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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산소 Jet Impingement에 의한 MILD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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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uel/oxygen jet impingement on MILD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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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LD(Moderate or Intense Low-oxygen Dilution) combustion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promising combustion technology for high thermal efficiency and low emissions. In this 
paper, the effect of fuel oxygen impingement on formation of MILD combustion was analyzed 
using numerical simulation. This investigation was simulated under the thermal intensity 0.04 
MW/ and equivalence ratio 0.91. The results show that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was 
become relatively uniform and the amount of CO emission was decreased as the increase of 
oxygen jet velocity and impingin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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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화수소계 화석연료는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등의 온

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전

세계적으로 탄화수소계 연료의 효율향상과 배기

가스 저감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국가 에너지 소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제

철제강산업의 경우 연소로를 적용하여 원재료의

가열 또는 용융과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가열로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

는 제철제강산업의 경우 연료와 산화제의 연소

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연소열을 활용하고 있

고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 질
소산화물(NOx)등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되고 있

는 실정이다.[3]
최근 제철제강산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의 극대

화를 위하여 순산소 연소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 및 적용되고 있다. 순산소 연소

의 경우 단열화염온도가 일반 공기연소에 비하

여 높아 높은 열효율을 형성할 수 있지만 연소

화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높아 가열로 노벽의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높은 화염온도는 제철제강공정에서 발생되

는 Air Leak 상황에서 질소의 산화반응을 통하

여 NOx가 생성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기술

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순산소 버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하기 위하여 최

근 MILD(Moderate or Intense Low-oxygen Dilutio
n) 연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ILD 산소연소방식은 연소로 내부의 강한 Reci
rculation 유동을 형성하여 배기가스를 재순환하

고 재순환된 배기가스와 산소를 혼합 및 희석시

켜 연소로 내부의 온도를 낮추고 공간적으로 온

도가 균일한 Volume Combustion의 형태를 형성

하게 된다.[4-9]
본 논문에서는 공급되는 연료 및 산소의

Impinging Angle 및 유속변화에 따른 MILD 연소
특성을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3차원 수치해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Fig.1과 같은

Test Furnace의 형상을 사용하였다. Test Furnace
의 경우 직경 1.5m, 길이 3.112m로 내부 부피가

약 5.499m3이다. 본 Test Furnace는 (주)컴버스텍
기술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고 추후 진행되는

수치해석 및 실험연구의 비교연구에 적용할 예

정이다.
수치해석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대칭경계조

건을 적용하여 Test Furnace의 1/2을 모델링하였

고 약 50만개의 사각격자를 사용하여 수치해석

모델을 형성하였다. 
수치해석에 적용된 연료 산소 MILD 연소시스템
은 Fig.2와 같이 연료 산소 노즐간의 거리는

68.5mm로 고정하고 Impinging Angle을 10° 및
15°로 변경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Thermal 
Intensity를 0.04MW/m3, 당량비 0.91조건에서 연료

유속을 20m/s로 고정하였고 산소유속을 1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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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s로 변경하여 Impinging Angle 및 산소 유

속변화에 따른 MILD 연소특성을 비교하였다. 

Fig. 1 Schematic of computational domain.

Angle 10° Angle 15°
Fig. 2 Schematic of fuel-oxygen nozzle for 
impingement.

노즐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 및 연료는 상온

(300K)으로 공급되며, 수치해석에 적용한 연료는

LNG의 주성분인 CH4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벽면 조건은 600K으로 고정하였으며, 벽면에서
의 경계조건은 No-Slip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출
구영역은 Pressure Outlet 조건으로 설정하여 수

치해석을 진행하였다.
수치해석에 적용된 난류모델은 난류 연소해석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K-ε모델을 적용하였다.[6] 연
소모델과 복사열전달모델은 Eddy Dissipation 
Concept(EDC)모델과 P1모델을 각각 사용하였다. 
연소반응은 19개의 화학종과 84개의 화학반응으

로 구성된 Reduced GRI 1.2 Mechanism을 적용하

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A) (B) (C)
Fig. 3 Flame patterns of MILD combustion at 
different oxygen velocity and impinging angle.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하여 Impinging Angle 변화
와 산소 유속변화에 따른 온도장의 변화를 Fig.3
에 비교하였다. Fig. 3의 (A), (B)를 살펴보면

Impinging Angle 10° 조건에서 공급되는 산소유

속이 100m/s조건에서 200m/s 조건으로 변화되면

연소장 내부 Peak Temperature와 고온영역이 감

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3. 
(B), (C)의 온도분포를 살펴보면 산소유속 200m/s 

조건에서 Impinging Angle이 10°에서 15°로 증

가되면 고온영역이 그림과 같이 감소되는 경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Impinging Angle 변화에 산소유속 변화에 따른

연소장 내부의 평균온도와 CO의 배출량을 Fig.4
에 비교하였다. Fig.4를 살펴보면 산소의 유속이

증가되면 연소장 내부의 평균온도와 CO의 배출

량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 산소

유속조건에서는 Impinging Angle이 증가되면 평

균온도 및 CO의 배출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확인
하였다.  

Fig. 4 Variation of CO emission and Volume 
Average Temperature at different case

Fig. 5 Variation of oxygen mass fraction at 
different oxygen velocity. 

Fig. 6 Variation of oxygen massfraction at 
different impinging angle.

Fig. 5와 Fig.6에는 산소유속 및 Impinging Angle 
변화에 따른 산소농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제 51회 KOSCO SYMPOSIUM 초록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311

Fig.5와 Fig.6을 살펴보면 산소유속이 증가하고

Impinging Angle이 증가할 경우 산소농도가 감소

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소농도가 감소

되는 원인은 Impinging Point 전단에서 고속으로

분사되는 산소로 인하여 연소생성물이 내부

Recirculation을 통하여 산소영역으로 Entrainment
되고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Dilution이 발생하여

산소의 농도가 낮아진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연료 산소 Impinging Angle 및
산소 유속변화가 효과적인 산화제예열 및

Oxygen Dilution의 형성을 통하여 연료 산소

MILD 연소의 가능성을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하

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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