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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MILD (Moderate and Intense Low oxygen Dilution) combustion, which is effective in the reduction of NOx, is 
considerably affected by the recirculation flow rate of hot exhaust gas to the combustion furnace. The present study used the 
MILD combustor, which has coaxial cylindrical tube. The outside tube of the MILD combustor corresponds to the exhaust gas 
passage and the inner side tube is the furnace passage. A numerical analysis was accomplished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of 
exhaust gas entrainment toward the inner furnace with the changes of coanda nozzle geometrical parameters, nozzle passage gap 
length, nozzle passage length, nozzle angle and expansion length. The optimal configuration of coanda nozzle for the best entrain-
ment flow rate was gap length, 0.5 mm, expansion angle, 4o and expansion length, 146 mm. The nozzle passage length was irrelevant 
to the exhaust gas entrainement.
Key Words : MILD Combustion, Coanda Nozzle, Nozzle Passage Gap, Nozzle Passage Length, Nozzle Angle, Nozzle Expansion 
Length, Flow Rate Ratio

요약 : 질소산화물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MILD 연소는 고온의 배기가스가 연소로내에 유입되는 양에 따라 질소산화물 저

감 특성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동심원관 형태의 MILD 연소로에서 바깥 원통의 배기가스 통로에서부터 안쪽 
원통의 연소통로 사이에 연결관을 설치하고 배기가스를 유입하기 위해 coanda 노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coanda 노즐의 기
하학적 형상 변화에 따라 고압공기 유량, 배기가스 유입량 특성을 수치해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최적의 coanda 노즐 형상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전산 해석의 결과는 conada 노즐의 노즐 통로 간격이 0.5 mm, 노즐 각도 
4°, 노즐 확관 길이 146 mm일 때 최적의 유입량비가 되었고 노즐 통로 수직 길이는 유입량비에 무관하였다.
주제어 : MILD 연소, coanda 노즐, 노즐 통로 간격, 노즐 통로 수직 길이, 노즐 각도, 노즐 확관 길이, 유입량비

1. 서 론

연료를 연소할 때는 연소를 위해 공기를 산화제로 이용하

고 있다. 이 때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고온의 화염대에

서 반응을 하여 유해한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 이러한 질

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나 자동차는 촉매

를 이용한 탈질설비나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탈질설비는 초기 설치비용이 상당히 크며 운전비용과 교체

비용 등이 적지 않게 투입되어야 한다. 화석연료의 연소 시

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탈질설비나 장치에 가기 전

에 저감시킬 수 있다면 설치비용과 운전비용을 줄일 수 있

다. 연소반응 시에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방법의 연구는 지

연연소를 통한 연소반응 분산, 배기가스 재순환 등이 연구

되고 있으며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인 배기

가스 재순환법은 공기흡입구에 배기가스의 일부를 재순환

시켜 연소할 때의 최고 온도를 낮춤으로써 NOx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NOx를 저감하지만 

이에 따라 연소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대

부분의 연소기술들은 연소효율과 환경문제에 있어서 상반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배기가스 재순환에서 단점으로 나타난 에너지효율 저감을 

보완하는 연구로서 최근의 연구들[1-7]인 MILD (Moderate 
and Intense Low oxygen Dilution)연소가 에너지 효율 향상

과 더불어 NOx를 저감하는 연소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MILD 
연소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연소가스 내부 재순환 방법을 

이용한 NOx 저감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최근에 연소로를 2 
pass로 동심원관 형태의 이중 통로를 만들어 고온의 배기가

스를 재순환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8]도 이루어 졌다. 이 연

구에서는 이중 통로 외부와 내부 연소로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외부 통로에 벤튜리 효과에 의한 배기가스 재순환

을 도모하였다. 벤튜리 효과에 의한 배기가스 재순환 효과 

보다 coanda 노즐 효과를 사용할 경우 배기가스 재 유입량

이 보다 더 증가한다면 훨씬 더 NOx 저감에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심원관 형태의 MILD 연소로에서 바

깥쪽 고온의 배기가스를 안쪽 연소로에 적극적으로 유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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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plified configuration of the coanda effect air nozzle for computational fluid analysis.

키는 방법 중에 coanda 노즐을 이용하여 외부 배기가스를 유

입시키는 최적의 형상과 유입조건을 열유체 전산해석을 통

해 도출함으로써 동심원관 MILD 연소로의 배기가스와 연

료 및 공기의 혼합 효과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치해석 방법

동심원관 MILD 연소로에서 바깥쪽 배기가스 통로와 안

쪽 연소로 사이의 원관 통로에 coanda 노즐 효과를 이용한 

원관 통로를 설치하여 안쪽 연소로로 고온의 배기가스를 유

입시켜 배기가스와 공기 또는 연료와의 혼합을 증대시키는 

최적의 형상과 유동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다. Fig.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coanda 노즐 형상을 나타

(a)

(b)

Fig. 1. Configuration of the coanda effect air nozzle used in the 
MILD combustor for exhaust gas entrainment.

내었다. Fig. 1(a)에서 왼쪽은 조립된 모습이고 오른쪽은 노

즐을 분리한 모습 사진이다. 사용한 노즐의 상세 칫수 도면

을 Fig. 1(b)에 나타내었다. Fig. 1(a)의 왼쪽에 표시한 것과 

같이 고압공기 입구(High pressure inlet)에서 고압의 공기를 

공급하고 내부에 있는 coanda 노즐 벽면을 지나면서 높은 

속도에 따른 압력 감소를 원동력으로 사진의 오른쪽 유입가

스 입구(Entrained gas inlet)로부터 배기가스를 유입하여 혼

합가스 출구(Mixed gas outlet)로 혼합된 가스가 흐르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coanda 노즐에 대한 유동해석을 위해 

유동장 영역은 Fig. 2와 같이 단순화 하여 진행 하였다. 고
압의 공기가 유입되는 곳은 유동속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형상은 coanda 노즐을 통과하여 유입 배기가스

와 혼합되는 유동장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

여 Fig. 2와 같이 고압 공기가 공급되는 영역을 축대칭 형상

으로 단순화 하였고 공기노즐의 중심축을 대칭축으로 하여 

원통좌표계를 이용하였다. 또한 노즐에서 분출되는 고속의 

공기 속도에 비교하여 왼쪽의 배기가스 속도와 오른쪽의 연

소용 공기 또는 연료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하여 

강제적인 유동 흐름을 무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치해석에 사용한 지배방정식은 2차원 원통좌

표계의 연속방정식, 축방향과 반경방향 운동량방정식을 이

용하였으며 아래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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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수치해석에서 Fig. 2에 나타낸 형상 변경 변수는 

노즐 통로 간격(Lg, gap length), 노즐 통로 수직 길이(Lp, 
path length), 노즐 각도(θ, nozzle angle), 확관 길이(Le, ex-
pansion nozzle length)이며 이에 대한 변화 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기준 형상은 노즐 통로 간격이 0.5 mm,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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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magnitude contour (b) static pressure contour

Fig. 3. Velocity magnitude and static pressure contour for the case with the reference coanda nozzle.

Table 1. Variable parameters of for the present analysis

Parameter Cases

Lg, Gap length (mm)  0.5, 0.8, 1.0, 1.2, 1.5

Lp, Path length (mm) 1.5, 2, 2.4

θ, Nozzle angle (o) 2, 3, 4

Le, Expansion nozzle length (mm) 80, 100, 120, 146

통로 수직 길이 1.5 mm, 노즐 각도 2o, 확관 길이 80 mm로 

하였고 각 형상 변수 변화는 이 경우의 값을 기준으로 하

여 변화 시켰다. 고압공기 입구의 압력 경계조건은 상대압

력으로 1000 mmH2O이며 유입공기 입구와 혼합가스 출구

의 압력조건은 대기압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Table 1에 나타낸 형상 변수를 변화시켜 유

입되는 유입량의 변화를 관찰하려고 하여 최적의 유동 조건

이나 형상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무차원 유입량

인 유입량비를 각 경우에 대하여 산출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아래 식에서 는 고압공기 입구에서 흐르는 공기 질량

유량률이고 은 혼합가스 출구에서의 질량유량률인데 

과 의 차이가 유입가스 입구에서의 유입 질량유량

률, 가 된다. 와 의 비를 무차원 

유입량비, 로 정의하였다. 

 

   
 

   (4)

각 경우의 유입량비와 유동 특성 해석을 위해 사용한 프

로그램은 SIMPLE 알고리즘[12]을 채택한 상용 열유체 전

산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동장은 

Fig. 2에 나타냈듯이 약 152000 개의 격자로 구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준 형상 coanda 노즐에서 유동 특성

본 연구는 노즐 통로 간격, 노즐 통로 수직 길이, 노즐 각

도, 확관 길이 등을 변화시켜서 유입량 특성을 살펴보는 것

이 주목적인데, 우선 기준 형상인 노즐 통로 간격 0.5 mm, 
노즐 통로 수직 길이 1.5 mm, 노즐 각도 2°, 확관 길이 80 
mm에서 유동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Fig. 3에 기준 형상 노즐에서 속도 분포와 정압분포를 나

타내었는데 각 분포도에서 아래에 있는 그림은 노즐 목 부

근에서의 분포도를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속도 분포(Fig. 
3(a))를 살펴보면 coanda 노즐 목 부근에서 속도 크기가 약 

150 m/s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고압공기 입구에서 coanda 노
즐까지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또한 유

입공기 입구에서 coanda 노즐 영역까지도 coanda 노즐에서 

멀어질수록 속도크기는 작게 나타났다. coanda 노즐 효과

는 이처럼 노즐 목 부근에서 고속 분사로 인해 속도가 높

은 영역에서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이용해 유입공기를 유입하는 구동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Fig. 3(b)에 압력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고압공기 입구에

서 coanda 노즐 입구까지는 고압을 유지하다가 노즐을 통

과하면서 대기압에 노출되어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속도가 높은 영역에서 음압으로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음압으로 되는 영역의 압력이 유

입가스 입구에서 부터의 외부 가스를 유입하는 구동력이 되

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노즐 형상 변화에 따른 

유입량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2. 노즐 통로 형상 변화에 따른 유입 가스량 변화 특성

본 연구는 노즐 통로 간격, 노즐 통로 수직 길이, 노즐 각

도, 확관 길이 등을 변화시켜서 유입량 특성을 살펴보는 것

이 주목적인데, 이 절에서는 노즐 통로 형상인 노즐 통로 간

격과 수직 길이 변화에 따른 유입 가스량 변화를 살펴보기

로 한다.
Fig. 4에 노즐 통로 간격 길이를 0.5 mm에서 1.5 mm로 변

화했을 때 고압공기 유량, 유입가스 유량 그리고 혼합가스 

유량의 변화와 식 (4)에 정의한 무차원 유입량비 변화를 나

타내었다. Fig. 4(a)를 살펴보면 노즐 통로 간격 길이를 증

가하면 고압공기 유입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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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ss flow rate (b) flow rate ratio

Fig. 4. Flow rates characteristics with the change of nozzle gap length.

(a) mass flow rate (b) flow rate ratio

Fig. 5. Flow rates characteristics with the change of nozzle path length.

있는데 이는 노즐 통로 간격 길이를 변화할 때 노즐 통로를 

통과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유체 저항이 줄어드는 이유로 판

단된다. 유입 가스량은 1.0 mm일 때가 가장 최대로 나타났

으며 노즐 통로 간격이 증가하면 고압공기 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혼합가스 유량은 노즐 통로 간격이 증가하면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4(b)에 나타낸 무차원 유

량비를 보면 노즐 통로 간격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0.5 mm일 때 가장 최대값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LD 연소로에서 coanda 노즐 효과

를 이용하여 고온의 배기가스를 연소로내로 재순환하는 유

입량비를 증가시키는 최적의 노즐 형상을 도출하는데 목적

이 있으며 Fig. 4의 결과로부터 최적의 노즐 통로 간격은 

0.5 mm로 판단할 수 있다.
Fig. 5에 노즐 통로 수직 길이를 1.5 mm에서 2.4 mm로 변

화했을 때 유량과 유입량 비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5(a)
를 살펴보면 노즐 통로 수직 길이를 증가하더라도 고압공

기 유량은 거의 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배기가스 유량과 

혼합가스 유량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5(b)에 나타낸 무차원 유량비를 살펴보면 Fig. 5(a)에서 

관찰한 것과 같이 무차원 유량의 변화도 상대적으로 거의 

없지만 기준 형상 노즐 수직 길이인 1.5 mm에서 가장 크게 

나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노즐 확관 형상 변화에 따른 유입 가스량 변화 특성

앞 절에서 노즐 통로 형상 변화에 대한 유량 특성을 살펴

보았는데 이 절에서는 노즐 확관 형상인 노즐 각도와 노즐 

확관 길이 변화에 따른 유량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Fig. 6에 노즐 확관의 각도를 2, 3, 4°로 변화하면서 고압

공기 유량, 유입가스 유량 그리고 혼합가스 유량의 변화와 

무차원 유입량비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6(a)를 살펴보면 

노즐 확관 각도를 증가하면 고압공기 유입량은 변화가 거

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압공기 유량은 노즐 통로

를 지난 확관 영역의 형상과 거의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배
기가스 유입량은 노즐 확관 각도가 증가하면서 선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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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ss flow rate (b) flow rate ratio

Fig. 6. Flow rates characteristics with the change of nozzle angle.

(a) mass flow rate (b) flow rate ratio

Fig. 7. Flow rates characteristics with the change of nozzle expansion length.

증가하는데 이는 확관 각도가 증가하면 노즐 목에서부터 유

동 단면적이 증가하여 확관 통로에서 유체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유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혼합

가스 유량도 노즐 확관 각도가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b)를 살펴보면 노즐 확관 각도

가 증가하면 무차원 유량비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Fig. 6(a)에서 관찰하였듯이 노즐 각도 증가에 따라 고압공

기 유량은 일정하지만 혼합가스 유입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무차원 유입량비는 증가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로부터 노즐 각도는 기준 각도인 2°보다 노즐 목 이

후에서 유동 박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계산 

결과 경우 내에서 가장 큰 경우인 4o가 가장 효과적인 형

상으로 나타났다.
Fig. 7에 노즐 확관 길이를 80, 100, 120, 146 mm로 변화

하면서 유량과 무차원 유입량비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7(a)를 살펴보면 노즐 확관 길이를 증가하면 고압공기 유

입량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확관 각도 

변화와 마찬가지로 고압공기 유량은 노즐 통로를 지난 확관 

영역의 형상과 거의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배기가스 유입량

은 노즐 확관 길이가 증가하면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
렇게 유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혼합가스 유량도 노즐 확관 

각도가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b)를 살펴보면 노즐 확관 각도가 증가하면 무차원 유

량비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노즐 확관 

길이는 기준 길이인 80 mm보다 본 연구에서 coanda 노즐

을 설치할 수 있는 최대길이인 146 mm가 가장 효과적인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지금까지 동심원관 형태의 MILD 연소로에서 바깥쪽 고

온의 배기가스를 안쪽 연소로에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최

적의 coanda 노즐 형상을 열유체 전산해석을 통해 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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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즐 통로 간격, 노즐 통로 수직 길이, 노즐 각도, 확관 

길이 등을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유량과 유입량 특성을 살

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기준 형상 coanda 노즐에서 유동 특성

기준 형상 노즐에서 coanda 노즐 목 부근에서 속도 크기

가 약 150 m/s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고압공기 입구에서 

coanda 노즐까지의 영역과 coanda 노즐 목을 제외한 영역

에서의 속도는 작게 나타났다. coanda 노즐 효과는 이처럼 

노즐 목 부근에서 고속 분사로 인해 속도가 높은 영역에서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이용해 유입공

기를 유입하는 구동력을 발생시키게 됨을 확인하였다.
2) 노즐 통로 형상 변화에 따른 유입 가스량 변화 특성

노즐 통로 간격을 0.5 mm에서 1.5 mm로 증가하면 고압

공기 유입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유입가스량은 통로 

간격이 1.0 mm일 때 최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무차원 유량비는 보면 노즐 통로 간격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0.5 mm일 때 가장 최

대 값임을 알 수 있었다. 노즐 통로 수직 길이를 0.5 mm에

서 1.5 mm로 증가하여도 고압공기 유량은 거의 변하지 않

으며 이에 따라 배기가스 유량과 혼합가스 유량도 거의 변하

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노즐 확관 형상 변화에 따른 유입 가스량 변화 특성

노즐 확관의 각도를 2, 3, 4°로 증가하면서 관찰하면 고

압공기 유입량의 변화는 거의 무관하고 배기가스 유입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무차원 

유량비는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즐 확관 

길이를 증가하면 고압공기 유입량은 변화가 거의 없고 배

기가스 유입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무차원 유량비는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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