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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분계 인화성 혼합가스의 최소점화에너지 측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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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hen flammable gases are mixed with air or oxygen in the explosion concentration range and are ignited by sufficiently large ele-
ctrostatic discharge energy, they may explode causing severe disaster in workplace. The minimum ignition energy(MIE) of single gas-air mix-
tures has been already investigated by many research, but the MIE of mixtures of more than ternary gas mixture is not examined yet. The pur-
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IE of a ternary gas(methane, ethylene, hydrogen, propane) mixtures experimentally. The results of 
our experiment show that the ignition of a methane-ethylene-air, methane-hydrogen-air, methane-propane-air, ethylene-hydrogen-air, ethy-
lene-propane-air and hydrogen-propane-air mixture due to electrostatic discharge energy primarily depends on that the mixture: the MIE 
decreases gradually with the increase of having the lower MIE than other mixture ratio in the normal atmospher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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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화성 가스가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되어 그 혼합조성

이 폭발농도 범위 안에 있을 때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가

하면 점화가 되어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여기서 점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최소점화에너지(Mini-
mum Ignition Energy; 여기서는 간단히 MIE라 한다.)라 한

다1-4). 정전기 등에 의한 고전압의 전기가 방전될 때 생기는 
열에너지도 점화에너지로서 작용하게 된다.

방전은 기체의 절연파괴 현상으로서 그 방전경로의 형

성은 전극의 구조, 전압의 인가방법, 기체의 압력 및 온도 

등에 따라 다르고, 방전의 형태에 따라 열에너지의 발생

도 판이하다5-8). 그러므로 전기적인 양에서 점화에너지를 구

할 경우 실험이 실시될 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정전기가 방전할 때는 다음 식으로 주어지는 방전에너

지를 방출한다6-9).

 

 


 (1)

여기서, E는 방전에너지 (J), C는 정전용량 (F), V는 대전

전압 (V), 그리고 Q는 대전된 정전기량 (C)이다.

정전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방전 시에 여러 가지 형태

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된다. 대표적인 방전의 형태는 불꽃

방전(Spark Discharge)으로서 이는 액체 또는 고체방전 도체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며, 매우 짧은 시간에 고밀도의 전

류와 섬광을 동반하고 주변기체를 이온화 시킨다.
정전기 방전에 따른 점화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방전에너지와 인화성 물질의 MIE를 비교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그러나 방전경로에 저항이 있으면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분이 이 저항에서 소비되고 스파크 시간도 길어지게 

되어 이들의 단순 비교는 유효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 동안 단일 인화성 가스인 경우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인화성 가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가스의 MIE나, 점화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이상의 혼합가스

의 MIE 측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초기단계

로서 측정장치를 고안하여 제작․설치하였으며, 에틸렌-
메탄-공기, 에틸렌-수소-공기, 에틸렌-프로판-공기, 프로판-
수소-공기, 메탄-프로판-공기, 메탄-수소-공기 혼합물에서

의 가스농도 변화가 MI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실험결과의 자료는 코크오븐가스, 용
해로 가스 등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가스의 MIE 관리 및 

대책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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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 점화에너지

2.1. MIE에 미치는 영향

용량성 불꽃방전은 유도성 불꽃방전과 비교하여 전류

값이 크고, 방전지속 시간이 훨씬 짧은 특징을 갖기 때문

에 정전기방전과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용량성 

불꽃방전에 의하여 구해진 점화에너지는 그대로 정전기 

방전에 의한 점화성과 결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9).
정전기방전이 인화성 혼합기체를 점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인화성 혼합기체의 성분 및 온도, 방전 에너지 및 

분포 등에 달려 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점화원은 절연

물로부터 생겨나는 전기스파크이며, 따라서 이 스파크가 점

화에너지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수단

이 된다. 어떤 인화성 혼합물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화에너

지는 공기 중 농도의 함수로 된다.
에탄, 부탄과 같은 포화탄화수소 가스나 증기는 공기와의 

혼합비가 최적일 때 불꽃방전에 의한 방출에너지가 0.25 mJ
이면 점화되며, 에틸렌, 아세틸렌과 같은 불포화탄화수소는 
이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에서도 점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인화성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

기체의 경우, 각각의 물질 농도가 폭발하한계 이하일지라도 폭
발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진에 가스가 혼합되면, 혼
합된 가스의 함량이 폭발 하한계보다 크게 낮더라도 폭발

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증가

할수록 점화에너지는 감소하여 폭발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2.1.1. 소염거리

소염길이보다 길 경우 화염은 전파되지 못하여 다른 쪽

의 혼합기체를 인화시키지 못한다.
MIE는 에너지공급원의 기하학적 형상 및 공급속도와 방

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소염거리는 좁은 통로부분

의 기하학적 형상에 크게 의존하며 이 양자간에는 밀접한 관

계가 있다.
MIE Εmin와 소염거리 d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10).

min∝ (2)

2.1.2. 온도 및 압력에 의한 영향

일반적으로 MIE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

한다. 점화에너지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수치들은 대체적

으로 다음 식을 따른다.

Eig = Ce
kTo (3)

여기서 Εig: 점화에너지, T0: 인화성 혼합기체의 초기온도, 
C 및 k: 인화성 물질에 따른 정수이다.

MIE의 압력 의존성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Eig․Pb = 일정 (4)

여기서 P는 압력이며, 대부분의 경우 b ≅ 2이다.

2.1.3. 조성 및 첨가물에 의한 영향

MIE는 인화성 혼합기체의 농도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

화되어, 화학양론비(Stoichiometric Ratio) 근처에서 최소치

를 갖고, 저농도측과 고농도측에서 무한대가 된다. 대개의 

인화성 물질에서는 MIE는 화학양론비보다 인화성 물질이 

약간 고농도인 쪽에서 나타난다.

2.1.4. 기타 인자에 의한 영향

MIE의 크기는 인화성 물질의 화학구조에 따라서도 다

르다. 탄화수소의 점화에너지의 경우 Alkane>Alkene>Alkyne
의 순으로 감소한다.

2.2. MIE의 측정방법

MIE는 전기의 불꽃방전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정밀

도도 높고 재현성이 좋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Fig. 1은 측정법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정전용량 C인 

커패시터에 서서히 충전하고, 그 양단의 전압이 불꽃방전 

전극의 절연파괴전극 V1에 달하면 방전이 일어나게 된다. 
방전 후의 전압은 V2가 되는데, 이때의 방전에너지 Ε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

점화의 유무에 의하여 최소점화에너지 Εmin이 결정된다. 
이때 측정되는 점화에너지는 전극형상 및 전극간격에 의

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 인자 등을 변수로 하여 측정

하여야 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MIE measurement.

3. 실험장치의 구성 및 실험방법

3.1. 실험장치 구성

MIE 측정장치의 전체 시스템은 Fig. 2 및 Fig. 3와 같이 

고전압 직류전원 공급기, 커패시터 박스, 가스공급장치, 가
스혼합기 및 폭발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장치중 전기 시

스템은 Fig. 4와 같으며 배선은 시스템에 걸맞도록 30 kV
로 하였다. 커패시터와 접속되는 모든 접속부는 실링, 코팅

처리하여 고전압의 누설이 없도록 하였으며 시스템 전체는 
접지를 하여 전원계통과 등전위를 갖도록 하였다. 10~30 pF
의 경우는 표유용량/유도(Stray Capacitance/Inductance)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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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 of MIE measuring system.

Fig. 3. Total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set-up.

Fig. 4. Electric circuit of experimental set-up.

제가 있으므로 배선은 가능한 한 짧게 하였다11,12).
폭발용기는 아크릴제로 두께 10 mm, 내경 80 mm, 높이 

250 mm를 사용하였다.

3.3. 실험방법

실험은 3.1절의 실험장치와 Table 1의 실험가스를 사용

하였으며, MIE를 실험으로부터 구하여 산출하기 위한 가

장 중요한 것은 커패시터의 용량과 배선라인의 표유 커패

시턴스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Impedance/Gain-Phase Analyzer(model; 
HP4194, 측정범위; 10 fF~0.1 F)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스혼합 방법은 분압법을 이용하여 실험가스 메탄, 에
틸렌, 수소 및 프로판 가스 중에서 상호 2종 가스를 일정 

비율(A가스
B가스비율 : 0%, 25%, 50%, 75%, 100%)로 공기와 혼

합하여 넣었으며, 특히, 실험에서 원하는 일정 비율의 가

스혼합비를 만든 다음 20분 이상을 방치하여 균일한 가스 

혼합비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Table 1. Combustibility parameters of experimental gases

Items

Gas

Flammable 
Limits(vol.%) MIE

(mJ)
Stoichiometric 

Mixture(vol. %)

Explosion 
Pressure at 

Stoichiometric 
Mixture(kgf/cm2)

Ignition 
Temperature

(oC)LEL UEL

Ethylene
(C2H4) 2.7 36.0 0.096 6.52 8.4

(8%) 425

Methane
(CH4) 5.0 15.0 0.28 8.5 - 537

Hydrogen
(H2) 4.0 75.6 0.019 28.0 7.1

(35%) 400

Propane
(C3H8) 2.1 9.5 0.25 5.2 6.7

(5%) 432

Fig. 5는 실험장치 및 배선회로의 각 부분에서 커패시

턴스의 측정회로이며, Table 2는 이 때 측정한 커패시턴스 

값을 나타낸 것이다.
방전전극에서 발생하는 방전전압은 정전용량의 C1 및 

C2에 의해 나누어 인가되므로 에너지 산출식은 아래 식에 

의하여 구하였다.

 



 







 


 〔


×

J

(6)

여기서, E=방전에너지(J), C=용량(F), V=인가전압(kV), C1= 
충전회로 용량(F), C2=방전회로 용량(F), V1=인가전압(kV) 
및 V2=방전 후의 전압(kV)이다.

식 (6)에 의해 구한 전극의 전압은 오실로스코프로 방

전파형을 관측하여 그 전압 등을 확인, 검토하였다.
인화성 가스의 MIE 측정의 실험은 Fig. 6과 같은 순서

로 실시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폭발압력 측정, 온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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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ing circuit of capacitance.

Table 2. Capacitors and stray capacitance value

Conditions

C(pF)
Cm Cm+Cs+Ch Ch=C2

Cm+Cs=
C1








10 13 56 29 27 0.482 13.018

30 34 72 29 43 0.597 25.67

100 106 135 29 106 0.785 83.21

300 315 340 29 311 0.914 284.3

1000 1020 1030 29 1001 0.9718 972.8

정 및 화염전파 속도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점화유

무만을 확인하였다. 점화의 판정은 관측창을 통하여 점화

된 화염이 용기 전면으로 전파되는 현상이 관찰된 경우에 

폭발로 판정하였다.

Fig. 6. Flow chart of MIE experimental.

3.3. 측정지점의 결정방법

실험을 위한 측정지점의 결정방법은 실험 목적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다음 Fig. 7과 같은 방법

으로 측정지점을 결정하였다.

Fig. 7. Decision of measuring points.

4. 실험결과 및 분석

본 실험에서 에틸렌-메탄-공기, 에틸렌-수소-공기, 에틸렌-
프로판-공기, 프로판-수소-공기, 메탄-프로판-공기, 메탄-수
소-공기의 3성분계 인화성 혼합물에서의 MIE를 측정한 결

과는 Fig. 8과 같이 나타났다.
실험 결과 중 단일 가스에서의 MIE 값은 이미 관련자료

에서 측정한 값과 일치하지만 커패시터의 용량에 따라서 

인화성 가스의 MIE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소용량의 커패시터(예를 들면 5 pF 등)가 

필요하고 이 용량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8로부터 실험결과를 정리, 요략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1) 단일가스일 때 메탄가스는 8.3 vol.%, 에틸렌가스는 

6.5 vol.%, 수소가스는 28 vol.%, 프로판가스는 5.2 vol.%
에서 MIE가 발생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2) 3성분계 혼합물에서 단일가스일 때의 MIE 값이 낮

은 쪽의 가스혼합비가 증가할수록 MIE는 감소하였다.
3) 아울러 단일가스일 때의 폭발범위가 넓을수록 3성분

계 혼합물에서도 이들 가스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폭발범

위는 넓어진다(Fig. 8 (b), (d), (F)).
4) Capacitor 및 Stray Capacitance는 MIE 값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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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thylene-methane-air mixture (b) Ethylene-hydrogen-air mixture

(c) Ethylene-propane-air mixture (d) Propane-hydrogen-air mixture

(e) Methane-propane-air mixture (f) Methane-hydrogen-air mixture
Fig. 8. Measured result of MIE.

5. 결 론

에틸렌-메탄-공기, 에틸렌-수소-공기, 에틸렌-프로판-공
기, 프로판-수소-공기, 메탄-프로판-공기 및 메탄-수소-공
기의 3성분계 인화성 혼합물에서의 MIE를 측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단일가스일 때 메탄가스는 8.3 vol.%, 에틸렌가스는 

6.5 vol.%, 수소가스는 28 vol.%, 프로판가스는 5.2 vol.%
에서 MIE가 발생하였다.

2) 단일가스일 때의 MIE 값이 낮은 쪽의 가스혼합비가 

증가할수록 3성분계 혼합물에서 MIE는 감소하였다.
3) 단일가스일 때의 폭발범위가 넓을수록 3성분계 혼합

물에서도 이들 가스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폭발범위는 넓

어진다.
실험결과의 자료는 코크오븐가스, 용해로 가스 등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가스의 MIE 관리 및 대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험의 측정지점을 바꾸어 

폭발상한계 및 하한계 부근에서 MIE 및 폭발범위의 확대 

등에 대한 영향도 확인하여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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