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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s of this research were to investigat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lab-scale pressurized oxy-fuel 
combustion(POFC) system. In this study, the reactor, 800 mm long, was equipped with co-axial burner. Low 
calorific value syngas that is composed of mainly CO and H2 was used as fuel whereas pure oxygen was 
used as an oxidant. Thermal heat input to the reactor varied from 2.6 kW to 6.1 kW. The reactor pressure 
also increases from atmospheric up to 15 bar. The results show that as the pressure increase, the temperature 
of reactor decreases on the whole in all cases. A significant temperature drop was observed especially at the 
bottom section of the reactor that exist flame. In addition, the flame instability increases as the pressure 
increases. Furthermore NOx emissions increases from atmospheric up to 2 bar. However beyond 2 bar, NOx 

emission reduces as pressure increases. Lastly NO2 ratio in NOx also increases as pressure increases.

Key Words : Pressurized oxy-fuel combustion, Low calorific value Syngas, NOx emission, NO oxidation, MILD 
combustion, Flameless combustion

1. 서 론

기존 교토 의정서 체제가 끝난 뒤, 2015년 유엔 기

후 변화 회의에서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신기후 체

제가 수립되었다. 파리 협정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의

무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되면서 이산화

탄소 감축은 전보다 더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투

자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 분을 선진국의 감

축 실적에 반영하는 제도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개발

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와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으며, 이
러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인 순산

소 연소 화력 발전 시스템이 주목 받고 있다[1,2].
순산소 연소 기술은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쓰이고 있는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ASU(Air Separa-
tion Unit)를 활용하여 산소를 생산하고 산화제로 사

용하여 이산화탄소 순도가 높은 연소가스를 배출한

다. 이렇게 생성된 연소 가스는 높은 이산화탄소 농

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집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순산소 연소 기술은 현재 호주 Callide 
30 MW 설비를 통하여 실증이 완료된 상태이고, 상
용화에도 기술적인 장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

다. 그러나 산소 생산을 위한 ASU와 CCS 기술을 위

한 이산화탄소 압축 과정으로 인해 최소 8% 이상의 

발전 효율이 감소되며, 이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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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pressurized oxy-fuel combustion systems.

의 약 20%에 해당한다[3]. 하지만 이러한 효율 하락

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 해결과 가장 큰 에너지원

인 석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순산소 연소 기술 개발

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순산소 연소 플랜트는 

영국의 주도하에 EU가 448 MWe를 목표로 White rose 
oxy power plant라는 이름으로 발전 플랜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가압 순산소 연소 기술은 순산소 연소 기술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된 기술로 발전 플랜트를 높은 압력

으로 운전하는 기술이다. 가압 순산소 연소 기술은 높

은 압력으로 연소가스 내 증기의 이슬점이 높아져 

더 많은 잠열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소가스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회수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

너지가 크게 감소된다[4]. 이렇게 가압 순산소 연소 

기술은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술로, 각국에서 기초 실험과 공정 해석을 통해 기

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Hong[4] 등은 10 bar에
서 순산소 연소보다 최대 13.3% 발전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공정 해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Rengarajan[5] 등은 발전 효율 1.7%와 CO2 포집율을 

2.8%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Hussam[6] 등은 가압 순산소 연소 시스템의 최적 운

전 압력은 3.75~6.25 bar라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Hong[7] 등은 발전효율의 측면에서 최적 운전 압력

은 10 bar라는 공정해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압 순산소 연소 연구는 U.S.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 기술 경제성 평가와 더불어 lab-scale, 
bench-scale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8], 이탈리아의 전

력회사인 ENEL(Ente Nazionale per l’energia ELettrica)
에서 유럽의 ITEA spa와 함께 Flameless ISOTHERM 
Pwr® technology라는 이름으로 5 MW pilot-scale 설
비와 15 MW industrial-scale 설비로 실험을 진행 중

이다[9]. 또한 Janusz A. Lasek은 가압 순산소 연소는 

연소가스의 NOx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10,11].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연구들은 

가압 순산소 연소 시스템의 공정해석 연구와 NOx 생
성에 관련된 연구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

소로의 높은 내부 압력으로 인한 반응기의 온도 분

포 변화와 연소 가스의 조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수

행되었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본 실험에 사용된 가압 순산소 연소 시스템은 크

게 동축 버너, 연소로, 압력 조절을 위한 역압 레귤

레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가압 순산소 연소 시스템의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연료로 쓰인 합성가

스와 산소의 연소를 위하여 쓰인 동축 버너는 1차 라

인의 내경이 7 mm, 2차 라인의 간격은 0.5 mm이다. 
각각 1차 라인에는 저열량 합성가스, 2차 라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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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 주입되었다. 버너로 주입되는 합성가스와 산

소는 Brooks instrument 사의 고압용 MFC(SLA5850, 
5850E)를 이용하여 20 bar의 압력으로 주입되었다.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운전되는 가압 순산소 연소의 

특성 상 동축 버너의 높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반응기를 개폐하지 않아도 점화할 수 있는 보조 버

너를 반응기 측면에 설치하였다. 보조 버너는 동축 

버너의 점화를 위한 목적으로 초기 동축 버너 점화

에만 사용하였다. 또한 반응기 측면에 동축 버너와 

보조버너의 화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창을 설

치하여 각 버너의 화염을 확인하였다. 연소로는 높

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 직경 200 mm, 두께 16 mm 
파이프와 플랜지를 이용하였고, 높은 온도를 견디기 

위해 내화재를 설치하였다. 실제 연소실은 크기는 높

이 800 mm, 직경 80 mm의 원통형 연소실이다. 연소

실에는 총 8개의 B-type T/C가 설치되어 있고, 연소

실 내벽으로부터 10 mm만큼 돌출되어 있다. T/C는 

반응기 바닥으로부터 60 mm 높이에 하나, 그리고 그 

후 100 mm 간격으로 7개가 설치되었다. 연소로 내

에 설치된 B-type T/C의 특성상, 온도 측정 가능 범위

는 400~1800℃이다.
그리고 연소실을 지나 나오는 연소 가스의 온도

(Tout)를 K-type T/C로 측정하였고, 응축수를 제거하

기 위해 위, 아래로 밸브가 설치된 응축수 제거기를 

설치하였다. 응축수 제거기 뒤에는, Hiflux 사의 역압 

레귤레이터(Back Pressure Regulator)와 Sensys 사의 

압력 센서를 이용하여 연소 압력을 조절하였다. 역
압 레귤레이터를 지나 대기로 나온 연소 가스는 분

석하기 전 냉각과 남아있는 수분의 제거를 위해 콜

드 트랩을 지난 뒤 Testo 사의 가스 분석기(350 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2. 실험방법

기존의 순산소 연소 기술에서는 순산소 사용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아지는 보일러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연소가스를 재순환시켜 연소실에 주입하는 방

법으로 보일러의 온도를 조절하였다. 하지만 이 실

험에서는 높은 압력에서 저열량 합성가스와 산소를 

연소 시켰을 경우의 연소실의 내부 온도와 연소가스 

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소가스 재순환 방법은 고려

하지 않았다. 연료는 주로 CO와 H2로 이루어진 Uhde 
사의 The PRENFLO®(PRessurised ENtrained-FLOw) 
Direct Quench(PDQ) process를 통해 생산되는 저열

량 합성가스를 기준 연료로 사용하였으며[12], 연료

의 자세한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연료로 사

용된 저열량 합성가스는 85% 이상이 CO와 H2로 이

루어있다. 또한 Table 2에 나타낸 실험 조건은 투입 

열량을 기준으로 2.6 kW부터 6.1 kW까지 총 3개의 

Table 1. Composition of fuel

Composition Vol. fraction (%)

CO 60

H2 27

CH4 0.1

CO2 9.9

N2 3

Lower Heating Value 
(kJ/kmol) 235.8

Higher Heating Value 
(kJ/kmol) 247.8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Case C1 C2 C3

Syngas
(L/min) 15.0 25.0 35.0

Heat input
(kW) 2.6 4.3 6.1

Equivalence Ratio 
(ER) 1.1, 1.3

Pressure 0~15 bar(g)

실험조건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대기압 상태(Atm.)
부터 15 bar (gage)까지 가압하였다. 또한 실제 가스

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의 연소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운전조건을 당량비 1.1과 1.3으로 설정하여 총 

48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각의 케이스는 정상상태 도달을 위하여 30분의 안

정화 시간이 지난 뒤의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가압 순산소 연소 특성 분석

Fig. 2는 당량비 1.1, Fig. 3은 당량비 1.3의 실험 

조건에서 측정된 온도 결과이다. 그래프에서는 연소

로 바닥에 설치된 버너로부터 T/C의 높이를 가로 축

으로 설정하였으며, 설정한 각 압력에서의 온도 분

포를 나타내어 보았다. 모든 조건에서 압력이 올라

갈수록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화염의 불안전성이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높은 압력에서의 화염의 특성 변화와 관련

이 있으며, 화염은 높은 압력에서 불안정해지고 크

기가 소폭 감소한다[13]. 또한 역압 레귤레이터에서 

연소 후 생성되는 연소 가스의 나가는 양을 조절하

여 압력을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질수록 반응기 안의 가스 밀도는 높아지지만, 버
너에서 생성되는 열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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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온도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C1
의 경우에는 B-type T/C의 측정범위인 400℃보다 더 

낮아져 측정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Fig. 2(a)와 Fig. 3(a)에서 압력이 높아질수

(a) C1, ER1.1

(b) C2, ER1.1

(c) C3, ER1.1
Fig. 2. Temperature profiles of reactor for ER1.1 according 

to elevated pressures.

록 60 mm 높이에서의 온도 하락 폭이 다른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급했던 화염의 크기와 불안전성에 연관이 있다. C1
의 경우 들어가는 열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화염의 

(a) C1, ER1.3

(b) C2, ER1.3

(c) C3, ER1.3
Fig. 3. Temperature profiles of reactor for ER1.3 according 

to elevated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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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C2나 C3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가시화창으

로 화염의 작음을 가시화창의 화염 끝단 관측을 통

해 확인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C2와 C3의 경우 가시

화창을 통해 화염의 끝을 확인할 수 없는 상대적으

로 긴 화염을 형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6개의 케이

스 모두 압력 증가에 따른 화염의 축소, 불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받아 온도가 크게 하락하지만, C1의 경

우 열량이 낮아 대기압 상태에서도 화염이 작기 때

문에 압력이 상승하여 화염이 불안정해져도 60 mm 
높이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반응기 온도 분포는 대기압 상태에서 하단(0~ 

400 mm)에서부터 상단(400~800 mm)까지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압력이 올라갈수록 하단에서의 온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상단에서의 온도는 대기압 상태보

다 높아지게 된다. 이 현상은 압력이 높아질수록 반

응기 내의 가스 밀도는 높아지고, 체류시간이 늘어나

Fig. 4. Outlet temperatures of flue gas according to ele-
vated pressures (Tout).

Fig. 5. Qualitative diagram of the combustion mod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T and internal recircula-
ting factor Kv [14].

면서 온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해지는 현상이다. 또한 

반응기 전체적으로 온도가 균일해졌다가 압력이 올

라가면서 반응기 하단의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염의 크기 감소로 인한 영

향으로 볼 수 있고, 반응기 상단의 온도가 하단의 온

도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flameless combustion” 혹은 

“MILD(Moderate or Intense Low oxygen Dilution) com-
bustion” 현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4,15].

일반적으로 반응물을 예열하면 열적 효율은 증가

하지만, 최대 화염 온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NOx 배
출량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MILD combustion은 

연소 가스를 재순환 시켜 반응물을 예열하고 반응기

에 넣어 압력을 높이면, 가시적인 화염 없이 반응기 

전체적으로 균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면 최대 화염 온도가 낮아지면

서 NOx 배출 저감에도 효과적이다[15].
Fig. 5는 MILD combustion의 연소 영역을 나타내

는 그래프로, 내부 재순환 상수 Kv와 온도에 따른 연

소 영역을 나타낸다. Kv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는 내부 재순환되는 연소 가스의 질량 유량, 

wcomb는 연료의 질량 유량, wO2는 산소의 질량 유량

이고, 마지막으로 wric는 외부 재순환되는 가스의 질

량 유량이다[14].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온

도에서 일어나는 자연 발화 현상과 높은 Kv 값을 이

용하여 반응기 내에서 가시적인 화염 없이 안정된 연

소를 일어나게 한다. 본 실험에서는 연소 가스 재순

환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후단에서 나가는 연소 가

스의 양을 조절하여 압력을 높이는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반응기 400 mm 부근에서 MILD combustion
의 환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소 가스를 

이용하여 압력을 높이게 되면 
 는 상승하게 되고, 

버너를 통해 반응기로 들어가는 wcomb와 wO2는 일정

하기 때문에 Kv의 값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압력

이 높아질수록 “stable flameless combustion” 영역에

서 연소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Fig. 2와 3의 모든 케이스에서 압력이 4 bar 이상

이 되면, 높이 360 mm의 온도보다 460 mm의 온도

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

응기 하단에서 버너 화염의 불안전성으로 생성된 미

연분이 높이 360~460 mm에서 MILD combustion의 

환경이 형성되면서 자연 발화로 인하여 온도가 상승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압력이 상승할수록 연소로 내부에 강한 내부 순환 

유동이 생성되고, 연소로 하단에서 화염과 내부 순



김동희․이영재․양 원44

Table 3. CO emissions in flue gas according to elevated 
pressures
Case C1 C2 C3

Equivalence Ratio 
(ER) 1.1 1.3 1.1 1.3 1.1 1.3

CO 
emissions

(ppm)

atmosphere 2 4 231 48 2068 125
2 bar 0 0 111 0 1792 6
4 bar 0 1 85 0 500 1
6 bar 0 0 13 0 501 1
8 bar 0 0 5 0 137 1
10 bar 4 0 3 0 184 1

12.5 bar 548 0 2 0 189 8
15 bar 2574 5 1 0 154 3

환 유동을 통해 예열된 미연분이 자발화 온도에 도

달하면서 MILD combustion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Fig. 4에서도 대기압 상태보다 가압 상태

에서 Tout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은 C1에서는 2~4 bar까지 유지되지만, C3에서는 최

대 10 bar까지 유지된다.
Table 3은 모든 경우에 대하여 후단에서의 CO 배

출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당량비 1.1에서는 C1은 압

력이 증가할수록 CO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
는 낮은 열량으로 인하여 압력이 올라가면 자연 발

화 온도보다 낮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와 반

대로 C2와 C3의 당량비 1.1 조건에서는 압력이 올라

갈수록 CO 배출량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자연 발

화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여 Fig. 5의 “stable 
flameless combustion” 영역에서 연소가 일어난 것으

로 판단된다. 당량비 1.3의 CO 배출량은 충분한 산

소로 인하여 모든 조건에서 낮은 수치를 보인다[16].

3.2. NOx 거동 특성 분석

연소 가스의 측정은 역압 레귤레이터를 통해 대

기로 나온 연소 가스를 가스 분석기를 통해 측정하

였다. Fig. 6(a)는 당량비 1.1, (b)는 당량비 1.3의 경

우 NOx의 배출량을 나타내었다. Fig. 6(a) C1의 경

우, NOx는 2 bar에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

고, C2와 C3의 경우 감소하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세 경우를 살펴보면 C1에서 

열량이 증가할수록 경향이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압력과의 뚜렷한 연관성은 찾을 수 없

었으며, 반응기 내 가스의 측정을 통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6(b)에서는 2 bar로 가압했을 때 NOx는 증가

하였다가, 압력이 더 올라갈수록 NOx는 감소하고 있

다. 연소 시 thermal NOx의 생성은 1300℃ 이상의 온

도에서 이루어진다[16]. 2 bar 상태로 가압되면서 반

(a) ER1.1

(b) ER1.3
Fig. 6. NOx emissions profiles according to elevated 

pressures.

응기 내의 가스 체류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반응기 

상단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NOx 생성 구간은 더 넓어

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가압 상태에서의 NOx 배출

량은 증가하고, 압력이 더 높아질수록 반응기 내 최

대온도가 낮아지면서 NOx 배출량은 다시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2 bar 이상에서 최대 화염 온도가 낮아

져 NOx가 저감되는 과정은 MILD combustion의 장점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Fig. 7(a)는 당량비 1.1, Fig. 7(b)는 당량

비 1.3에서의 연소 가스 내 NO 배출량을 나타낸 그

래프이다. 당량비 1.1, 1.3 두 경우 모두 NOx 배출량 

그래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8은 연소 가스 내 NO2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당량비 1.1의 경우, C1의 NO2 배출량은 압력

이 증가할수록 소폭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

다. 하지만 C2와 C3의 경우에는 큰 변화 없이 50 ppm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반응기 내에 NO2 형성에 충분한 산소가 존재하고 있

지 않았던 것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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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R1.1 (b) ER1.3
Fig. 7. NO emissions profiles according to elevated pressures.

(a) ER1.1 (b) ER1.3
Fig. 8. NO2 emissions profiles according to elevated pressures.

(a) ER1.1 (b) ER1.3
Fig. 9. NO2/NO percentage according to elevated pressures.

당량비 1.3의 경우에서는 NO2는 압력이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NO2의 절대적

인 감소량은 NO에 비해 매우 낮은 양을 보이고 있다.

2NO + O2 → 2NO2 (2)

식 (2)는 NO가 NO2로 산화되는 과정을 표현한 식

으로[19], NO2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이를 잘 

활용하면 NOx 저감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NO
의 산화에 관련된 세부적인 조건은 연구가 진행 중

이지만, NO가 NO2로 산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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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15 bar 이상의 압력, 350℃ 이하의 온도, 긴 체류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18]. 이와 관련하여 Fig. 9에
서 NO2/NO의 비율을 도식화 하였다. 당량비 1.1의 

경우 정량적 NO2 수치를 나타낸 Fig. 8(a)에서는 뚜

렷한 경향을 볼 수 없었지만, Fig. 9(a)에서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NO2/NO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증가 경향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C1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Fig. 9(b)에 나타낸 

당량비 1.3의 경우에서는 C1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NO2/NO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
량비 1.1의 경우와 비교하여 확연히 높은 수치를 나

타내었다. 이는 NO가 NO2로 산화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C3의 경우 30~40%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NO가 

NO2로 산화되기에 높은 온도를 유지하여 비율이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대기압 상태에서의 

NOx 생성은 NO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NO
의 영향이 지배적이지만, 가압 순산소 연소 시에는 

NO2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압 순산소 연소 시스템의 연소 

특성 분석을 위해서 반응기 온도 분포와 연소 가스 

조성을 분석하였다. 실험실 규모의 가압 순산소 연소 

반응기를 이용하여 주로 CO와 H2로 이루어진 저열

량 합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였다. 입열량 2.6~6.1 
kW, 대기압부터 최대 15 bar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압력이 높아질수록 버너에서 생성된 화

염의 불안전성은 증가하고 반응기 전체적으로 온도

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기 

온도 하락은 반응기 하단(0~400 mm)에서 더 크고 

상단(400~800 mm)에서는 반응기 온도가 균일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압력이 올라가면서 

화염이 불안정해지면 반응기 하단에서 미연분이 생

기게 되고, 상단에서 MILD combustion 환경이 조성

되어 상단의 온도가 균일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압

력이 올라갈수록 연소 가스 중 CO의 배출량이 줄어

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NOx 배출량은 대기압 조건보다 2 bar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으며, 압력이 높아질수록 NOx 배출량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NO2의 경우 압력이 높아

질수록, 반응기의 입열량이 낮아질수록 NOx 중 NO2

의 비율이 높아졌고, 이는 NO가 NO2로 산화되는 영

향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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