소실 내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반면, 일반 디젤 연소의 경우,

분무에 따라 디젤이 분포하는 곳 주변에서 연소가 주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료와 공기가 충분히 혼합

되어 연소실 내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저온의 연소를 구현

하는 반응성제어 압축착화의 경우, 일반 디젤 연소용 피

스톤 형상의 목적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피스톤

형상 설계를 통해서 연소를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상의 피스톤을 설계하

여 기존의 피스톤 형상과 비교함으로서 연소효율의 개선

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피스톤 형상이 반응성제어 압축착

화의 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 인자 별로 면밀히 분석

하고자 한다. 

Splitter, D. 등은 반응성제어 압축착화 연소에서 피스톤

보울의 형상과 압축비가 연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구현을 통해 연구하였다(14). Fig. 3은 위의

연구에서 쓰인 피스톤 형상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보울

의 깊이와 스퀴시 높이를 달리한 피스톤으로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여 Fig. 4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보울의 깊

이가 깊어질수록 체적당 표면적 비율이 증가하므로 열

전달 손실은 증가한다. 연소 손실은 증가하였다가 감소

하는 거동을 보인다. 이는 보울의 깊이 증가로 스퀴시

영역이 얕아져 연소 온도 유지에 불리한 형상이 되어

연소손실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스퀴시 체적이 감

Fig. 1 Typical piston design of conventional diesel(12)

Fig. 2 Comparison of reactivity controlled compression

ignition and conventional diesel combustion(13)

Fig. 3 Dimensions of the piston used in the simulation(13)

Fig. 4 Result of simulation based on piston geometr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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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연소손실이 저감되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열전달 손실과 연

소 손실모두 낮은, 보울 깊이가 얕은 형상일수록 열효율

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스톤 형상 변경 전략을 통해 반응성

제어 압축 착화 엔진의 연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소실

형상 관련 인자를 변경하여 피스톤을 설계, 제작한 뒤,

피스톤 형상 변경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연료 공급 조

건을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

지 밸런스 분석을 통해 피스톤 형상 변경의 효과를 에

너지 손실 인자 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실험 장치 및 조건

2.1 실험 장치

2.1.1 엔진 및 측정 장치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6 L급 대형디젤엔진을 연구목

적에 맞게 단기통으로 개조한 엔진을 사용하였다. Table 1

에 해당 엔진의 구체적인 사양을 나타내었다. 엔진의 배

기량은 0.982 L, 엔진 보어는 100 mm, 스트로크는

125 mm, 압축비는 17.3:1이다. Fig. 5은 구축된 엔진실험

장치들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흡기 압력의 측정은 흡기

관에 압전저항 방식의 압력센서(4045A5, Kistler)를 장

착하여 측정하였다. AC동력계를 이용하여 단기통 엔진

의 구동 및 회전 속도를 제어하였다. 디젤 연료의 분사

량은 연비계(733S, AVL)를 통해 계측하였다. 천연가스

는 가스 유량 제어 장치(F-202AV, Bronkhorst)에 의해

제어되며 일정한 유량으로 흡기포트에 공급된다. 엔진

의 크랭크축에 장착한 회전형 엔코더의 신호를 이용하

여 연료의 분사시기를 0.2 크랭크각(crank angle degree,

CAD) 간격으로 제어하였다. 실린더 내부 압력은 압전소

자 방식의 압력센서(6052C, Kistler)를 통해 측정되었다.

연소의 결과로 배기관를 통해 나오는 배기 배출물 중 탄

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질소 및 산

소의 농도를 배기가스 분석장치(7100D-EGR, HORIBA)

로 측정하였고, 입자상물질은 스모크 미터(415S, AVL)로

측정하였다. 또한 데이터 취득 시스템(CompactRIO,

National Instruments)을 이용하여 디젤 분사기를 제어하

고 각종 성능 데이터와 연소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2.1.2 피스톤

실험에 쓰인 피스톤 형상은 두 가지로 Fig. 6에 나타

내었다. 본래의 일반 디젤 엔진용 Stepped lip 형태의 기

존 피스톤(Stock piston)과 새로 설계한 Bathtub 형태의

개선 피스톤(Modified piston)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1.2절에서 서술한 피스톤 형상 설계 인자의 영

향을 고려하여 개선 피스톤을 설계하였다. 먼저 연소실

표면적을 줄이기 위하여 보울의 깊이를 낮추고 평평한

형상으로 설계하였다. 기존 피스톤과 비교하여, 보울의

깊이가 10.4 mm 낮아졌다. 상사점 기준으로 연소실 체적

이 약 16990 mm2으로, 기존 피스톤의 체적인 18430 mm2

에 비해 8.9% 감소하였다. 또한 스퀴시 높이를 3.3 mm증

가시킴으로서 스퀴시 영역과 틈새 체적으로의 화염 전

파를 개선시켜 연소 손실을 줄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피

Fig. 5 Schematic diagram of engine experimental setup

Table 1 Engine specification

Item Specification

Displacement [cc] 982

Compression ratio 17.4:1

Fuel supply – Diesel Common-rail direct injection

Fuel supply – Natural gas Fumigation at intake port

Fig. 6 Comparison of pist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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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의 경우, 상사점 근처에서 연소가 일어날 때 스퀴시

의 매우 낮은 높이로 인해 위아래 벽면으로 열전달이

매우 심해 연소 온도가 낮아져 연소효율이 저하되는 문

제가 있었다. 따라서 스퀴시 높이를 높여 열전달에 의해

온도가 덜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스퀴시의 절대적인 면

적은 늘었으나 스퀴시 내의 연소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2 실험 조건

Table 2에 모든 피스톤 형상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

된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엔진의 운전속도는 1400 rpm

으로 고정하였으며 공급 연료의 에너지 총량을 고정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에너지 총량은 디젤과 천연가스

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저부하 운전을 대표

하는 조건으로 에너지 공급량 0.9 kJ/cycle은 도시평균

유효압력(IMEP) 기준 4.2 bar 수준의 부하를 나타내는

조건이다. 중부하 운전을 대표하는 조건으로서 1.5 kJ/

cycle은 IMEP 7 bar 수준의 부하를 나타내는 조건이다.

흡기 온도는 310 K으로, 냉각수온도는 350 K으로, 디

젤 분사압력은 800 bar로 고정하여 분사하였다. 디젤의

분사시기는 운전 부하별로 -60~0 상사점후 크랭크각

(CAD aTDC) 범위에서 1 CAD 간격으로 변경하며 실험

을 수행하였다. 또한 반응성제어 압축착화 연소의 저부

하 운전영역에서 실화(Misfir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IMEP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OV)를

3%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과도한 소음과 엔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압력상승율(Maximum pres-

sure rise rate, MPRR)을 15bar/CAD 미만으로 유지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천연가스 대체율(Natural gas substitution

rate, NGSR)은 식 (1)과 같이 연료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1)

이 때, 은 각각 천연가스와 디젤의 유량

[kg/h]이며, LHVNG, LHVdiesel은 각각 천연가스와 디젤의

저위 발열량[MJ/kg]을 나타낸다.

3. 실험 결과

3.1 반응성제어 압축착화 기초 실험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반응성제어 압축착화 연소의

특성을 살펴보고 실험 조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초 실

험을 수행하였다. 기초 실험의 조건은 Table 3에 나타내

었다. 저부하 영역을 대표하기 위해 IMEP 3 bar 및 6

bar의 운전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반응성제어

압축착화의 연소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입력 변수인 천연가스 대체율과 디젤 분사시기를 넓은

범위에서 변경시켜가며 실험하였다.

Fig. 7, Fig. 8, Fig. 9는 실험의 결과로 IMEP 3 bar 부

NGSR
m· NG LHVNG

m· NG LHVNG m· dieselLHVdiesel+
----------------------------------------------------------------------=

m· NG m· diesel,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Parameter [unit] Value

Engine speed [rpm] 1400

Total energy supply [kJ/cycle] 0.9, 1.5

Diesel injection pressure [bar] 800

Intake air temperature [K] 310±1

Coolant temperature [K] 350±1

Lubricant temperature [K] 343±1

Diesel fuel temperature [K] 305±2

COV of IMEP [%] under 3

MPRR [bar/CAD] under 15

Table 3 Conditions of base RCCI experiment

Item Value

Engine load (net IMEP) [bar] 3, 6

NGSR [%] 40, 50, 60, 70, 80, 90

Diesel SOI [CAD aTDC] -65 ~ -10

Fig. 7 CA50 of RCCI combustion at low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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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조건에서 반응성제어 압축착화 엔진의 연소 지표들

을 디젤 분사시기와 천연가스 대체율에 따라 도시한 것

이다. 먼저 연소상을 의미하는 CA50은 연료의 누적 열

방출이 50%가 되는 크랭크각으로 연소가 언제 일어나

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그림에서 상에서 일반적인

압축 착화 엔진의 최적 연소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

인 2 CAD aTDC인 운전점을 붉은 선으로 나타내었다.

분사 시기를 진각할수록 연소상은 진각되다가 어느 시

점을 지나면 다시 지각된다. 이는 상사점 근처에서는 디

젤이 단순히 착화제로 쓰여 분사 시기와 동일하게 연소

상이 거동하는 반면 분사시기를 진각시켜 반응성제어

압축착화 모드에 들어서는 일찍 분사된 디젤이 공기와

더 섞여 더 높은 온도의 더 압축된 상태에서 연소가 되

어 연소상이 분사시기와 반대로 거동하는 것이다.

Fig. 8은 연소 효율을 나타낸 것으로, 연소 효율은 천

연가스 대체율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반

응성 연료인 디젤의 분사량이 많을수록 연소가 잘 일어

나기 때문이다.

열효율은 연소효율이 높고 CA50이 최적에 가까울수

록 높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Fig. 7과 Fig. 8을 비교

하면 최적 연소상 운전점에서는 연소효율이 낮고 최고

연소효율 운전점에서는 연소상이 악화되는 Trade-off관

계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서 Fig. 9에 나타난 도시열효율(Indicated thermal effi-

ciency, ITE)의 최고점은 최적 연소상 보다는 최고 연소

효율 운전점에 가깝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저부하 운

전영역에서는 연소효율이 열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Fig. 10, Fig. 11, Fig. 12는 IMEP 6 bar 조건에서의 반

응성제어 압축착화 엔진의 연소 지표들을 디젤 분사시

기와 천연가스 대체율에 따른 Contour 맵으로 나타낸

것이다. 디젤 분사시기 진각에 따른 CA50 역전 특성과

낮은 천연가스 대체율에서 연소효율 상승 경향은 동일

하게 나타났다.

주의 깊게 볼 점은 연소효율과 연소상의 Trade-off관

계가 덜 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즉, 최적연소상에서 비

Fig. 8 Combustion efficiency of RCCI combustion at low

load

Fig. 9 Indicated thermal efficiency of RCCI combustion

at low load

Fig. 10 CA50 of RCCI combustion at low load

Fig. 11 Combustion efficiency of RCCI combustion at

low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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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높은 연소효율을 보인다. 이는 전체적인 연료공급

이 증가하여 당량비가 상승하면 전체적인 운전영역에서

높은 연소효율이 유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부하가 높아질수록 최적 연소상과 최고 연소효율 점

간의 간격이 좁아져, 연소효율과 연소상의 Trade-off관

계가 덜해지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IMEP 3 bar와 6 bar 두 조건의 실험을 통

해 부하별로 최대 열효율을 내는 천연가스대체율 및 디

젤 분사시기가 단일 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반응성제어 압축착화 연소에서 피스톤 간의

성능 비교를 위해서는 열효율뿐만 아니라 열효율에 영

향을 미치는 연소효율과 연소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3.2 반응성제어 압축착화 엔진의 저부하 운전 영역

에서 피스톤 변경의 효과 

Bathtub 형태의 개선 피스톤의 스퀴시 형상은 연소에

두가지 상반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Bathtub 형

상을 적용할 시 스퀴시 영역의 높이가 높아지고 거리가

줄어드는 형태로 바뀐다. 이로 인해 피스톤이 상사점으

로 접근할 때 스퀴시 외곽의 영역에서 중심부로 형성되

는 유동인 스퀴시 유동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스퀴시

유동의 약화로 외곽에 다량 분포된 디젤이 연소실 중심

부로 원활히 확산되지 못하여 중심부의 소염 현상이 증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개선 피스톤은 스퀴시

의 형상이 연소를 하기에 보다 높이가 높고 거리가 짧

은 형상으로 화염 전파를 원활하게 하고 열전달 손실이

낮은 형상이므로 스퀴시와 틈새의 연소를 개선하는 효

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부하 조건에서는 Table 2의 실험 조건에 나와있듯

0.9 kJ/cycle의 연료 공급 조건하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료 공급 조건은 약 4.3 bar imep를 내는 부하조건

으로 엔진의 저부하 운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Fig.

14는 0.9 kJ/cycle의 연료 공급 조건 하에서 각각의 피스

톤 별 크랭크각에 따른 실린더 내부 압력과 연료의 열

방출율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추가적으로 디젤 분사시

기, CA10, CA50, CA90도 도시하였다. 동등 조건에서

연소를 비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대체율을68%, 연소

상(CA50)을 약 1 CAD aTDC에 고정하였다. 연소상을

고정함으로서 연소상이 연료의 연소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한 채 두 피스톤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Table 4는 위 조건 하에서 나타난 성능 및 배기 특성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피스톤 별로 효율을 비교해보면 도시 열효율과

연소 효율 모두 개선 피스톤(Bathtub)에서 높게 나타난

Fig. 12 Indicated thermal efficiency of RCCI combustion

at low load

Fig. 13 In-cylinder pressure and heat release rate of RCCI

combustion under 0.9 kJ/cycle fuel supply condi-

tion

Table 4 Performance and emission indicators under fuel

supply conditions of 0.9 kJ/cycle

Piston geometry Stepped lip Bathtub

ITE [%] 45.69 46.82

Net IMEP [bar] 4.27 4.37

Combustion efficiency [%] 92.26 93.09

NGSR [%] 68 68

SOI [CAD aTDC] -41 -38

CA50 [CAD aTDC] 1.2 0.8

Burn duration [CAD] 27.2 29.4

Ignition delay [CAD] 34.4 30.4

CO [g/kWh] 17.4 16.0

UHC [g/kWh] 9.3 8.0

NOx [g/kWh] 0.68 0.84

PM [FSN] 0.0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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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개선 피스톤에서의 연소효율 상승은 앞서 설명

한 피스톤 형상의 변경에 따른 두가지 상반된 영향 중

스퀴시 영역 및 틈새 체적의 연소효율 개선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Fig. 13에서 개선 피스톤에서 연소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스퀴시 유동의 약화에 의한

전체적인 화염 전파 및 디젤의 확산속도 저하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Fig. 13에서 최대 열방출율을 비

교해 보면 기존 피스톤(Stepped lip)에서 더 높게 나타난

다. 즉, 개선 피스톤에서 연소 기간이 더 길고 완만한 열

방출을 보인다. 이 것 또한 스퀴시 유동과 밀접한 연관

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존의 피스톤보다 개

선 피스톤에서 스퀴시 영역의 구조 상 약하게 스퀴시

유동이 형성되므로 착화된 이후 디젤의 확산과 화염의

전파가 느리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피스톤에서 개선 피스톤으로 변경하였을 때, 먼

저 연소효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

수소는 둘다 개선 피스톤에서 감소하였다. 질소산화물

의 경우, 0.68 g/kWh에서 0.84 g/kWh로 증가하였다. 이

는 동일 연소상을 스퀴시 유동의 감소 및 착화지연의

감소로 디젤이 덜 균질해져 국부적인 연소 온도가 상승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착화지연이란 디젤 분사시기

에서 착화시점까지의 기간이다. 개선 피스톤에서 동일

연소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사시기가 지각되므로 착화

지연이 감소한다.

3.3 반응성제어 압축착화 엔진의 중부하 운전 영역

에서 피스톤 변경의 효과

다음은 중부하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이다. Table 5는

엔진의 중부하 조건인 1.5 kJ/cycle의 연료 공급조건에

서 두 피스톤이 각각 최대 열효율을 보이는 운전점의

성능 및 배기 지표이며 Fig. 14는 본 조건에서 크랭크

각에 따른 피스톤 별 실린더 내부 압력과 열방출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 때 두 피스톤모두에서 천연가

스 대체율이 90%, 연소상이 4 CAD aTDC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3.1절의 기초 실험에서 보았듯 부하가

증가하여 공급되는 연료의 양이 증가하면 연소효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연소상이 열효율을 결정하는 지배

적인 인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소효율과 연소상

의 Trade-off관계에서 연소상이 주요한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연소를 할 수 있는 4

CAD aTDC에서 연소상이 형성될 경우 가장 높은 열효

율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열효율과 연소효율을 비교하면 개선 피스톤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연소기간 또한 더 길게 나타나 저부하

조건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피스톤 변경의 효과

가 중부하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3.4 에너지 밸런스 분석을 통한 피스톤 변경 효과의

정량적 평가

본 절에서는 에너지 밸런스 분석을 통해 위의 실험

결과들을 정량화 해보도록 한다. 에너지 밸런스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3)

ITE
P

m· NGLHVNG m· dieselLHVdiesel+
---------------------------------------------------------------------=

losscomb.

m· COLHVCO m· UHCLHVFuel+

m· NGLHVNG m· dieselLHVdiesel+
---------------------------------------------------------------------=

Fig. 14 In-cylinder pressure and heat release rate of RCCI

combustion under 1.5 kJ/cycle fuel supply condi-

tion

Table 5 Performance and emission indicators under fuel

supply conditions of 1.5 kJ/cycle

Piston name Stepped lip Bathtub

ITE [%] 47.78 48.59

Net IMEP [bar] 7.43 7.56

Combustion efficiency [%] 96.04 96.87

NGSR [%] 90 90

SOI [CAD aTDC] -47 -42

CA50 [CAD aTDC] 4.2 3.8

Burn duration [CAD] 27.8 32.2

Ignition delay [CAD] 46.6 40.6

CO [g/kWh] 2.44 2.10

UHC [g/kWh] 5.72 4.40

NOx [g/kWh] 13.52 13.81

PM [FSN] 0.03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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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식 (2), 도시 열효율은 투입된 연료의 발열량 중에 일

로 전환된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 때 P는 indicated

power, 도시출력이다. 식 (3)의 는 연소손실로

배기로 빠져나간 UHC와 CO의 발열량으로 계산하며

식 (4)의 는 배기 손실로 고온의 배기가스에 남

아있는 열을 의미하며 배기와 흡입공기의 엔탈피 차이

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식 (5)의 , 열전달 손실

은 전체에서 이 세가지 요소를 빼서 계산한다. 

Fig. 15은 위의 식을 토대로 에너지 밸런스를 계산한

결과이다. 먼저 노란색으로 도시한 열전달 손실의 결과

를 보면 두 부하 조건 모두에서 열전달 손실의 저감을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존 피스톤에서 개선 피스톤

으로 변경하였을 때, 저부하 조건에서는 열전달 손실이

약 0.5% 포인트 낮아졌고 중부하 조건에선 0.4% 포인

트 낮아졌다. 이는 피스톤 형상의 변경을 통해 연소실의

표면적이 줄어 연소실에서 벽면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

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소 손실을 저감하였다. 개선 피스톤으로 변경

하였을 때, 연소 손실이 저부하 운전 조건에서는 0.8%

포인트 낮아졌고, 중부하 운전 조건에서는 0.9% 포인트

낮아졌다. 따라서 스퀴시 높이를 높여 화염 전파를 원활

히 만들어 스퀴시 영역과 틈새 체적의 연소를 개선하는

전략이 유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연소 손실

은 중부하에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높은 부하조건일

수록 연료-공기 혼합기의 당량비가 높게 나타나 소염현

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피스톤 형상 변경을 통해 피스톤 형상

에 따른 반응성제어 압축착화의 연소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피스톤을 변경한

결과, Stepped lip 형태의 기존 피스톤 대비 Bathtub 형

태의 개선 피스톤의 연소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소실 표면적을 약 8.9% 줄인 개선 피스톤을 적용함

으로써 연소실에서 열전달이 일어나는 면적을 줄여 열

전달 손실이 줄어들었다. 에너지 공급 0.9 kJ/cycle의 저

부하 조건에서 약 0.5% 포인트, 에너지 공급 1.5 kJ/

cycle의 중부하 조건에서 0.4% 포인트만큼 열전달 손실

이 줄어들었다.

개선 피스톤의 스퀴시 높이를 높여 스퀴시 영역의 화

염 전파와 온도 유지에 유리한 형상으로 설계함으로서

연소 손실을 줄였다. 에너지 공급 0.9 kJ/cycle의 저부하

운전 조건에서는 0.8% 포인트 낮아졌고, 에너지 공급

1.5 kJ/cycle의 중부하 운전 조건에서는 0.9% 포인트 낮

아졌다.

열효율이 저부하 조건에서 약 1.1% 포인트, 중부하

조건에서 약 0.8%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피스톤 표

면적의 감소로 열전달 손실이 저감되었고 새로운 스퀴

시 형상에 의해 스퀴시 및 크레비스 영역의 연소 개선

으로 연소효율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개선 피스톤 형상을 적용할 경우, 연소 기간이 증가하

고 완만한 열 방출율을 보인다. 이는 평평한 형상의 개

선 피스톤에서 스퀴시 유동이 줄어들어 화염의 전파와

디젤의 확산이 느려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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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Exh

m· exh hexh Texh( ) hint Tint( )–[ ]

m· NGLHVNG m· dieselLHVdiesel+
---------------------------------------------------------------------=

lossHT 1 ITE– losscomb.– lossExh–=

losscomb.

lossExh

lossHT

Fig. 15 Energy balance comparison between stock and bath-

tub pistons for each lo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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