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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의 열분해 특성과 활성화 에 지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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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fte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t decomposition of the 80～120mesh flour using the Mini 
cup pressure vessel test and determining the apparent activation energy in a spontaneous combustion,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The heat decomposition of flour occurs at around 100℃ and the peak for the maximum rise in pressure 
appears at around 290℃. The decomposition pressure against various temperature in the vessel shows the maximum 
value of 4.7kg/cm2 approximately at 440℃. When the thickness of the sample is 3cm, the maximum temperature and 
the critical temperature of ignition are 398℃ and 204.5℃, respectively; the critical temperature is 194.5℃ when the 
thickness of the sample is 5cm, and 182.5℃ when the sample is 7cm. In addition, the apparent velocity calculated 
using the method of least squares is 35.0407Kcal/mol.
Key Words : heat decomposition, apparent activation energy, spontaneous combustion, critical temperature, least squares

1. 서 론*

가연성분진을 생산, 가공, 수송, 저장하는 공정

에서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자연발화의 위험성

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분진의 화재․폭

발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연성 분진의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는 위험특성치가 있으며, 폭발하한계(LEL : 
lower explosive limit), 최소착화에너지(MIE : mini-
mum ignition energy), 최대폭발압력(maximum explo-
sion pressure), 폭발압력상승속도(rate of explosion 
pressure rise), 한계산소농도(limiting oxygen concen-
tration), 최저발화온도(minimum ignition temperature) 
등이 있다1-4).

실제 산업현장에서 생산되어지는 분진의 위험 특

성치 들은 반드시 실험을 통하여 정확히 파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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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 그 이유로는 분체가 어떠한 종류이며,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 있는가에 따라서 화재나 폭

발에 대한 위험 특성치 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

문이다.
이러한 분진 폭발에 관한 연구는 1980년 영국에

서 조직된 분진폭발전문위원회의 권고로 ASTM, 
IEC, ISO 등에서 분진폭발 위험 특성치의 측정방

법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었다5-7).
Eckhoff8)는 가연성 물질에 대한 최소점화에너지

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

탕으로 목 등9)은 기초연구로서 소나무 분진의 최소

착화에너지와 폭발한계 측정에 관한 연구와 MBS
의 분진폭발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연발화는 시료의 퇴적 상태에 따라 저온에서도 
출화(出火)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원인에 대하여 

밝혀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자연

발화 실험에서는 시료의 두께를 달리하여 최저발화

온도를 찾아냄으로서 퇴적 상태에서의 겉보기 활성

화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고, 자연발화온도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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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재 예방에 중요

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분진의 자연발화에 대한 연구로는 최근

에 Lu 등10)이 석탄혼합가스의 저온발화에 관한 연

구를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최 등11)이 활성탄, 도장

폐기물질 등에 의한 자연발화 현상과 정 등12)이 유

기과산화 물질의 자연발화 및 폭발거동에 관한 연

구를 하였다. 또한 가연성 물질은 온도의 변화에 

따른 열분해거동이 대단히 중요함으로 온도의 상

승에 따라 압력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서 물질의 특

성을 파악할 수 있다13,14).
또한 최근의 사고들은 분진 특성상 그 구성성분

과 입자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

문에 기존의 실험 자료로서는 예방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예를 들어보면 보다 작은 입자를 추구

하는 나노(nano)기술은 분진의 위험성을 급격히 증

가 시켰으며, 새로운 코팅기술은 분진의 특성을 완

전히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이유들로 새롭게 생산되어진 미세분진들은 그 위험 
특성치 들을 이론적으로 얻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구해진 값으로 화재나 폭발

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80～120mesh의 밀가루

를 사용하여 소형 압력밀폐용기를 사용하여 온도변

화에 따른 발화특성을 파악하고, 시료용기의 변화

에 따른 발화한계온도를 구하고 겉보기활성화에너

지를 구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소형 밀폐압력용기에 의한 분해 특성

유엔 경제사회이사국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전

문가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는 위험

물의 분류과정, 시험방법 등을 권고사항으로 규정

하여 수송․취급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전 세계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Orange 
book8)에 수록되어 있다15).

이 분야에서 MEK-PO는 밀폐조건하에서 가열된 

물질의 분해 격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압력용

기시험을 추천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는 Koenen test, 
Dutch Pressure Vessel Test(DPVT) 및 United States 
Pressure Vessel Test(USPVT) 등이 있다. 이들 중 

DPVT와 USPVT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

고 있다.

① 분해곡선의 분해개시온도가 비점에 가까울 

때 위험성의 측정이 불명확하다.
② 시료용기 속에 있는 시료가 가끔 증류되고 용

기의 냉각부분에서 응축되어 위험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③ 시험 결과의 재현성이 좋지 못하다.
④ 시험방법은 위험성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

나 절대평가는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해서 K. Hasegawa와 J. Peng13)이 개량형 밀폐압력

용기시험법(modified closed type of pressure vessel 
test)를 고안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관점에 바탕을 

두고 설계되었다.

① 밀폐압력용기를 사용한다.
② 분해 격렬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온도와 압력

의 시간적 변화를 측정한다.
③ 시료용기 전체가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가열

된다.
④ 시료의 분해가 촉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얇

은 유리관이 시료용기로 사용된다.
⑤ 압력용기, 전기히터, 시험통제 및 자료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소형화에 의해 실험이 아

주 효율적으로 실행된다.

이러한 장점들을 OECD - IGUS - EOS(Organi-
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 on the Explosion Risks 
of Unstable Compounds-Energetic and Oxidizing Sub-
stances)에서 논의되어, UN recommendations에 제안

되어져 있다.

2.2. 자연발화 이론

자연발화는 열의 축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

로 내부에서의 방열과 발열의 속도균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방열이 큰 조건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발열을 얻기 위하여 가열온도가 높지 않으면 안 되

고, 역으로 방열이 작게 되면 낮은 온도에서도 발

화가 일어난다.
즉, 발화라고 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미연소 상

태에서 연소라고 하는 일종의 비정상상태로 전이

하는 과도현상이다. 따라서 발화는 항상 비정상적

인 문제이며, 이와 같이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질과 에너지에 관한 특정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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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통 이들을 발화의 한계조건이라고 부르며, 물
질조건으로서는 연소한계(폭발한계), 에너지조건으

로서는 발화온도와 발화에너지가 편리한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열발화 이론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며, 액체의 자연발화는 Semenov 이론을 적용

하고, 고체의 자연발화는 Frank-Kamenetskii의 열발

화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연성 고체물질의 자연발화에는 산소가 필요하

므로 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武田16)의 연구

에 의하면 확산의 영향은 발화한계온도 부근까지

는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소의 확

산과 그에 따른 기체-고체간의 열전달을 고려하지 

않고, 계 내의 온도분포를 고려한 Frank-Kamenetskii
의 열발화 이론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Fourier의 열전도식에 Arrhenius형의 반

응식을 조합시켜 축대칭 1차원의 형상을 고려하여 

열전도도가 온도와 장소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고, 
0차 반응으로 보면 에너지방정식은 식 (1)이 된다.

ｐρ∂
∂
 ∂

∂
 

∂
∂  exp  (1)

여기서 K는 열전도율이며, X는 반경방향의 좌표이

고, J는 형상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J=0은 무한

평판, J=1은 무한원주, J=2는 구의 경우이다.
식 (1)을 해석하기 위해 무차원 변환을 위하여 

무차원 온도 θ, 무차원 좌표 ξ, 무차원 시간 τ를 

도입한다.

θ≡

  (2)

ξ ≡ 

 ≤ ξ≤  (3)

τ≡ｐ ρ 
 (4)

여기서 a는 원통과 구의 반경 및 평판 두께의 반을 

나타내며, 식 (2)～(3)을 사용하여 식 (1)을 풀면 식 

(5)와 같이 된다.

∂
∂θ
 ∂
∂θ

 


∂
∂θ
 δ expθ (5)

여기서 δ는 식 (1)을 푸는 과정에서 발열속도 항에 

도입되어야 하는 무차원 반응속도로서 Frank-Kame-
netskii의 파라미터라고도 하며 식 (6)와 같다.




   
  exp (6)

식 (6)을 정리하면 식 (7)이 된다.

ln




 




 ln

 (7)

식 (7)에서 ln(δcTc
2/a2)을 1/Tc에 대해서 도시하면 

직선이 얻어지고 이로부터 시료의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를 구한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3.1.1. 소형밀폐압력용기

밀가루 분말의 분해폭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Mini cup pressure vessel tester(MCPVT)장치를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개략

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소형압력용기 시험기는 외형이 73×63mm이고, 용

기의 표면에서 상부까지 관의 길이는 약 170mm로 

하였다. 용기의 내부는 Φ 14mm×20mm의 내용적을 
가진 밀폐형으로서 재질은 SUS 316으로 제작하였다.

압력측정은 고온에서도 압력게이지의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용기의 중심으로부터 Φ 5.5mm× 
170mm관의 꼭대기에 압력게이지를 부착할 수 있

① Furnace ⑤ Pressure sensor
② Mini cup pressure vessel ⑥ Amplifier
③ Thermocouple ⑦ A/D converter & Signal terminal
④ Rupture disk ⑧ Computer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mini 

cup pressure vessel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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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또한 시험용기내의 이상폭발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파열판을 설치하여 위험성을 최소

화 하였다. 온도변화에 따른 분해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온도측정용으로 Chromel-Alumel Thermo-
couple(O.D 1.0mm)를 사용하였으며, 압력을 측정

하기 위한 압력센서는 Kyowa제 PGM 100KD를 사

용하였다. 또한 시료의 열분해 거동을 위하여 가열

용 전기로는 0～1000℃의 승온이 가능한 구조로서 

소형압력용기 시험기가 장착될 수 있도록 제작하

였다.

3.1.2. 자연발화

자연발화 실험에 사용한 장치는 항온조, 열전대, 온
도제어장치, 기록계와 시료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항온조는 내용적 27L(30cm×30cm×30cm)의 열풍 

순환씩 항온조로 내부의 온도분포를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하여 Sirocco fan(ψ10cm)을 부착하여 내

부공기를 강제 순환시켰으며, 항온조의 가열히터는 
1200℃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1.5kw의 히

터 5개를 설치하여 가열하였다. 항온조 상부의 배

기구에는 팬을 설치하여 설정온도보다 내부온도가 

높을 때는 릴레이 스위치에 의해 팬이 자동으로 작

동되게 하였다. 온도측정용 열전대는 주위 온도의 

제어 및 측정용과 시료의 중심온도 측정용 Chromel- 
Alumel 열전대 2개로서 직경은 0.35mm이고, 주위

온도의 제어 및 측정용과 시료의 중심온도 측정용

으로 사용하였으며, 전자는 시료용기와 항온조의 

벽면중심에 설치하고, 후자는 시료용기의 중심에 

설치하였다. 온도제어장치(제조사: Konics, EC-5600)
는 프로그램의 설정에 의해 주위온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냉접점을 거친 보정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설정온도와 비교하고 그 차

이에 의해 1.5kW의 히터 5개의 전류치를 제어하여 

릴레이 스위치로서 상부 팬의 작동을 on-off로 제

어하도록 하였다. 온도기록장치(제조사: Yoko gawa, 
model 4151)는 펜형 기록계로서 설정온도 및 시료중

심온도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시료용기는 가로 20cm이고, 세로 20cm로서, 폭

이 각각 3cm, 5cm 및 7cm의 크기로 형상을 입방체

로 하여 무한평판에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이 용기

는 300mesh의 스테인리스 망으로 앞면과 뒷면을 일

차원 방향으로 열전달이 되게 하였으며, 다른 부분

은 약 1cm의 석면판으로 단열시켰다.

3.2. 실험방법

3.2.1. 소형밀폐압력용기

가연성 물질의 열적변화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제작된 소형압력용기 시험장치내에 압

력용기의 부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 6mL의 

유리시험관을 사용하여 밀가루 분말 약 0.5g의 무

게를 달아 넣은 후, 온도측정을 위하여 O.D 1mm
의 Thermocouple를 삽입하고 소형압력용기 시험장

치에 장착한다. 이때, 온도의 변화와 압력상승에 따

른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 분위기 중에서 동

판의 패킹을 사용하여 밀폐시키고, 온도의 변화에 

대한 압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용기의 상부

에 Kyowa제 PGM 100KD의 압력센서를 부착한다.
소형압력용기의 온도상승을 위하여 제작된 0～

1000℃까지 가열이 용이한 전기로내에 넣고, 상온

에서 500℃까지 PID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승

온속도를 약 10℃/min로 조정한 후 전원스위치를 

on한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프로그램

을 통해 실험 결과치를 얻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

한다.

3.2.2. 자연발화

실험은 온도제어 장치의 프로그램을 미리 설정

하여 소정의 온도로 가열된 항온조의 중심에 시료

용기를 걸고, 열전대를 시료용기의 중심부, 시료용

기와 벽면과의 공간 중앙부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설치하였다.
시료용기를 실험장치에 넣은 후 시료의 중심온

도 변화를 관찰하여 중심온도가 설정온도보다 급

격하게 상승하였을 때를「발화」로 판정하였으며, 
시료의 중심온도 최대치를 확인한 후 실험을 중지

하고, 시료의 중심온도가 설정온도와 유사하게 유

지되었을 경우「비발화」로 판정하고 실험을 중지하

였다.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반복하여 시료가 발화

한 최저온도와 발화하지 않았던 최고온도와의 차

이가 1℃일 때 실험을 종료하고, 양자의 평균온도

를 발화한계온도로 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소형 밀폐압력용기

밀가루 분말은 80～120mesh의 시료를 열적변화

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형압력용기를 
이용한 실험을 행하여 온도상승과 시간의 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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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gauge pressure & temperature for Air by 
Mini cup pressure vessel tester.

Fig. 3. Variation of gauge pressure & temperature for sample 
by Mini cup pressure vessel tester.

른 압력거동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Fig. 2에 MCPVT 
용기내의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대한 블랭크 테스

트를 나타내었다.
Fig. 3은 밀가루 분말에 대한 분해거동으로 약 

100℃ 부근에서 압력거동의 변화가 발생하고, 290℃
부근에서 최대압력 상승의 피크가 발생되었으며, 용
기내의 온도변화에 대한 분해거동압력은 약 440℃
에서 14.7kg/cm2의 최대압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약 
100℃ 부근에서 초기의 기폭현상이 나타나고 있으

며, Fig. 2의 블랭크 테스트와 비교하면 압력 2.55 
kg/cm2 부근의 온도인 약 290℃ 부터는 시료의 분

해거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주위로

부터 열전달이나 축열에 의한 온도의 상승에 주의

가 요망된다.

4.2. 자연발화

4.2.1. 시료의 자연발화

4.2.1.1. 시료의 두께가 3cm일 경우

Fig. 4와 5는 시료의 두께가 3cm일 때의 밀가루 

분말에 대한 비발화와 발화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는 약 3시간에서 설정온도와 동일하게 204℃

를 지나 주위온도보다 약간 높게 상승하였으나, 시
간이 경과하여도 발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Fig. 5는 설정온도를 205℃로 하고 시료용기를 실

험장치에 넣은 후 실험을 시작한 시간부터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다가 9시간 30분경에서 온도가 상승

하기 시작하여 14시간 45분 부근에서 급격하게 온

도가 상승하여 발화가 일어났으며, 16시간 30분에

서 398℃의 최고발화 온도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Fig. 4. Variation of temperature with time for sample thickness 
3cm, ambient temperature 204℃.

Fig. 5. Variation of temperature with time for sample thickness 
3cm, ambient temperature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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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두께가 3cm일 경우 발화온도와 비발화 온

도의 평균값인 발화한계온도는 204.5℃임을 알 수 

있다.

4.2.1.2. 시료의 두께가 5cm일 경우

Fig. 6과 7은 시료의 두께가 5cm일 때의 비발화

와 발화를 나타낸 것으로, Fig. 6은 설정온도를 194℃
로 전기로를 유지한 후에 밀가루 시료로 채워진 시

료용기를 실험장치에 넣고,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

여 설정온도에 도달한 후 6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도 발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Fig. 6. Variation of temperature with time for sample thickness 
5cm, ambient temperature 194℃.

Fig. 7. Variation of temperature with time for sample thickness 
5cm, ambient temperature 195℃.

Fig. 7은 195℃로 설정하여 실험을 행한 결과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주위온도와 시료의 온도가 동일

하게 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시료용기내

부에 열이 축적되어 14시간 30분에서 온도가 상승

하기 시작하였으며, 16시간에서 시료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최고온도 412℃를 나타내었으

며, 이후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료의 두께가 5cm일 경우 발화온도와 

비발화 온도의 평균값인 발화한계온도는 194.5℃
를 구하였다.

4.2.1.3. 시료의 두께가 7cm일 경우

Fig. 8과 9는 시료두께의 폭이 7cm일 경우의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Fig. 8에는 9시간에서 설

정온도인 182℃와 온도가 동일하게 계속 유지하여 

발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Fig. 9는 183℃에서 발

화가 된 것으로써 17시간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상

승되기 시작하여 20시간 정도에서 최고온도인 423℃
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용기의 발화한계온도는 

182.5℃임을 알 수 있다.
밀가루 분말의 발화에 대한 실험결과인 Fig. 5, 7 

및 9를 비교하면 시료용기가 클수록 열의 축적이 

용이하여 발화한계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시료를 보관하는 큰 싸이로 등에서의 자

연발화 온도는 저장하는 제품의 량에 따라서 더 낮

은 온도에서도 화재가 발생함으로 저장탱크내의 온

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주의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Fig. 8. Variation of temperature with time for sample thickness 
7cm, ambient temperature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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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temperature with time for sample thickness 
7cm, ambient temperature 183℃.

4.2.2. 겉보기 활성화에너지

시료 용기의 크기를 20cm×20cm×3cm, 20cm×20 
cm×5cm, 및 20cm×20cm×7cm로 변화시키면서 구한 
발화한계온도의 결과치는 Table 1과 같으며, Frank- 
Kamenetskii파라미터의 식으로부터 얻어지는 식 (7)
에서 겉보기활성화에너지를 구하였다.

식 (7)에서 ln(QA0E/KR)와 E/R는 언제나 상수가 

되므로, ln(δcTc
2/a2)을 1/Tc에 대하여 도시하면 Fig. 

10과 같이 직선이 얻어지고, 이 직선의 기울기로부

터 겉보기활성화에너지를 구하였다. 또한 Fig. 10에
는 시료용기의 크기변화에 따른 발화와 비발화를 

나타내는 실험결과도 동시에 나타내었으며, 이 결

과를 최소자승법으로 정리하면 식 (8)을 얻을 수 있

고, 이 때의 상관계수는 0.9912가 되었다.

ln




    ×  × 

 (8)

식 (8)로 부터



  ×   (9)

가 얻어지고 겉보기활성화에너지

E = 35.0407 [kcal/mol] (10)

이 된다.

Table 1. Relation between critical spontaneous ignition tempe-
rature and thickness in each sample vessel

a [m] Tc [K] δc ln




 


× 103[K-1]

1.5 × 10-2 477.66 20.6094 2.0935

2.5 × 10-2 466.66 0.88 19.5411 2.1429

3.5 × 10-2 455.66 18.8205 2.1946

Fig. 10. Variation of ignition temperature with sample thickness.

5. 결 론

80～120mesh의 밀가루를 사용하여 소형밀폐형 

압력용기에 의한 열분해 특성과 자연발화 실험에 

의한 겉보기 활성화에너지를 구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분해거동이 약 100℃ 부근에서 발생하고, 290℃
부근에서 최대압력 상승의 피크가 발생되었다.

2) 용기내의 온도변화에 대한 분해거동압력은 약 
440℃에서 14.7kg/cm2의 최대압력을 나타내었다.

3) 시료의 두께가 3cm일 경우 398℃의 최고발화 

온도를 기록하였으며, 발화한계온도는 204.5℃를 구

하였다.
4) 시료의 두께가 5cm일 경우 16시간에서 시료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최고온도 412℃
를 나타내었으며, 발화한계온도는 194.5℃를 구하

였다.
5) 시료두께의 폭이 7cm일 경우에 발화한계온도

는 182.5℃를 구하였으며, 시료용기가 클수록 열의 

축적이 용이하여 발화한계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최소자승법으로 구한 겉보기활성화에너지는 

35.0407Kcal/mol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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