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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의 발달로 인한 물류의 수송이 증대함에 따라 

차량, 선박, 항공, 기계 장치류 등 에너지의 사용이 급

증하였고 그에 따라 연료물질인 가솔린의 사용 또한 

급증하게 되었다. 탄화수소 혼합물인 가솔린은 원유를 

분별증류 하였을 때 30∼200℃의 범위에서 끓는 액체

를 말하며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고 공기와 혼합하여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여 쉽게 폭발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1). 화재, 폭발위험성이 있는 용제의 사고 예방

을 위하여 화재, 폭발의 특성치 파악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특

성중 하나인 자연발화에 대한 특성의 파악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연발화(Auto ignition)는 외부로부터 점화

원이 없이 물질의 발열과 방열의 균형이 깨져 스스로 

발화하는 현상으로, 발열이 방열보다 클 때 일어나며 

물질의 내부에 열의 축적과 반응의 가속에 따라 내부 

온도가 상승하며 마침내 자연발화온도(Auto ignition 

temperature; AIT)에 도달하여 연소하는 현상이다. 또한 

외부에서 가열하는 경우에도 자연발화온도에 도달하

는 과정이 주로 반응열의 축적에 의한 경우에는 자연

발화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다2,3). 

자연발화온도는 물질의 인화점, 연소점 등과 함께 

화재, 폭발 위험성을 나타내는 주요 특성치로 위험물

을 취급하는 산업 현장의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에 있

어 중요한 수치이다.

자연발화에 대한 국외의 연구로는 Zabetakis etc.4)과 

Itagaki5)는 구형 용기를 사용한 가연성액체의 발화온도

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Choi 등6)과 Ha 

등7,8)이 유기용제에 대한 발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Choi는 고체물질인 활성탄의 자연발화 특성

과 발화온도에 대한 예측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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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료물질인 가솔린은 차량 및 산업용 엔

진설비의 주된 연료로서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는 물

질이며 옥탄가의 함유량이 다른 고급휘발유 또는 일반

휘발유 등이 사용되고 있다. 

가솔린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

건자료에는 280∼470℃의 넓은 자연발화온도를 나타내

고 있으나 옥탄가의 함유량에 따른 가솔린의 자연발화

온도에 대한 문헌이나 실험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ASTM D2155식 자연발화온도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 유통 및 수출되는 가

솔린의 옥탄가 함유량에 따른 자연발화온도를 측정하

고 발화특성을 파악하여, 가솔린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발화라고 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미연소 상태에서 

연소라고 하는 일종의 정상상태로 전이하는 빠른 속도

의 산화반응에 의한 과도현상으로 이와 같은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족하

여야 한다. 물적 조건은 예열에 의한 충분한 양의 가연

성 증기 및 기체가 산화제와 발화가 가능한 농도범위

로 혼합한 것을 말하며 에너지 조건으로는 해당 증기 

및 기체가 자체 가속형 산화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온도 

또는 국소 가열되어 단열화염온도에 도달하게 되는 열

원이다. 자연발화는 축열과정에 있는 것으로 내부에서

의 방열과 발열의 속도균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

열이 방열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11,12).

일반적으로 액체의 자연발화는 Semenov의 열발화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발화 이론은 발

열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열과 반응영역에서 전도, 대

류 및 복사에 의해 방산되는 열과의 평형의 문제를 취

급하는 이론으로, 발화현상은 계내에서의 발열속도와 

계외로의 방열속도와의 평형의 문제로 생각하여 발화

가 일어나는 한계조건을 수학적으로 도입한 것이 

Semenov 이론이다13). 자연발화는 화학반응에 의한 발

열속도와 계외로의 방열속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즉 가열온도가 낮을 때는 방열속도와 발열속도가 교차

되어 점차적으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나 가

열온도가 높으면 발열속도는 온도에 관계없이 방열속

도를 상회하여 반드시 발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발화

가 일어나는 한계는 발열과 방열이 접하는 온도가 된

다. 일반적으로 발화가 일어나기까지의 유도기간 내에

서는 연료의 소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것을 무시하고, 발열량이 큰 계내는 0차 반응을 가정하

고 있으므로 반응물이 모두 소비될 때까지 계의 온도

는 T로 유지되며, 반응속도의 온도의존성은 Arrhenius

형을 따르고 계외로의 방열속도는 온도 T와 주위온도 

Ta와의 차이에 비례하는 뉴턴형의 냉각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면 식(1)과 같이 에너지 방정식이 성립한

다. 여기에서 계의 온도가 균일하다는 가정은 현상학

적으로는 반응유체가 충분히 교반되어 있고, 용기 벽

으로의 방열이 대류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p (1)

발화가 일어나는 한계는 발열과 방열이 접하는 경우

가 되며, 이때 내부온도는 상승하게 된다. 결국 정상상

태가 얻어지는 최대치로서 식 (1)의 정상방정식에 접선

의 조건을 사용하면 식(2), (3)과 같이 된다.


exp   (2)

exp
  (3)

 
접선조건의 결과는 식 (4)가 얻어지고, 그 근은 식 

(5)와 같다.


   (4)

  ± 
≃ (5)

그러므로 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의 온도상승 (Δ

T)c는 식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
 (6)

여기서

 : Density of mixture system [g/㎤]
 : Volume of mixture system [㎤]
 : Mean temperature of internal system [K]
 : time [sec]
 : Concetration of reactant [mol/㎤]
 : Order of reaction [ - ]
 : Reaction constant [ - ]
 : Heat transfer rate in surface area [cal/㎠⋅s⋅K]
 : Heat of reaction per unit mass [cal/g]
 : Activation energy of reaction [cal/mol]
 : Gas constant [cal/mol⋅K]
 : External heating temperature [K]
 : Surface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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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3.1 실험시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물질은 (주)S에서 제공한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연소위험성과 관련된 주요 특성

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

건자료로서 Table 1과 같으며, 실제 제공한 물질의 물

성 값과 다를 수 있다10).

Table 1. Characteristic of gasoline

또한 가솔린은 옥탄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통 가솔린(Regular Gasoline ; 

R.G),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미들 가솔린 (Middle 

Gasoline ; M.G) 그리고 고가의 차량용 연료로 많이 사

용되는 고급 가솔린(Premium Gasoline ; P.G)으로 구분

되며, 실험에 사용된 각 가솔린의 기본적인 물성치와 

옥탄가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Octane number of gasoline

Regular
gasoline

Middle
gasoline

Premium
gasoline

Density(g/cm3) 0.7141 0.7007 0.7247

RVP-P(Kpa) 61.2 43.4 49.9

RON(-) 91.7 95.3 100.6

Sulfur(ppm) 0.0006 1 3

3.2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치는 자연발화온도 측정

장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STM D2155식 장치

로서 액체석유제품의 발화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정온도로 가열한 

용기 내에 시료를 떨어뜨려 발화온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액체의 자연발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기로 내에 

250 ㎖의 파이렉스제 삼각플라스크를 넣고 고정시켜 측

① Electric furnace
② Heater
③ Flask
④ Power supply
⑤ PID temperature controller 
⑥ Upper part temp. indicator
⑦ Side part temp. indicator

⑧ Lower part temp. indicator
⑨ Thermocouple
⑩ Air compressor
⑪ Silicagel column
⑫ Cleaning air tube
⑬ Mirror
⑭ Sample injection port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auto 
ignition measurement.

정용기로 사용하였으며, 0.35 ㎜의 Chromel-Alumel 열

전대를 플라스크의 상부, 하부 및 측부에 밀착시켜 사

용하였다. 이 외에 발화의 유무를 관찰하기 위해 반사

경을 용기 상부에 설치하였으며, 측정용기 내의 증기를 

치환하기 위하여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였다. 시료량의 

채취는 미국 Hamilton제로서 250 ㎕와 500 ㎕용 마이크

로 실린저를 사용하였으며, 발화지연시간의 측정은 정

도 1/100초인 Kappa제 정밀 초시계를 사용하였다. 

 

3.3 실험방법

Fig. 2는 자연발화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방법의 

순서도를 나타내었다. 파이렉스제 시험용기의 상부, 하

부 및 측부에 열전대를 밀착시키고, 온도제어장치로 

측정 온도를 미리 설정하고 AC 220 V의 전원을 공급

한다. 발화측정장치 내의 온도가 측정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마이크로 실린저로 시료를 채취하여 플라스크의 

상부에서 수직으로 일시에 주입함과 동시에 스톱워치

를 눌러 발화할 때까지의 발화지연시간을 측정한다. 

발화의 판정은 플라스크 내에서 발화하는 화염을 반사

경에 의해 육안으로 관찰하고, 플라스크의 상부로 화

염이 분출되는 유․무로 결정한다. 만약 5분이 경과하

여도 발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화하지 않는 것으로 

Chemical name Gasoline

CAS NO. 8006-61-9

Flash point < -40℃

Boiling point 32~210℃

Melting point -90.5~-95.4℃

Specific gravity 0.7~0.8(H2O=1)

Vapor density 3.0~4.0(air=1)

Vapor pressure 304~684 mmHg 

Auto ignition temperature 280~470℃

Explosion range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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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chart of experiment method.

간주하고, 플라스크 내에 압축공기를 보내어 잔류성분

을 제거한 후 1회의 측정을 마친다. 

그 후 다음 측정 준비로서 발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플라스크 내의 오염가스를 신선한 공기로 치환하기 위

하여 공기 압축기로서 충분히 치환시킨다. 동일한 시

료의 량으로 온도를 낮추면서 발화하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온도까지 이 조작을 10회 반복하여 한계온도를 

구하고 또한 시료량을 변화시켜서 동일한 실험조작으

로 자연발화온도를 구한다. 또한 최저발화온도를 구한 

시료량으로 부터 온도를 상승시켜 발화될 때까지의 지

연되는 측정시간이 1초가 되는 온도를 측정함으로서 

그 물질의 순간발화온도를 구하였다14-17).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자연발화온도

가솔린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자연

발화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특성치를 구하고자 각

각의 시료량에 대하여 온도를 변화시켜 발화한계온도를 

구하였다. 이와 같이 시료량과 발화한계온도의 관계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발화영역과 비발화영역으로 구분되

는 발화한계온도의 곡선을 얻을 수 있으며, 발화영역 내

에서 최저의 온도가 그 시료의 자연발화온도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의 양은 5∼350 ㎕까지 시료

량의 범위에서 행하였으며, 발화영역 내에서는 25 ㎕

의 간격으로 변화시켜 실험을 하였고 발화한계온도 곡

선의 경계 영역에서는 5∼10 ㎕의 간격으로 변화시켜 

Fig. 3. Relation between ignition temperature and dropping 
volume of regular gasoline.

자연발화온도를 구하였다. 

Fig. 3은 옥탄가가 가장 낮은 Regular Gasoline의 시료

량과 발화한계온도를 나타내었으며 100∼125 ㎕의 범

위에서 자연발화온도는 301℃로 나타났다. 온도가 증가

할수록 발화영역이 증가하였으며 484℃이상의 온도에

서 시료량이 190 ㎕이상일 때 2회 이상 연속적인 발화

를 하였으며 시료량이 75 ㎕까지 낮아질수록 온도는 상

승하고 2회 이상 발화하는 시료량의 범위는 점차 증가

하였다. 이것은 플라스크 내의 열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입된 시료의 급격한 표면비등에 의해 액적이 분

리된 상태로 부분적으로 증기화 되어 발화되고, 분해된 

다른 액적은 열에너지를 받아 다시 발화가능 범위를 형

성하여 2차 발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는 Middle Gasoline의 시료량과 발화한계온도

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125 ㎕에서 380℃의 자연발

Fig. 4. Relation between ignition temperature and dropping 
volume of middle gas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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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 between ignition temperature and dropping 
volume of premium gasoline.

화온도를 구하였다. R.G와 유사하게 469℃이상의 온

도에서 시료량이 190 ㎕ 이상일 때 2회 이상 연속적인 

발화가 발생되었으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2회 이상 

발화하는 시료량은 낮아졌다.

Fig. 5는 옥탄가가 가장 높은 Premium Gasoline의 시

료량과 발화한계온도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자연발

화온도는 125 ㎕에서 400℃를 측정하였고, 474℃이상

의 온도에서 시료량이 190 ㎕ 이상일 때 2회 이상 연속

적인 발화가 발생되었다.

가솔린의 옥탄가에 따라 최저발화온도를 구한결과

를 Fig. 6에 나타내었으며, Regular Gasoline, Middle 

Gasoline, Premium Gasoline 순으로 옥탄가가 증가할 수

록 자연발화온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통 휘발유 보다 고급 휘발유의 분자량이 적기 때문

에 자연발화의 온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Relation between ignition temperature and octane number 
of gasoline.

4.2 순간발화온도

동일물질에 대하여 시료량의 변화에 대한 발화한계

온도를 구하였을 경우, 그 물질의 최저발화온도를 구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화지연시간이 긴 자연발화

온도 부근에서 시료량의 차이에 따른 지연시간의 영향

은 크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지연시간이 짧게 되어 

이에 대한 영향이 점차 줄어진다. 그러므로 최저발화

온도를 결정한 이때의 시료량에 대하여 온도를 점차 

상승시켜 발화되는 시간이 1.0초에 도달할 때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온도와 발화지연시간의 관계를 구하고, 

여기에서 발화지연시간이 1.0초일 때의 온도를 순간발

화온도로 하였다.

Fig. 7∼9에는 R.G, M.G, 및 P.G에 대하여 최저발화

Fig. 7. Relation between ignition delay time and ignition 
temperature of R.G at 125 ㎕.

Fig. 8. Relation between ignition delay time and ignition 
temperature of M.G at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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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on between ignition delay time and ignition 
temperature of P.G at 125 ㎕.

온도인 시료량 125 ㎕에서의 온도변화에 따른 발화지

연시간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R.G, M.G, 및 

P.G의 순간발화온도는 거의 동일하게 약 499℃를 구하

였다.

4.3 활성화 에너지

Regular Gasoline, Middle Gasoline 및 Premium Gasoline

의 최저발화온도를 나타내는 시료의 적하 량으로부터 

측정한 데이터에 대하여 발화지연시간의 대수와 절대온

도의 역수와의 관계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이들 직선

으로부터 기울기와 절편에 의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구

할 수 있으며, Regular Gasoline은 10.48 Kcal/mol, Middle 

Gasoline은 16.89 Kcal/mol 및 Premium Gasoline은 24.55 

Kcal/mol을 구하였다.

Fig. 10. Relation between ignition delay time and ignition 
temperature.

5. 결 론

옥탄가의 변화에 따른 가솔린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STM D2155식 발화온도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자연발화온도 및 순간발화온도를 구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Regular Gasoline의 자연발화온도는 시료량 100∼

125 ㎕의 범위에서 301℃로 나타났으며, 순간발화온도

는 시료량 125 ㎕에서 약 499℃를 구하였다.

2) Middle Gasoline의 자연발화온도는 시료량 125 ㎕

에서 380℃로 나타났으며 순간발화온도는 시료량 125 

㎕에서 약 499℃를 구하였다.

3) Premium Gasoline의 자연발화온도는 시료량 125 ㎕

에서 400℃로 나타났으며 순간발화온도는 시료량 125 

㎕에서 499℃로 나타났다.

5) 가솔린의 옥탄가가 증가할수록 자연발화온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간발화온도는 거의 동

일하게 나타났다.

6) Regular Gasoline, Middle Gasoline 및 Premium 

Gasoline의 활성화 에너지는 각각 10.48 Kcal/mol, 16.89 

Kcal/mol, 24.55 Kcal/mol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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