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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급 산소 MILD 연소에 관한 실험 및 수치해석적 연구
An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y on the Oxy-MILD Combustion at 
Pilot Scale Heat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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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LD (Moderate and Intense Low-oxygen Dilution) combustion using oxygen as an oxidizer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combustion technologies for high energy efficiency and for reducing nitrogen oxide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ozzle angle and oxygen velocity conditions on the formation of oxygen-MILD
combustion, numerical and experimental approaches were performed in this study. The nume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recirculation ratio (), which is an important parameter for performing MILD combustion, was increased in the main reaction
zone when the nozzle angle was changed from 0 degrees to 15 degrees. Also, it was observed that a low and uniform
temperature distribution was achieved at an oxygen velocity of 400 m/s. The perfectly invisible oxy-MILD flame was observed
experimentally under the condition of a nozzle angle of 10° and an oxygen velocity of 400 m/s. Moreover, the NOx emission
limit was satisfied with NOx regulation of less than 8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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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당량비

 ：재순환율

 ：산소제트분석선

 ：산소노즐각도 [°]
 ：노즐직경 [mm]
 ：유량 [Nm³/hr]
 ：유속 [m/s]
 
하첨자

fuel ：연료

oxygen ：산소

1. 서  론

최근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많은 연구와 도입이 시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화석

연료는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철강 산업분야에서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1) 대부분의 

생산과정에서 가열로의 연소를 통해 소재의 가열 또는 

용융을 하고 있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2) 근래에 들어 가열로에 적용되는 

연소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소 후 배출

되는 고온의 배기가스와 저온의 공급되는 산화제의 열

교환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축열식 연소시스

템이 적용되어지고 있다.(3) 하지만 축열식 연소시스템

의 경우 축열설비의 가격, 내구성 및 설비의 대형화로 

인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높

은 에너지 절감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폭넓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축열식 연소시스템은 에너

지효율은 높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대기오

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

재 대부분의 철강 산업에서는 소재의 가열을 위한 연소

반응 시 공기를 사용한 일반연소기의 경우 공기 중 약 

80%를 차지하는 질소를 동시에 가열해야 한다는 점에

서 공급열량대비 많은 열손실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산화제로 산소를 이용함으로 질소로 인해 발생되는 열

손실을 제거하여 Fig. 1과 같이 기존의 공기연소기에 대

비하여 약 30% 이상의 높은 열효율을 갖는 순 산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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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Comparison thermal efficiency of oxygen and 
air combustion.

Fig. 2  Computation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Fig. 3  3D-Grid structure of pilot scale furnace.

소기를 적용하려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대부

분의 제철회사의 경우 산소발생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낮은 공급단가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 산소를 사용

하는 경제적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하지만 사용되는 에너지의 절감효과로 발생되

는 이산화탄소의 20%, 전체 배기가스의 약 80%를 감소

시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산소연소의 높은 화염온도

로 인하여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가열로의 특성상

Air leak에 의한 Thermal NOx의 발생량이 증가되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4) 이러한 철강분야 가열로에 적용

되는 연소시스템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소

로 내부 전체를 Thermal NOx 생성 온도보다 낮게 유지

하는 MILD(Moderate and Intense Low-oxygen Dilution)
연소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 Flameless 
combustion 또는 CDC(Colorless Distributed Combustion)
라고도 불리는 MILD 연소는 연소로 내부에서 기연가스

의 강한 재순환을 통하여 산화제 및 연료가 희석되고 

기존의 화염면형태가 확장되어 화염의 경계면이 사라

지는 볼륨연소를 형성함으로서 Thermal NOx가 급격히 

생성되는 1,400℃ 이하의 온도분포를 갖으며 Thermal 
NOx의 배출을 근본적으로 저감시키는 연소기술이다.(5)

1997년도 산화제로 공기를 사용한 MILD 연소기술에 

대하여 연구한 Wṻnning(6)
은 FLOX(Flameless Oxidation)

이라 명명하였고 재순환하는 배기가스의 질량유량을 공

급되는 연료와 산화제의 질량유량으로 나눈 값으로 재

순환율()를 정의 하였고 재순환율과 연소로 내부 온

도로 나타내어지는 FLOX 형성영역을 제시한바있다. 또한 
Szegö et al.(7)

은 평행분사류를 이용한 MILD 연소의 특성

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연구하여 공기의 예열 없이도 균

일한 온도분포와 질소산화물배출의 저감을 도울 수 있음

을 밝혔다. 위의 연구들과 같이 공기를 사용한 MILD 연
소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된바 있지만 산소를 적

용한 MILD 연소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가열로에 적용되는 연소기를 모

사하기 위하여 20만 Kcal/hr 급 산소 MILD 연소기를 

설계/제작하여 연소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순수

산소를 사용함에 따른 산소제트의 농도의 희석을 극대

화할 강한 배기가스 재순환유동을 형성하기 위하여 산

소공급 속도와 공급되는 산소 노즐의 각도를 변경하여 

생성되는 충돌제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충돌

제트에 의한 재순환유동의 변화와 산소 유속변경에 의한 
연소특성변화를 상용전산해석프로그램인 Ansys fluent 
R16.0을 통하여 3차원 수치해석 하였으며 도출된 조건

들을 실제 pilot급 연소실에서의 연소실험을 통해 산소 

MILD 연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수치해석 모델 및 조건

2.1 연소로 모델링

수치해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은 직경 1.5 m, 
길이 3.112 m의 원통형구조의 Pilot scale test furnace를 

모델링 하였다. 배기가스 배출을 위하여 직경 0.4 m, 길
이 1 m의 배기덕트를 모델링하였으며 내부 재순환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충돌제트의 영향을 알라보기 위하

여 산소제트의 분사 각도를 0°, 10°, 15°로 변경하여 각

각 모델링 하였다. 또한 수치해석의 시간적 비용을 단

축하기 위하여 대칭경계조건을 적용하였고 전체형상의 
1/2만을 모델링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3는 

수치해석에 적용된 연소로의 격자구조를 나타내었다. 
유동해석에 해석에 적합한 사각격자를 사용하였으며 

격자의 개수는 약 50만 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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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on conditions for each case
Case No. 1 2

Heating capacity(Kcal/hr) 200,000 200,000
Equicalence ratio(Φ) 0.85 0.85

Nozzle Angle θ(°)
0

1010
15

(mm) 20.3 20.3

(mm) 9.85
9.85
6.95
4.9

(Nm³/hr) 23.25 23.25
(Nm³/hr) 54.65 54.65

(m/s) 20 20

(m/s) 200
100
200
400

2.2 수치해석 모델

산소 MILD 연소시스템의 수치해석은 3차원 정상상

태로 가정하여 진행하였고 질량, 운동량, 에너지, 화학

종보존 방정식 및 열전달 방정식을 적용하여 수치해석

을 진행하였다. 난류모델로는 Realizable k-ε 모델을 사

용하였고 복사열전달모델은 P1 모델을 적용하였다. 난
류와 화학반응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MILD 
연소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EDC 모델(Eddy Dissipation 
Concept)을 사용하였다. 강한 내부 재순환에 의해 연료

와 산화제가 기연가스에 의해 희석되어 반응시간이 상

대적으로 길어지며 화염의 경계면이 넓어지는 MILD 
연소를 해석하는데 EDC 모델이 적합하다는 연구가 이

루어진 바 있다.(8) 연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해석하기 

위하여 19개의 화학종과 84개의 화학반응단계로 구성된 
GRI-1.2 reduced mechanism을 사용하여 Detailed chemistry
를 충분히 모사하였다.(9)

2.3 수치해석 조건

본 수치해석은 일반적인 산업용 가열로의 평균부하

강도인 0.04 를 기준한 20만 Kcal/hr급 산소 MILD 
연소시스템을 계산하였으며 각각의 계산조건을 Table 1
에 정리하였다. 벽면의 경계조건은 실험을 통해 측정되어

진 900 K 조건으로 고정하였다. 연료는 LNG의 주성분인 

메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때의 연료유량은 23.25 Nm³/hr 
이다. 당량비는 일반적으로 가열로에 적용되는 0.85로 

고정하였으며 산소유량은 54.65 Nm³/hr의 상온(300 K)
으로 공급되어진다. 연료의 노즐 직경 은 20.3 mm
로 고정되어 유속 20 m/s로 공급되어지며 산소노즐의 

직경 는 9.85, 6.95, 4.9 mm로 각각 100, 200, 400 
m/s의 유속으로 공급되어 유속변화에 의한 MILD 연소 

현상을 비교하였다. 또한 산소노즐의 각도를 0, 10, 15°
로 변경하여 충돌제트를 이용한 내부재순환의 변화가 

산소 MILD 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3.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3.1 산소 MILD 버너 설계

MILD 연소를 형성하려면 기연가스의 강한 내부 재

순환이 필요하다. 특히 산소 MILD 연소의 경우 질소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에 비해 재순환을 위한 분

사제트의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보다 빠른 유속의 산소제트가 필요하고 다

양한 유속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4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산소 MILD 버너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작된 버너는 공급되는 산소노즐의 각도를 0, 10, 15°
로 변경할 수 있게 설계되어 충돌제트를 이용한 유동

의 변화가 산소 MILD 연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분석할 

수 있다. 버너의 내부에는 수관이 설계되어 있어 수냉

식 열 교환을 통하여 연소로에서부터 전달되는 열이 버

너 및 노즐에 축적되지 않게 하고 일정한 공급 조건과 

안전한 실험환경을 유지하였다. 

3.2 실험장치

Fig. 4의 왼쪽 사진은 산소 MILD 버너가 적용될 20
만 Kcal/hr급 연소로이며 내부에는 0.5 m 두께의 내화물

과 Steel 케이스로 구성되어있다. Fig. 5는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는데 연소로의 오른쪽으로는 8개의 

R-type 열전대를 등간격으로 설치하여 연소로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였고 연소로의 왼편 및 전후방에는 가시

화창이 설치되어 있어 발생되는 화염의 이미지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화염의 이미지 측정은 Nikon D90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배출되는 배기

가스는 Testo 330 K 가스분석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측정

하였다. 연료는 도시가스라인으로부터 공급되는 Natural 
gas를 사용하였으며 산소는 내용적 4,772리터의 액화산

소탱크로 공급하였다. 연료 및 산소는 Coriolis 유량계

를 통하여 공급하였으며 연료와 산소의 유량제어 및 

출력되는 온도데이터는 Siemens사의 PLC로 정밀 제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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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 of pilot scale furnace and burner.

Fig. 5  Experimental apparatus with oxy-MILD combustor.

Fig. 6  Stream line of flow fields on central section.

Fig. 7  Recirculation ratio for different nozzle angle. 

3.3 실험방법 

실험조건은 Table 1의 수치해석조건을 기준으로 소

염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
소실의 초기점화는 공기를 사용한 Pilot 버너를 통하여 

점화하였으며 연소로의 가열 후 화염이 안정화되면 종

료하여 공급되는 공기를 차단하였다. 화염이 안정화될 

때까지 연소로를 가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 

정도이며 일정온도에 도달하였을 때 실험조건을 변경

하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수치해석 결과분석

4.1.1 노즐각도변화에 의한 유동특성

산소 MILD 연소의 경우 산화제로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버너 사용 시 공기보다 운동량이 작기 

때문에 보다 강한 내부 재순환유동을 구조적으로 형성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즐각도가 없

는 일반적인 평행노즐버너조건이 아닌 산소노즐의 각

도를 변경하여 중앙에 충돌제트를 형성함으로 재순환

유동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각각의 노즐각도변화에 

따른 유동특성을 Fig. 6에 비교하여 나타내었고 적색

라인으로 표시된 영역은 재순환되어 돌아오는 유동이 

분포하는 영역을 나타내었다. 산소노즐의 각도가 0°에
서 15°로 증가하는 경우 산소와 연료가 공급되어지는 

부분에서 재순환된 기연가스가 유입되는 영역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동의 흐름을 나타내는 유

선의 경우 산소노즐의 각도가 커질수록 재순환되는 코

어가 버너 쪽에 가깝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재순환율()을 다음

의 식(1)로 계산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1)

여기서 는 노즐 출구에서 분사되는 연료의 질량유

량이며 는 분사되는 산화제의 질량유량을 나타낸다. 
(Z)는 재순환되어지는 배기가스의 질량유량을 나타

내며 이는 Z축의 각 횡단면에서 계산되어 진다. 재순환

율을 비교하여 나타낸 Fig. 7을 살펴보면 노즐각도 0°
인 경우에 가장 높은 25 이상의 재순환율을 갖으나 연

소로의 끝부분에 해당하며 주 반응구간의 재순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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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perature and OH radical contour of different
oxygen velocity.

Fig. 9  Schematic of jet analysis line at nozzle angle 10°.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노즐각도가 15°인 

경우 주 반응구간의 재순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공급되는 산소 및 연료를 희석시켜 MILD 연소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따라서 산소노즐

에 각도를 주어 충돌제트를 형성하는 것이 산소 MILD
연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4.1.2 산소공 유속변화에 의한 연소특성

공기에 비하여 질소가 제외된 순 산소연소는 동일 

당량비의 경우 공급되는 산화제의 운동량이 작다. 따라

서 운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산소노즐의 직경을 변경

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산소 MILD 연소형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산소의 공급유속이 200 m/s과 400 m/s일 

때의 온도와 OH radical 분포를 Fig. 8에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OH radical은 연소반응 시 생성되는 중간생성

물로써 화염의 구조 및 연소반응영역의 전반적인 열 

발생률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오른

쪽의 OH radical 분포를 살펴보면 400 m/s의 산소유속

이 빨라진 경우에 OH radical의 생성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산소유속 200 m/s의 경우보다 작은 영역에 분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왼쪽의 온도분포와 비교해

보면 OH radical이 분포하는 구역에 온도가 높은 고온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소유속이 200 m/s
인 경우 고온영역의 온도가 1,800~2,000 K를 형성하며 

연소로의 중앙부분에 길게 분포하고 있고, 산소유속이 

400 m/s로 증가한 경우에는 고온영역의 온도가 1,600 K
이며 주변의 온도 또한 1,400 K정도로 균일하게 분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속에 의해 증가되는 배기가스 재순환의 효과를 비

교하기 위하여 Fig. 9에 나타낸 개념도와 같이 공급되

는 산소의 제트라인을 따라 변화되는 산소농도와 이산

화탄소농도, 온도변화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산소농도

변화를 비교한 Fig. 10(a)를 보면 산소공급유속이 증가

함에 따라 산소제트의 산소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재순환율이 증가되며 이미 반응하여 

생성된 기연가스가 재순환되어 공급되는 미연가스에 

혼합되기 때문이며 Fig. 10(b)의 산소제트 속 이산화탄

소의 농도 증가를 보면 이를 정확히 알 수 있다.
Fig. 10(a)와 Fig. 10(b)의 0.05 m지점을 살펴보면 산

소유속이 100 m/s인 경우 산소농도가 약 0.7이고 유속

이 400 m/s로 증가하면 산소농도가 약 0.4까지 낮아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의 이산화탄소농도는 산소유

속이 100 m/s일 때 0.1에서 400 m/s인 경우 0.18까지 

증가하여 순 산소연소의 생성물인 이산화탄소가 재순

환됨으로 연료와 반응전의 산소제트를 희석시키는 것

을 파악하였다.
산소유속변화에 따른 산소제트의 온도변화를 나타

낸 Fig. 10(c)를 보면 산소 유속증가에 의한 기연가스

의 재순환증가로 0.05 m 이전 지점의 온도가 더욱 상

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소제트의 0.2 m 지
점 이후엔 산소유속증가에 따라 온도의 상승이 역전되

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및 수증기와 같은 

기연가스의 재순환이 증가하여 산소농도를 낮추며 연

소로 발생되는 온도를 낮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순 산소연소의 단열화염온도는 3,000 K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산소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발생

되는 온도가 2,000 K 이하로 낮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산소의 공급유속을 증가시켜 내부재순

환을 증가시키는 것이 산소 MILD 연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인자인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산소유속을 400 
m/s로 빠르게 분사시킨 경우에 발생되는 최고온도가 

낮아지며 연소로의 온도분포가 균일해지는 MILD 연
소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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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circulation and dilution effect on oxygen jet 
analysis line 

4.2 실험결과분석 

노즐각도 및 산소유속변화에 따른 산소 MILD 연소

의 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치해석의 결과를 토대로 

Case 1과 Case 2에 대하여 20만 Kcal/hr급 Pilot scale 연
소로에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1은 각 

조건에서의 화염사진을 버너의 측면 가시화창과 정면에 
설치된 가시화창에서 촬영한 결과이다. 노즐각도 10°
일 때의 산소유속 200 m/s과 400 m/s의 화염사진을 비

교하여 보면 산소공급유속 200 m/s의 경우 노즐개수가 

두 개인 충돌제트의 영향으로 세로로 퍼지며 넓은 화

염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산소를 400 m/s로 빠르게 공급하면 Fig. 11의 

두 번째 라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화염면의 구분이 불

분명해지며 눈에 보이지 않는 MILD 연소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즐각도 15°인 경우에도 10°인 경우

와 같이 400 m/s 조건에서 MILD 연소화염을 보이며 

400 m/s조건의 화염사진을 Fig. 11의 세 번째 라인에 나

타내었다. 노즐각도 10°와 15° 조건의 화염사진을 비교

해보면 15°인 경우 측면가시화창에 옅은 화염이 길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화염의 경

계면이 희미하며 200 m/s의 화염과 확연히 달라짐으로 

MILD 연소로 판단하였다. 
Fig. 12에는 각 조건에서 측정된 측면 온도를 수치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측정된 온도의 위치

는 벽면에서 30 cm 떨어진 내부의 온도이다. Fig. 12를 

살펴보면 노즐각도 10°, 산소유속 400 m/s인 조건에서 

1,400 K 이하의 가장 낮은 온도를 보이며 200 m/s인 

조건에서 1,500 K 이상의 가장 높은 온도를 보인다. 
실험에서 측정된 온도분포는 모든 조건에서 연소로의 

전 구역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비교적 균일하게 나

타났다. 노즐각도 15°인 경우에 10°일 때 보다 높은 온

도분포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이유는 Fig. 11에
서 볼 수 있듯이 노즐각도 15°에서 MILD에 가깝지만 

가시적인 화염이 존재하며 온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실선으로 표시된 수치해석결과의 온도분포

가 0 m부분과 3 m부분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공급되는 연료 및 산소의 공급온도가 낮

고 재순환되는 고온의 기연가스와의 혼합으로 인하여  

입구영역에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상승하는 것을 보

인다. 또한 벽면의 온도가 900 K로 고정된 경계조건임

으로 벽면에서의 열전달에 의하여 끝부분에서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노즐각도 

10°, 산소유속 200 m/s인 조건에서 수치해석결과가 실

험결과보다 과잉 예측하는 경향을 보이나 다른 두 조

건은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함으로 

앞서 수행한 수치해석모델의 검증 또한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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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emission characteristics of oxy-
MILD combustor (@11%O2)

Cases CO(ppm) NOx(ppm)
θ = 10°,  = 200 m/s 39 72
θ = 10°,  = 400 m/s 62 24
θ = 15°,  = 400 m/s 44 23

 Fig. 11  Direct photos of flame structure at different 
conditions.

Fig. 12  Comparison of temperature between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4.3 배기가스 배출특성 

배기가스 분석결과를 나타낸 Table 2를 보면 먼저 질소

가 공급되지 않는 순 산소연소임에도 질소산화물(NOx)
가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가열로시

스템에서도 존재하는 Air leak의 영향으로 Pilot scale 실
험에서 마찬가지로 leak에 의해 공기 중 질소성분이 유

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소유입은 산소연소의 높

은 화염온도에 의해 매우 높은 NOx의 배출을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높은 NOx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낮은 

화염온도를 유지하는 Mild 연소가 매우 필요하게 된다. 
질소산화물의 배출특성을 살펴보면 산소 MILD 연소가 

형성되는 산소유속 400 m/s 조건의 경우 일반화염을 형

성하는 200 m/s 조건보다 50 ppm정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소공급유속을 증가시켜 재순환율을 극대화하

여 MILD 연소를 형성하였을 경우 연소기내부의 연소

반응온도를 낮춤으로 발생되는 Thermal NOx 저감효과

를 가지는 산소 MILD 연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해 적절한 연소조건하에서 2015년도 이후 

설치된 가열로에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인 80 ppm(@11%O2)보다 낮은 θ = 10°, 200 m/s에서 

72 ppm, θ = 10°, 400 m/s 조건에서 24 ppm, θ = 15°, 
400 m/s에서 23 ppm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산화탄소 

배출특성을 비교해보면 노즐각도가 커지거나 산소공급

유속이 증가한 경우 39 ppm에서 62 ppm으로 일산화탄

소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소 MILD 
연소가 형성됨에도 일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빠

른 산소공급으로 인한 연소로 내부의 체류시간이 짧아

져 이산화탄소로의 반응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판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만 Kcal/hr 급 산소 MILD 연소형

성인자를 알아보고자 Pilot scale 연소로에서의 연소 실

험과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하여 유동 및 연소특성을 파

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산소노즐의 각도를 변경하여 충돌제트를 형성함으

로 재순환유동을 증가시키고자 하였고 노즐각도가 

10°, 15°인 경우 주 반응구간의 재순환율이 높아지

며 MILD 연소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산소공급유속변화에 의한 MILD 연소형성에 대하

여 비교분석한 결과 산소공급유속이 증가하면 산

소제트로 유입되는 재순환된 기연가스의 양이 증

가함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산소농도

가 40%까지 낮아짐을 확인하였고 연소로 내부의 

온도가 약 1,400 K정도의 균일한 온도분포를 갖는 

MILD 연소를 형성하였다.
(3) Pilot scale 연소로에서의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화

염구조 및 온도분포를 비교하였으며 산소공급유속 

200 m/s 조건에서는 세로로 넓게 퍼지는 화염이 뚜

렷하게 형성되고 400 m/s 조건으로 증가되면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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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면이 불분명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MILD 연
소화염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의 온도

분포는 1,400 K 이하의 온도를 보이며 수치해석의 

온도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수치해석모델이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배기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한 결과 MILD 연소화염

을 형성하였을 때에 CO의 배출량은 빠른 유속의 영

향으로 20 ppm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NOx 
배출량의 경우 일반화염의 경우보다 50 ppm정도 낮

은 23 ppm을 배출하여 2015년도 이후 설치시설의 

NOx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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