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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

히 대기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배

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들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

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는 화석연료

의 연소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황산화물(SOx) 

등의 공해물질 배출로 인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지구 온난화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

서 발생되는 공해물질을 저감하는 친환경연소 및 에너지

효율의 증가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4]. 

이 중에서도 연소과정에서 발생된 기연가스의 강한 재

순환을 통하여 산화제 및 연료를 희석시켜 낮은 산소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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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LD combustion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promising combustion technology for high thermal 

efficiency and reducing nitrogen oxides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Recently, many studies have 

revealed the potential of MILD combustion in various power systems but most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gas-phase fuel MILD combustion. Therefore further study on MILD combustion using liquid fuel is 

needed. In this work, we will focus on the numerical simulation of the effects of diluted gas velocity on the 

formation of liquid fuel MILD combustion using FGM using ethanol fuel as a carbon-neutral fuel. A 

two-stage combustion structure similar to ‘Deft jet in hot co-flow’ configuration was used to study the 

formation of liquid fuel MILD combustion for the validation purpose. The diluted burnt gas velocity from 

the first premixed combustion chamber can be controlled by an open ratio of the nozzle between two 

combustion chamb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local high-temperature region was decreased and the flame 

temperature was uniformly distributed due to the intense mixing by the higher momentum of ejected diluted 

burnt gas from the venturi type nozzle considering atomization and vaporization of the injected liquid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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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건에서 연소하는 MILD(Moderate or Intense Low- 

oxygen Dilution) 연소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5-7]. 이러한 MILD 연소기술은 빠른 유동의 속도에 

비하여 낮은 산소농도로 인한 화학반응속도가 상대적으

로 감소되어 기존의 국부적인 연소화염의 형태가 감소되

고 1,500°C이하의 낮은 화염온도와 체적연소를 형성하

여 Thermal NOx의 배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8-11]. 

따라서 배기가스의 재순환은 MILD연소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에 Wünning [12-13] 등은 배기가

스 재순환율(


)과 연소로 내부 온도로 나타내어지는 

MILD연소의 형성영역을 Fig. 1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이때

의 배기가스 재순환율(


)는 식 (1)과 같이 정의 하였다. 










 (1)

여기서  , 
와 은 각각 재순환된 기체, 초기 공급 

연료 및 공기의 질량유량을 나타내며, 배기가스 재순환

율 

는 재순환하는 가스의 질량유량을 공급되는 연료

와 산화제의 질량유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 하였다. 

MILD연소의 안정성 영역을 나타낸 Fig. 1을 살펴보면 

재순환율이 3이상 노 내부의 온도가 연료의 자발점화온

도 이상인 800°C이상의 조건에서 MILD연소를 형성함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MILD연소기술에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

스를 연료로 적용하고자하며 바이오매스 중에서도 에너

지밀도가 높고 보관 및 저장, 생산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

지고 있는 바이오 연료인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한다면 온

실가스배출규제 및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등 강화되는 배

기가스 저감측면에서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바이오

에탄올은 사탕수수, 밀, 옥수수 등과 같은 녹말이 함유된 

곡물들의 당을 추출하여 생성하는데 바이오에탄올의 발

효 및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체가 광

합성을 통하여 흡수한 이산화탄소로 감각하여 Table 1과 

같은 과정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0”인 탄소 중

립(Carbon Neutral) 연료로 인정받는 신재생에너지의 하

나이다. 따라서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한 연소시

스템의 경우 현행 배기규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NOx배출에 대한 규제만이 중요

해진다.

액체연료를 사용한 MILD연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MILD연소형성을 위한 중요인자이외에도 

액체연료의 분무와 증발과 같은 물리적인 문제들을 추가

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하단에 예혼합 연소기를 적용하

여 예혼합 연소 후 발생되는 고온의 연소가스를 통하여 

상단의 주 반응구간에 분사되는 에탄올연료를 연소시키

는 2단 연소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특히 공급되는 고온희

석가스의 유속과 산소농도를 변경하며 에탄올연료의 

MILD연소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3차원 수치해석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

여 기연가스의 여러 물리적 인자들이 MILD 형성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 아울러 NOx 배출저감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Fig. 1. Schematics of MILD combustion stability 

limits[12].

Table 1. Carbon neutral cycle of Ethanol fuel

Photosynthesis



⇒



Fermentation ⇒




Combustion ⇒





Fig. 2. Direct photo of 2 stage ethanol MILD 

combus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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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방법

2.1 지배방정식 

2단 연소방식을 적용한 에탄올 MILD연소시스템의 3

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용전산수치해석 프

로그램인 Ansys Fluent를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

였고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 운동량보존방정식, 에너

지보존방정식, 화학종보존방정식을 적용하였다. 

∇∙   (2)

∇∙      (3)

∇∙ ∇∙ 


  (4)

∇∙ ∇∙   (5)

2.2 수치해석모델 

SIMPLE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수치해석에 사용된 난

류모델은 Realizable  모델을 적용하였고 Radiation

을 고려하기 위하여 DO(Discrete Ordinates)모델을 적용

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본 수치해석에서 하단부

의 예혼합연소기를 통한 반응은 계산하지 않고 Ansys 

Chemkin pro를 통하여 계산된 각 산소농도별 몰분율과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온도를 적용하여 입구경계조건에 

예혼합연소 후 생성된 가스가 바로 공급된다고 가정하였

다. 이에 따른 각 산소농도별 희석가스의 조성은 Table 2

와 같고 각 조성과 온도에 따라 FGM(Flamelet Generated 

Manifold)을 사용하여 난류와 화학반응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다. 

FGM은 Mixture fraction, Scalar dissipation, Progress 

variable과 같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모든 화학종과 온도

를 매개변수화하고 3차원 해석과정에서 이러한 매개변

수에 대한 전송 방정식을 푼다. 이러한 FGM을 활용한 난

류화염의 수치해석기법은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을 감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FGM모

델을 사용한 MILD연소에 대한 수치해석결과가 실제 현

상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

다[14-17]. 본 연구에서 에탄올에 대한 FGM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화학반응메커니즘은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된 57개의 화학종과 383개

의 화학반응으로 구성된 Marinov[18]에 NOx 반응을 추

가하여 만든 61개 화학종과 395개 화학반응으로 구성된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 

Mixture fraction에 대한 온도분포를 나타낸 Fig. 3의 

FGM 생성데이터를 살펴보면 희석가스의 산소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반응온도가 약 1900 K에서 

2100 K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희석가

스의 산소농도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온도가 

이미 정해져있음을 알 수 있고 FGM을 이용한 수치해석

과정에서 도출되는 Mixture fraction 및 Progress variable

에 따라서 설정된 온도 값을 적용하게 된다.

액체상의 바이오에탄올연료는 수치해석영역의 중앙

에 위치한 노즐지점으로부터 Point 분사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분무 유동장 해석을 위해 DPM 모델을 사

용하여 입자와 대기 중 공기와의 상호교환 고려하였고 

이때의 Particle trajectory의 계산은 다음 식과 같다.











 


  (6)




















 (7)

여기서 

는 각 단위 입자 질량에 대한 항력이고 는 

외력이며, 는 유체상의 속도, 

는 입자의 속도, 는 유

체의 점성, 는 유체의 밀도, 

는 입자의 밀도, 


는 입

자의 직경이며 

는 항력계수이다. 는 상대레이놀즈

수로 정의는 아래 식(8)과 같다.

≡



 (8)

본 연구에서 사용된 Pressure-swirl atomizer에 대해서

는 LISA 모델을 사용하였다. LISA 모델은 Kelvin- 

Helmholtz 웨이브가 sheet에서 성장하고 결국 액체를 

ligaments 형태로 부순다고 가정한다. 2차 breakup의 경

Table 2. Conditions of temperature and dilution gas 

composition

Temperature 

(K)

Mole fraction

   

1580 0.09 0.07 0.105 0.735

1670 0.08 0.075 0.115 0.73

1750 0.07 0.081 0.123 0.726

1840 0.06 0.086 0.13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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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Kelvin-Helmholtz/Rayleigh-Taylor(KHRT) 모델을 

사용하였다[19]. 

2.3 에탄올 MILD 연소시스템 모델링 

Fig. 2와 같은 2단 연소방식을 적용한 에탄올 MILD 연

소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 축대칭조건을 적용하여 3

차원 실린더 형상의 2단 에탄올 MILD 연소시스템을 

Fig. 4와 같이 축대칭으로 모델링하였다. 모델링된 연소

실을 나타낸 Fig. 4(a)를 살펴보면 반지름 67.5 mm, 길이 

360 mm의 주 반응영역을 기준으로 velocity control adapter

와 하단부에 48 mm길이의 예혼합연소영역이 위치하고 

있다. 주 반응영역의 상부에는 반지름 15 mm에 길이 100 

mm인 배기출구를 위치시켜 모델링 하였다. Fig. 4 (b)에

서 나타낸 격자구조의 경우 열유동 수치해석에 수렴성 

및 정밀성이 뛰어난 사각격자를 활용하였고 약 40,000개

의 격자를 구성하여 수치해석에 적용하였다.

6%   concentration 7%   concentration

8%   concentration 9%   concentration

Fig. 3. FGM data for temperature versus mixture fraction at different oxygen concentration.

(a) (b)

Fig. 4. Schematic for the computational domain of 

(a) dimension (mm), (b) mesh structure and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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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수치해석모델 검증

2단 연소방식을 적용한 에탄올 MILD연소시스템의 수

치해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부분은 액체인 에탄올의 분사모델이다. 이와 같은 액체

연료 분사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Ansys Fluent의 Spray 

모델을 사용하여 Eindhoven High Pressure Cell(EHPC)

와 Sandia National Laboratories[20]의 분사실험결과를 

모사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을 수행하였고 그 비교결

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작동유체는 실험에서 사용한 

Heptane연료로 하여 시간에 따른 액적의 분사거리를 측

정하였고 수치해석결과와 비교해보면, EHPC의 경우 분

사초기에 수치해석을 통한 연료분사 길이가 약간 길게 

예측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험결과와 동일한 분사 

길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Sandia의 경우 분사 초기의 분

사 길이는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측되는 spray의 분사 길이가 실험결과에 비해 짧

게 예측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하는 오차는 3 

mm정도의 작은 예측오차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본 수치

해석모델이 전체적인 경향을 잘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에탄올 연료의 분사 후 발생되는 액적의 크기를 비교하

기 위하여 Likun[21] 등에 의하여 수행된 에탄올의 연료

분사 액적크기측정 실험조건을 모사하여 수치해석을 진

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6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6

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액적의 크기를 나타내는 Sauter 

Mean Diameter(SMD)크기가 각 축 방향 거리에서 실험

결과와 근사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

경방향으로의 액적분포와 최소 크기의 SMD는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각 축 방향 거

리에서 발생하는 SMD의 최대 크기와 분포는 전반적으

로 잘 예측하고 있어 본 연구에 위 Spray 모델을 적용하여 

에탄올 MILD연소에 대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3.2 공급유속변화에 따른 에탄올 MILD 

연소특성 분석

Velocity control adapter의 적용을 통한 희석가스의 공

급유속변화는 에탄올분무 연소화염을 밀폐시스템 안에 

형성되게 하고 MILD연소에 가까운 화염을 형성하게 하

는 매우 중요한 설계요소이다. 따라서 산소농도 7%조건

에서 공급유속변화에 따른 에탄올 MILD연소에 대한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온도분포해석결과를 실험을 통해 

얻은 화염이미지와 비교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수치

해석결과 공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고온의 온

도분포영역이 유동장의 하단부로 이동되어 위치하게 되

며 실험결과를 통해 촬영된 오른쪽 사진과 같이 화염길

이가 짧아지는 현상과 동일한 결과를 예측하였다. 58 m/s

의 가장 빠른 공급유속조건에서 화염의 위치에 발생되는 

고온영역은 짧고 얇게 형성되지만 유동장의 상부에 고온

영역의 분포가 넓게 형성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을 통한 화염이미지 촬영으로는 확인할 수 

(a) Validation with EHPC experimental 

data
t=0.0002s

(b) Validation with Sandia experimental 

data
t=0.0004s

Fig. 5. Comparison of spray penetration length between 

numerical result (lines) and experimental data 

(symbols) [20].

Fig. 6. Comparison of sauter mean diameter between

numerical result (blank dot) and experimental 

data (solid do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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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특징으로 MILD연소에 가까운 화염의 형성으로 

인해 반응영역의 온도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

었다고 판단된다.

공급유속이 증가하며 MILD연소가 형성되는 이유를 

분석해보기 위하여 Fig. 8에서 배기가스를 대표하는 

분포와 속도벡터를 통하여 유동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8의 속도벡터를 살펴보면 velocity control adapter의 

적용 전에는 재순환유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Velocity control adapter를 적용하면 연소

장 내부에 재순환 유동이 발생하게 되고 velocity control 

adapter의 직경이 감소하며 희석가스의 공급유속이 증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순환 유동의 코어가 상부로 이동

되며 점차적으로 강한 재순환유동이 형성되었다. 또한 

재순환 유동이 강하게 형성됨에 따라 연소장 내부의 

분포가 균일해지고 농도가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재순환유동을 통해 증가되는 희석율을 살펴보

기 위하여 노즐 상단의 line plot을 통하여 보다 자세히 살

펴보았다. Fig. 9 (a)에 나타낸 의 경우 에탄올 분사

노즐의 끝 지점에서 희석가스의 공급유속이 증가함에 따

라 분포되는 의 몰분율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다른 연소 후 재순환가스인  분포도 마찬가지로 

Fig. 9 (b)와 같이 공급유속이 증가되며 연소장 내부에서 

재순환되는  몰분율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생되는 재순환 유동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앞서 

Wünning에 의해 정의된 재순환률(


) 식 (1)을 통하여 

유동을 통한 

를 계산하였다. 


는 Z-축 방향으로 20 

mm간격에 대하여 각각 계산되었으며 그 결과를 비교하

여 나타낸 Fig. 10을 살펴보면 velocity control adapter의 

직경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의 크기가 증가하며 



곡선 피크의 위치가 연소장 상류로 이동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직경 37.5 mm의 velocity control adapter조

건에서 연소장의 높이 200 mm지점에서 


 1.3으로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낸 

MILD연소영역의 

조건보다 작은 값이다. 그러나 하

단부의 1차 연소를 통하여 산소농도가 낮은 희석가스가 

공급되므로 산소농도가 희석되는 정도를 재순환율로 계

산하고 그에 더해 공급유속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동의 재순환율을 합하면 

가 7로 증가함으로 58 m/s

의 공급유속조건에서 재순환율 

조건이 에탄올의 

MILD연소영역에 해당되었다.

   

Diamter
No 

adapter
70 mm 60 mm 50 mm

 2 ㎧ 8 ㎧ 12 ㎧ 20 ㎧

  

Diamter 45 mm 40 mm 37.5 mm

 29 ㎧ 41 ㎧ 58 ㎧

Fig. 7. Comparison of between numerical results of 

temperature distribution (left) and experimental

flame images (right).

Diamter

(mm)
No 70 60 50 45 40 37.5 



(㎧)
2 8 12 20 29 41 58 

Fig. 8. Velocity vector based on   contour regarding 

the different velocity of dilution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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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소농도변화에 따른 에탄올 MILD 

연소특성 분석

희석가스의 산소농도변화에 따른 에탄올 MILD연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빠른 공급유속조건인 직경 

37.5 mm velocity control adapter 조건에서 희석가스의 산

소농도를 6, 7, 8, 9%로 변경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11에는 산소농도변화에 따른 온도분포와 OH*의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왼쪽의 온도분포결과를 

살펴보면 산소농도가 9%에서 6%로 감소하는 경우 발생

하는 고온의 영역이 보다 길어지고 연소장 상부에 넓게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희석가스의 산소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고온영역의 길이가 짧아지고 온도가 증가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1 오른쪽의 OH* 분포를 살

펴보면 희석가스의 산소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연소를 통

해 발생되는 OH*의 강도가 낮아지며 연소장에 전반적

으로 균일하게 OH*가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소농

도 6%의 경우 OH* 반응영역의 전체적으로 분포하며 연

(a)   profile

(b)  profile

Fig. 9.   and  profiles regarding the different 

diameter of velocity control adapters at the 

nozzle tip.

Fig. 10. Recirculation ratio (

) regarding the different 

velocity of dilution gas.

  - 6%   - 7%   - 8%   - 9%

=58㎧ =62㎧ =65㎧ =68㎧

Fig. 11.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left) 

and OH* distribution (right) for different 

oxygen concentration.

Fig. 12. Comparison of temperature profile at the 

center line for different oxyge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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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내부에서 체적연소(Volume combustion)를 형성하

는 MILD연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Center line에서의 축 방향 온도분포를 비교하여 나타

낸 Fig. 12를 살펴보면 산소농도 7, 8, 9%의 경우 연소장

의 0.15 m지점을 경계로 center line의 온도분포가 급격

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희석가스의 산소농도

가 6%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소화염의 최고온도

가 낮아지며 온도분포가 연소장의 상부에 이르기까지 비

교적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3.4 에탄올 MILD 연소의 배기가스배출 특성 분석

수치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각 조건에서의 배기가스배

출특성을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Fig. 13과 Fig. 14에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13은 velocity control adapter

의 직경변화에 따른 CO 및 NOx의 배출특성을 나타내었

다. CO의 경우 수치해석결과가 실험결과에 비하여 과대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velocity control adapter의 직

경이 감소함에 따라 배출되는 CO가 감소하는 경향은 잘 

예측하고 있으며 velocity control adapter의 직경 37.5 

mm 조건에서는 실험결과와 매우 근사한 값을 보였다. 

NOx의 경우는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급유속조

건에서 10 ppm미만의 single digit 수준의 낮은 배출특성

을 보였다. 

희석가스의 산소농도변화에 따른 CO 및 NOx의 배출

특성을 비교한 Fig. 14를 살펴보면 CO의 경우 수치해석

결과가 실험결과의 배출량과 산소농도변화에 따른 배출

특성 경향을 비교적 잘 예측하였다. 하지만 산소동도 6% 

조건의 실험결과의 경우 CO의 배출량이 다른 조건에 비

하여 크게 증가된 값을 보였으며 NOx의 경우에도 산소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NOx 배출량이 감소되는 일반적

인 MILD연소 현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실험순서를 산소농도가 높은 조건부터 시작하여 

낮은 조건으로 변경하며 진행함에 따라 당량비 조건이 

증가하고 시스템이 가열되며 다른 산소농도 실험조건에 

비하여 높은 분위기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남으로 NOx

의 배출량이 산소농도가 낮아짐에도 점차 증가되는 경향

으로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수치해석의 경우 산

소농도가 낮아지며 MILD 연소가 형성됨으로 발생되는 

화염온도가 낮아져 NOx의 배출이 감소되는 경향을 잘 

모사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측정된 NOx의 배출량은 

산소농도변화에도 5 ppm 이하의 낮은 배출특성을 보였

고 수치해석결과도 마찬가지로 모든 산소농도조건에서 

NOx의 배출량은 4 ~ 8 ppm으로 실험결과와 같은 single 

digit 수준의 낮은 NOx배출특성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바이오에탄올을 가스터빈 연소과정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외부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연소실 시스템에

서 고온 희석된 산화제를 통한 에탄올 MILD연소현상에 

대하여 FGM을 이용한 3차원 수치해석을 진행하였고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희석가스 공급유속의 증가는 실험결과와 같이 발

생되는 에탄올분사화염의 길이가 감소되어 연소로

에 안정적으로 형성되게 하며 비교적 균일한 온도

분포를 갖는 MILD연소특성을 보였다.

Fig. 13. Comparison of CO and NOx emission 

characteristics between numerical results 

and experimental results for different 

diameter of velocity control adapter.

Fig. 14. Comparison of CO and NOx emission 

characteristics between numerical results 

and experimental results for different 

oxyge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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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석가스의 유속이 증가됨에 따라 유동에 의한 재

순환율 

가 증가되고 1차 연소를 통한 낮은 산소

농도조건의 재순환율을 합하면 58 m/s의 공급유속

조건에서 재순환율 

가 7이상으로 증가함으로 

Wünning이 제시한 MILD연소영역에 해당함을 확

인하였다.

3) 희석가스의 산소농도가 6%로 감소하게 되면 발생

되는 에탄올연소화염의 최고온도가 1600 K이하로 

감소하게 되고 연소로 전체에 비교적 균일한 온도

분포를 형성함으로 MILD 연소특성인 Thermal NOx 

생성의 근본적인 억제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수치해석을 통한 배기가스 배출특성분석결과가 실

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희

석가스의 공급유속 58 m/s조건의 모든 산소농도

(6-9%)조건에서 10 ppm 미만인 single digit수준의 

낮은 NOx배출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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