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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xygen fuel MILD (Moderate or Intense Low-oxygen Dilution) combustion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promising combustion technology for flame stability, high thermal efficiency, low emissions and 
improved productivity. In this paper, the effect of oxygen and fuel injection condition on formation of MILD 
combustion was analyzed using lab scale oxygen fuel MILD combustion furnace. The results show that the 
flame mode was changed from a diffusion flame mode to a split flame mode via a MILD combustion flame 
mode with increasing the oxygen flow rate. A high degree of temperature uniformity was achieved using 
optimized combination of fuel and oxygen injection configuration without the need for external oxygen pre-
heating. In particular, the MILD combustion flame was found to be very stable and constant flame temperature 
region at 7 KW heating rate and oxygen flow rate 75-80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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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문제에 직

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

화 문제는 지금까지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고효율 및 

저공해를 위한 규제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만족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에

너지원인 화석연료의 효율증가 및 배기가스 배출량

의 감소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국가 에너지 소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제철제

강산업의 경우 가열로를 적용하여 원재료의 가열 또

는 용융과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

한 가열로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철제강산

업의 경우 연료와 산화제의 연소과정을 통하여 발생

되는 연소열을 활용하고 있고 연소과정에서 발생되

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3]. 최근 제철제강

산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순산소 

연소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순산소 연소의 경우 단열화염온도가 일반 공기연소

에 비하여 높아 높은 열효율을 지니고 있지만 연소

화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높아 가열로 노벽의 손

상을 가져 올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4]. 또한 

높은 화염온도는 제철제강공정에서 발생되는 Air leak 
상황에서 공기중의 질소와 반응하여 NOx가 생성되

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기술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순산소 버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통하여 구조 및 설치가 간단한 산소연소시스

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최근 MILD(Moderate 
or Intense Low-oxygen Dilution) 연소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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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ventional Oxy Fuel Combustion

(b) MILD Oxy Fuel Combustion
Fig. 1. Comparison of oxy fuel diffusion flame and oxy fuel MILD combustion flame[9].

Fig. 2. Mechanism of oxy fuel MILD combustion[10].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10].
MILD 산소연소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반 

확산화염과 MILD 산소화염을 Fig. 1에 비교하였다. 
Fig. 1(a)의 일반 확산화염의 경우 국부적으로 발광

하는 산소부화 연소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MILD 산소화염의 경우 Fig.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염형태가 보이지 않고 노 내부 전체가 일정한 온

도분포를 보이는 화염특성을 가지고 있다[11].
이러한 MILD 산소연소방식은 Fig. 2에서 보는 바

와 같은 연소로 내부의 강한 재순환(recirculation) 유
동을 형성하여 배기가스와 산소의 혼합과정을 통하

여 공급되는 산화제를 희석시켜 연소로 내부의 온도

를 낮추고 공간적으로 온도가 균일한 체적연소의 형

태를 형성하게 된다[12].
본 연구에서는 산소와 연료의 공급조건변화가 MILD 

산소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lab scale 연소로를 적용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료의 열부하, 산소 공급 

유량, 노즐간의 간격변화가 산소 메탄 MILD 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산소 메탄 MILD 연소시스템

본 실험에서는 Fig. 3과 같은 산소 메탄 MILD 연
소용 연소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여 실험에 적용하

였다. Fig. 3의 개념도를 살펴보면 산소를 공급하는 

중앙부의 산소노즐직경을 3 mm, 5 mm, 7 mm로 변

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연료직경을 2 mm로 

고정하였고 연료노즐 위치가 산화제노즐의 중심으

로부터 10 mm, 15 mm, 20 mm로 변경 가능하도록 

산소 메탄 MILD 연소용 연소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또한 Lab Scale 연소로 내부에서 점화가 가능하도록 

SiO2로 단열된 점화(Ignition) 시스템을 설계 및 적용

하였다. 산소 메탄 MILD 연소시스템의 재질은 고온

의 연소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

인리스를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2.2. Lab Scale MILD 연소용 연소로

Fig. 3의 Lab Scale 산소 연료 MILD 연소용 연소

Fig. 3. Schematic diagram of oxy fuel MILD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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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ig. 4. Lab scale furnace for oxy fuel MILD combustion.

시스템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1-3 MW/m3 강도

(Intensity)를 형성할 수 있는 Lab Scale 연소로를 설계

하여 Fig. 4와 같이 제작하였다. 제작된 연소로의 내

부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100 mm, 100 mm, 
350 mm으로 설정하여 연소로 내부 부피를 0.0035 
m3으로 설계하였다. 연소로의 단열을 위하여 50 mm
의 두께를 갖는 단열보드형태 단열재를 적용하였고 

단열재 외부는 기밀유지를 위하여 12 mm의 스테인

리스 판을 용접하여 밀폐 구조의 연소로를 제작하였

다. 연소로 내부에서 변화되는 연소화염의 특성을 관

찰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두께가 각각 160 mm, 400 
mm, 10 mm인 석영판(Quartz Plate)을 적용하여 가시

화 하였다. 연소로 내부의 변화되는 화염온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연소로 하단으로부터 50 mm, 175 mm, 
300 mm 지점에 R-Type 열전대 3개와 indicator를 적

용하여 온도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연소로 내부에

서 연소 후 생성되는 배기가스의 배출을 위하여 연

소로 상단에 직경 34 mm의 배기가스 배출구를 형성

하였다.

2.3. Lab Scale 연소시스템의 구성

Lab Scale 산소 메탄 MILD 연소시스템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였

다. 실험에는 99.995%의 순도를 가지는 메탄을 연료

로 사용하였고 산화제로는 99.5%의 순도를 가지는 

산소를 사용하였다. 공급되는 메탄은 압력조절용 Re-
gulator를 통과하면서 실험에 필요한 압력으로 감압

하여 MFC(Mass Flow Controller)로 공급된다. MFC
를 적용하여 공급되는 메탄은 연료 Manifolder에서 

4개로 분지되어 MILD 연소시스템의 연료노즐로 공

급된다. 산소의 경우 압력조절용 Regulator를 통하여 

감압 후 볼 유량계를 통하여 산소노즐에 공급된다. 
공급되는 메탄 및 산소는 연소로 내부에서 연소되며 

배기가스는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된다. 연소시스템

의 가동조건 변화에 따른 연소로 내부에서 발생되는 

화염의 거동 및 복사열유속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D-90(Nikon) 디지털카메라와 라디오메터를 적용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다.
복사열유속의 측정을 위하여 Oriel사의 70261 모

델 라디오메터(Radio-Meter)를 사용하였고 라디오메

터에서 측정되는 복사열유속 강도는 Oriel사의 70260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복사열유속

을 점계측(Point Measurement)을 하기 위하여 Oriel사
의 43240 모델 광학렌즈 2개를 사용하여 Fig. 6과 같

이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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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otographs of radio meter system.

Table 1. Oriel 70260 Specification
Spectral range 0.19~20 µm

Sensor diameter 8 mm

Maximum power density 4 Wcm2

Maximum energy density (J/cm2) 0.6

Calibration accuracy ±3%

Time constant(sec) 0.3

Table 2. Oriel 43240 Specification
Diameter tolerance +0 mm - 0.13 mm

Focal length tolerance ±1%

Handness (Knoop) 158.3 kg/mm2

Surface quality 40-20

Centration 3arc min 

Back forcal length tolerance ±1%

Focus length (mm) 154.7

점계측을 위해 사용된 Oriel사의 광학렌즈는 플루

오르화칼륨(Calcium Fluoride, CaF2)로 코팅된 렌즈

이고, 평균 투과율(Average Transmittance)은 93%로 

반사에 대한 추가적인 장치 없이 적용이 가능한 광학

렌즈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라디오메터와 광학렌즈

의 사양은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2.4. Lab Scale 연소시스템의 실험조건

Fig. 7에는 본 실험에서 적용된 연료 및 산화제 노

즐의 형상 및 실험조건을 비교하기 위하여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Fig. 7을 살펴보면 MILD 연소에 직접적

으로 연관되는 산소노즐직경 DO, 연료노즐직경 DF, 
산소노즐과 연료노즐의 거리를 D로 표기하였고 각

각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DO와 D
의 변화를 통하여 연소기의 형상변화가 MILD 연소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연료의 

유량, 열부하 및 강도(MW/m3)는 Table 4와 같이 변

Fig. 7. Schematics of oxy fuel MILD combustor.

Table 3. Dimension of oxygen and fuel nozzle diameter 
and distance
DO(Diameter) DF(Diameter) D(Distance)

1 3 mm

2 mm

10 mm

2 5 mm 15 mm

3 7 mm 20 mm

Table 4. Flow rate, heating load and intensity
Flow rate Heating load Intensity

8.5 l/min 5 kW 1.43 MW/m3

11.9 l/min 7 kW 2.00 MW/m3

17 l/min 10 kW 2.86 MW/m3

경하여 적용하였다. 산소의 유량은 30-120 l/min으로 

변경하면서 공급하였고 변경되는 산소유량에 따라 변

화되는 산소 메탄 MILD 연소특성 및 거동을 관찰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산소 메탄 MILD 연소화염의 형성(Diffusion, 
MILD, Split Flame)

Lab scale 산소 메탄 MILD 연소용 연소로를 활용

하여 MILD 연소화염을 형성하는 실험을 진행하였

다. MILD 연소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8에 열부하 5 kW, 산소노즐직경 5 mm, 연료노즐직

경 2 mm, 노즐간 거리를 15 mm로 고정하고 공급되

는 산소의 유량을 증가하면서 변화되는 연소화염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Fig. 8의 연소화염을 살펴보면 산

소 45 l/min 조건에서 산소가 공급되는 산소노즐부

분에서 확산(Diffusion) 형태의 연소화염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그림과 같은 확산화염에서 공급되는 산

소유량을 증가시켜 65 l/min을 공급하면 연소로 내

부에서 화염면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MILD 연소화염이 형성되었다. MILD 연소화염이 형

성되면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보다 많은 밝은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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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xygen 45 l/min (b) Oxygen 65 l/min (c) Oxygen 75 l/min
Fig. 8. Flame pattern of oxy methane MILD combustion in the lab scale furnace at heating value 5 KW, oxygen 

diameter 5 mm, fuel diameter 2 mm and distance between oxygen and fuel nozzle 15 mm.

(a) Oxygen 50 l/min (b) Oxygen 55 l/min (c) Oxygen 60 l/min

(d) Oxygen 65 l/min (e) Oxygen 70 l/min (f) Oxygen 75 l/min
Fig. 9. Heat load 5 kW, oxygen diameter 5 mm, distance between oxygen and fuel nozzle 15 mm.

방출되며 연소소음이 일반화염에 비하여 감소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MILD 연소화염을 형성한 후 공급되는 산소유량

을 75 l/min으로 증가시키면 MILD 연소형태를 벗어

나 연소화염의 형태가 4개의 연료노즐부근에서 불안

정하게 흔들리며 연소화염을 가시화할 수 있는 분리

(Split) 화염이 형성되었다.

3.2. 산소노즐 직경 변화에 따른 MILD 연소특성

Lab Scale 연소로를 적용한 산소 메탄 MILD 연소

시스템의 가동조건 변화가 MILD 연소화염형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열부하 5 kW, 연료노

즐직경 3 mm, 노즐간 거리 15 mm로 고정하고 산소

노즐직경을 3 mm, 5 mm, 7 mm, 산소유량을 변경하

면서 연소실험을 진행하였다. 산소노즐의 직경을 변

경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산소노즐의 직경이 3 mm

와 5 mm를 적용한 경우에 비하여 산소노즐의 직경

을 7 mm로 적용한 경우에서 MILD 연소화염의 형성 

영역이 매우 좁고 불안정한 연소화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산소노즐 직경변화에 대한 실험결과는 산소

노즐직경이 3 mm와 5 mm인 조건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를 Fig. 9와 10에 각각 비교하였다.
산소노즐직경을 5 mm로 고정하고 실험한 Fig. 9의 

연소화염을 살펴보면 열부하 5 kW, 산소유량 60-65 
l/min 조건에서 그림과 같은 안정적인 MILD 연소화

염이 형성되었다. MILD 연소영역보다 산소유량이 

작은 경우 확산화염이 형성되었고 산소유량이 증가

되는 경우에는 분리화염이 형성되었다.
동일 열부하 조건에서 산소노즐직경을 3 mm로 변

경하여 실험한 Fig. 10의 경우에도 Fig. 9의 결과와 

유사하게 연소화염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
지만 동일 열부하 조건에서 산소노즐의 직경이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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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xygen 55 l/min (b) Oxygen 60 l/min (c) Oxygen 65 l/min

(d) Oxygen 70 l/min (e) Oxygen 75 l/min (f) Oxygen 80 l/min
Fig. 10. Heat load 5 kW, oxygen diameter 3 mm, distance between oxygen and fuel nozzle 15 mm.

(a) Oxygen 65 l/min (b) Oxygen 70 l/min (c) Oxygen 75 l/min

(d) Oxygen 80 l/min (e) Oxygen 85 l/min (f) Oxygen 90 l/min
Fig. 11. Heat load 7 kW, oxygen diameter 5 mm, distance between oxygen and fuel nozzle 15 mm.

에서 3 mm로 감소하게 되면 MILD 연소화염의 형

성영역이 산소유량 60-65 l/min에서 65-75 l/min으로 

증가되는 형상이 관찰되었다. 본 실험결과를 통하여 

산소노즐의 직경변화를 통한 산소의 분출속도 변화

가 산소 메탄 MILD 연소화염 형성에 있어 중요한 인

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kW 열부하 실험결과에 이어서 열부하 변화가 

MILD 연소화염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동일조건에서 공급되는 연료의 열부하를 7 kW
로 변경하여 연소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결과는 Fig. 
11과 12에 비교하였다.

Fig. 11과 12에 비교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5 kW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산소유량이 작은 영역에서 확

산화염이 발생하였고 MILD 연소영역을 지나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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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xygen 80 l/min (b) Oxygen 85 l/min (c) Oxygen 90 l/min

(d) Oxygen 95 l/min (e) Oxygen 100 l/min (f) Oxygen 105 l/min
Fig. 12. Heat load 7 kW, oxygen diameter 3 mm, distance between oxygen and fuel nozzle 15 mm.

유량이 증가되면 연료노즐 부근에서 4개의 연소화

염이 독립적으로 발생되는 분리화염이 형성되며 연

소화염이 매우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동일하

게 관찰되었다.
열부하 7 kW 실험에서 산소유량 변화에 따른 연

소안정성영역 및 MILD 연소영역을 살펴보면 5 kW
의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산소노즐의 직경이 감소하면 

MILD 연소영역이 증가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열부하 5 kW와 7 kW 실험에서 산소노즐의 직경

이 감소하면 MILD 연소영역의 확장과 연소안정성

이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동

일한 산소유량이 공급되지만 노즐의 직경이 감소되

면 산소의 유속이 증가된다. 산소유속의 증가는 기

연가스의 재순환이 효과적으로 발생되어 재순환율이 

증가된다. 재순환율의 증가는 연료 및 산화제의 희석

(Dilution) 효과가 효과적으로 발생되어 나타나는 현

상이라 판단된다[3].

3.3. 연료 및 산소노즐 거리 변화에 따른 MILD 
연소특성

산소노즐의 직경이 5 mm에서 3 mm로 감소할 경

우 실험을 통하여 동일 산소유량에서 유속이 증가하

여 MILD 화염의 형성영역이 확장됨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소노즐의 직경을 3 mm로 고

정하고 산소노즐과 연료노즐의 거리를 10 mm, 15 
mm, 20 mm로 변경하면서 산소유량 변화가 MILD 연
소화염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13은 열부하 5 kW와 7 kW 조건에서 노즐간 

(a) Heating Load 5 KW

(b) Heating Load 7 KW
Fig. 13. Region of oxy fuel MILD combustion at distance 

between oxygen and fuel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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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변화와 산소유량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MILD 연
소화염 형성영역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 13의 열

부하 5 kW에서 MILD 연소화염이 형성되는 영역을 

살펴보면 산소노즐과 연료노즐의 거리가 10 mm인 경

우 가장 작은 산소유량에서 MILD 연소화염이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열부하 7 kW에서 MILD 
연소화염의 형성영역을 비교한 그래프에서도 산소

노즐과 연료노즐의 거리가 10 mm인 조건에서 가장 

낮은 산소유량 조건에서 MILD 연소화염이 형성되

었다. 노즐간 거리가 10 mm인 조건에서 낮은 산소유

량에서 MILD 연소화염이 형성되는 원인은 고속으로 

분사되는 산소와 연료의 효과적인 혼합(Mixing)효
과가 증대되어 보다 낮은 유량에서 MILD 연소화염

이 발생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즐간 거리 20 mm
인 경우에는 분사되는 연료 및 산소로 인하여 발생

되는 재순환을 통한 희석효과(Dilution effect)가 증가

되어 노즐간 거리 15 mm에 비하여 낮은 산소유량에

서 MILD 연소화염이 형성된다고 판단하였다. 본 실

험을 통하여 MILD 연소에서 노즐간 거리를 결정할 

경우 혼합효과와 희석효과의 영향을 분석하여 연소

기 형상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설계인자라 판단하

였다.

3.4. 산소 메탄 MILD 연소 형성영역에서의 온도
분포

산소노즐직경 2 mm, 연료노즐직경 3 mm 조건에

서 노즐간 거리 변화와 열부하 변화를 통하여 형성되

는 MILD 연소화염 조건에서 내부온도를 측정하였고 

측정결과를 Fig. 14에 비교하였다.
열부하 5 kW, 7 kW에서 측정된 연소로 내부온도

를 비교한 Fig. 14(a), (b)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

소로 하단에 설치된 열전대의 온도가 전체 실험조건

에서 낮게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연소로 하단에서 측

정된 온도가 낮게 측정되는 원인은 예열되지 않은 

산소 및 연료의 빠른 유속으로 냉각효과가 증가되

어 발생된다고 판단하였다. 열부하 5 kW 조건에서 

노즐간 거리가 10 mm인 조건에서는 연소화염의 최

고온도가 연소로 상단에서 측정되었다. 또한 노즐간 

거리가 15 mm인 조건에서는 연소화염의 최고온도가 

연소로 중간에서 측정되었다. 연소로 중앙에서의 측

정온도는 약 1680 K으로 열부하 5 kW 조건 중 가장 

높게 형성되었다. 노즐간 거리가 20 mm인 경우에는 

공급되는 산소유량이 증가되면 연소로 중간에서의 

온도가 증가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열부하 7 kW 조건에서 내부온도를 비교한 Fig. 14 

(b)를 살펴보면 노즐간 거리가 10 mm인 경우 산소

유량이 증가하면 최고온도 지점이 상단에서 중간영

역으로 이동되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즐간 거

(a) Heating load 5 KW

(b) Heating load 7 KW
Fig. 14. Comparison of temperature at different flame 

mode and heating load.

리가 15 mm 조건에서는 최고온도 지점이 연소로 중

간에서 발생되며 측정온도는 약 1770 K 이상으로 air 
leak 상황에서 NOx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

상된다. 하지만 노즐간 거리 20 mm, 산소유량 75-80 
l/min 조건에서 연소로 내부의 온도편차가 100 K 이
내로 비교적 일정하게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MILD 연소의 형성은 화염의 비 가시

화, 연소로 내부온도의 변화 및 연소소음발생여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MILD 연소영역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3가지의 판단근거를 적용하여 

MILD 연소영역을 결정하면 열부하 7 KW, 산소노즐

직경 2 mm, 메탄노즐직경 3 mm, 노즐간 거리 20 mm, 
산소유량 75-80 l/min 조건에서 연소로 내부의 온도

편차 약 100 K, 화염의 비 가시화, 연소소음의 급격

한 감소가 발생되어 MILD 연소화염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산소 메탄 MILD 연소의 경우 연소로에

서 배출되는 미연산소는 시스템효율의 감소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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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산소유량의 최

소조건을 최적 MILD 연소조건으로 판단하여 산소

유량 75 l/min 조건이 본 실험에서 형성할 수 있는 최

적 MILD 연소조건이라 판단하였다.

3.5. 최적 산소 메탄 MILD 연소영역에서의 복사
열유속 측정

산소 메탄 MILD 화염 형성영역을 중심으로 MILD 
화염형성 전 및 MILD 화염형성 후에서 발생되는 복

사열유속을 연소로의 중앙에서 측정하였고 측정된 

결과 중 30초 동안의 복사열유속을 수집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복사열유속 변화량을 Fig. 15에 비교하

였다. Fig. 15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MILD 연소화염

의 형성영역에서는 열부하와 관계없이 높은 복사열

유속이 발생되었고 열부하가 증가하면 복사열유속

이 180 mW에서 230 mW로 약 50 mW 증가되었다. 
MILD 연소화염의 형성영역을 기준으로 공급되는 산 

(a) Heating load 5 KW

(b) Heating load 7 KW

Fig. 15. Radiation heat flux at different flame mode and 
heating load.

소유량이 감소되면 화염형태가 확산화염으로 변화되

며 본 조건에서 열부하 5 kW인 경우 복사열유속이

180 mW에서 70 mW로 약 110 mW의 감소되었고 열

부하 7 kW의 경우 복사열유속이 230 mW에서 110 
mW로 약 120 mW 감소되었다. MILD 연소화염의 형

성영역에서 산소유량을 증가하면 화염형태가 분리화

염으로 변화되며 본 조건에서 열부하 5 kW의 경우 

복사열유속이 180 mW에서 165 mW로 약 15 mW의 

감소되었고 열부하 7 kW의 경우 복사열유속이 230 
mW에서 202 mW로 약 28 mW 감소되었다.

열부하 5 kW와 7 kW 조건에서 복사열유속을 비

교한 결과 열부하 7 kW에서 열부하 5 kW보다 높은 

복사열유속이 측정되어 산소 메탄 MILD 연소시스템

을 제철제강산업에 적용한다면 높은 열부하 조건이 

보다 유리한 가동조건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산소노즐직경, 노즐간거리, 산소공급유량 변화 및 

열부하 변화가 산소 메탄 MILD 연소에 미치는 영향

을 lab scale 연소로를 적용하여 실험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5 kW 및 7 kW 열부하 조건에서 공급되는 산화

제의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연소화염의 형태가 확산

(diffusion) 화염, MILD 연소화염, 분리(split) 화염으

로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2) 동일한 노즐간 거리 조건에서 연료노즐직경 5 

mm에서 3 mm로 감소할 경우 MILD 연소화염의 형

성영역이 확장됨을 확인하였다.
3) 산소노즐 3 mm, 연료노즐 2 mm조건에서 노즐

간 거리가 10 mm, 15 mm, 20 mm로 변경될 경우 노

즐간격 15 mm 조건에서 가장 높은 화염온도가 측정

되었고 20 mm 조건에서 비교적 일정한 온도범위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4) 복사열유속을 측정한 결과 MILD 연소화염의 

형성영역에서는 열부하와 관계없이 높은 복사열유

속이 발생되었고 열부하가 증가하면 복사열유속이 

함께 증가되었다. 
5) 본 논문의 실험결과 열부하 7 kW, 산소노즐직경 

3 mm, 연료노즐직경 2 mm, 노즐간 거리 20 mm, 산
소유량 75 l/min 조건에서 최적 MILD 연소화염이 형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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