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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드(MILD)연소는 일반적으로 Moderate

and Intense Low oxygen Dilution의 약자로 이

해되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Mild 라는 용어 그

자체의 의미에 근거해 일반적인 화염에 비해 반

응이 강렬하게 발생하지 않는 연소 현상을 의미

하기도 한다. 마일드연소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서술에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가장 쉽

고 널리 쓰이는 정의는 ‘유입된 반응 혼합물의

온도가 혼합물의 자발화(self-ignition) 온도보다

높음에 비해 연소과정에서의 최대 허용 온도 상

승이 혼합물의 자발화 온도(절대온도)보다 낮을

때의 연소과정’으로 설명된다[1].

이러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고온연소로 불리는

HiTAC(High Temperature Air Combustion)이나

HiCOT(High Temperature Combustion Technology)

과는 달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상승이

일반적인 연소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

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을 연소예열온도()

와 연소과정에서의 온도 상승(∆)을 자발화온

도()를 기준으로 하여 Fig. 1과 같이 개념적으

로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마일드연소는

반응물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조건에서 스스로

화염을 형성할 수 없는데 반해 일반적인 화염은

충분한 발열량을 가지며 스스로 반응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온도의 기

준이 되는 자발화온도가 연료와 산화제의 조성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가

까운 대표적인 예로는 온도가 충분히 높은 조건

에서의 WSR(Well Stirred Reactor) 내부에서의

반응을 들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린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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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bustion modes and their locus

in inlet temperature () and self-ignition

temper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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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마일드연소 개념은 일반적인

연소공학적 이해를 화학반응의 영역으로 확대하

는 과정으로도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반응공학

의 관점에서 마일드연소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소공학적인 관점에

서는 연소기 설계에 마일드연소 개념이 가지는

유용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마일드연소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

다. 첫째는 연소실 내부의 최고온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그을음의 생성

과 NOx 생성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

며, 수치해석 측면에서도 마일드연소 조건에서

예상되는 화염대의 두께 증가와 체류시간의 증가

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다[2]. 또한 연소기를 구성하는 금속 및 소재의

온도한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마일드연소의 또 다른 특징인 점화온도

이상의 예열조건이다. 이는 화염의 유지 및 안정

화를 위한 추가적인 수단의 도입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마일드연소

조건에서는 연소공간 내부에서의 온도 및 농도분

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

은 금속처리 및 빈응공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일드연소의 장점은 때로는 단점으로도 작용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점화온도 이상의 예열

은 연소공간 전체에 화염의 형성 가능성을 의미

하므로 특정 부위에 연소반응을 제한하는데 어려

움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화염의 형성이 국부

적인 온도 및 조성에 매우 민감하여 연소기의 안

정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근

래에 엔진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HCCI(Homogene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

엔진은 근본적으로 마일드연소 조건을 지향한다

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이 마일드연소의 단점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도 볼 수 있다[3].

마일드연소 분야에서의 국내외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 Fig. 2에 ‘마일드연소'를 키워드로

검색한 논문의 증가추이와 국가별 참여도를 보이

고 있다. 전체적으로 최근 10여 년 동안 관련 분

야의 연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초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진

행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매우 활발하

게 연구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

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신저자로서

참여한 경우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마일드연소 연구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예측하

기는 어렵겠지만, 현 시점에서 마일드연소 기술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응용 분야를 되짚어 보

는 것이 국내 연구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

되어 그 소개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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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papers with the keyword of

'Mild combustion' in SCOPUS database (a)

Number of papers in recent years, (b) papers

from coun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