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규모의 주요 척도가 될 수 

있는 에틸렌 생산량이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사

우디아라비아 순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적인 중화학공업 강국이다. 2018년 석유화학협회의 자

료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년 간 9,500천 톤 규모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5.3%에 이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titut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4, No. 4, pp. 22-31, August 2019
https://doi.org/10.14346/JKOSOS.2019.34.4.22

ISSN 1738-3803 (Print)
ISSN 2383-9953 (Online)
http://www.kosos.or.kr/jkosos 

인화성 액체 도전율에 관한 측정 및 비교(IEC 60079-32-2) 연구
이동훈*⋅변정환**†

A Study on the Measurement and Comparison(IEC 60079-32-2) 
of Flammable Liquid Conductivity
Dong Hoon Lee*⋅Junghwan Byeon**†

†Corresponding Author
Junghwan Byeon
Tel : +82-52-703-0843
E-mail : bjh6918@kosha.or.kr

Received : May 13, 2019
Revised : July 12, 2019
Accepted : July 19, 2019

Abstract : The flammable liquid conductiv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generation of electrostatic in fire and explosion hazardous areas, so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hysical properties of flammable liquids. In particular, the relevant liquid 
conductivity in the process of handling flammable liquids in relation to the risk 
assessment and risk control in fire and explosion hazard areas, such as chemical plants, 
is classified as a main evaluation item according to the IEC standard, and it is necessary 
to have flammable liquid conductivity measuring devices and related data are required 
depending on the handling conditions of the material, such as temperature and mixing 
ratio for preventing the fire and explosion related to electrostatic. In addition, IEC 
60079-32-2 [Explosive Atmospheres-Part 32-2 (Electrostatic hazards-Tests)] refers to 
the measuring device standard and the conductivity of a single substance. It was 
concluded that there is no measurement data according to the handling conditions such 
as mixing ratio of flammable liquid and temperature together with the use and 
measurement examples. We have developed the measurement reliability by improving 
the structure, material and measurement method of measuring device by referring to 
the IEC standard. We have developed a measurement device that is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itself. The test results of flammable liquid conductivity measurement 
and the data of the NFPA 77 (Recommended Practice on Static Electricity) Annex B Table 
B.2 Static Electric Characteristic of Liquids were compared and verified by conducting 
the conductivity measurement of the flammable liquid handled in the fire and explosion 
hazardous place by using Measuring / Data Acquisition / Processing / PC Communication. 
It will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static electricity related disaster by taking 
preliminary measures for fire and explosion prevention by providing technical guidance 
for static electricity risk assessment and risk control through flammable liquid 
conductivity measurement experiment. In addition,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it 
is possible to create a big data base by constructing electrostatic physical characteristic 
data of flammable liquids by process and material. Also, it is analyz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composition for adding the specific information of 
conductivity of flammable liquid to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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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또한, 국내에서의 생산액이 82조원으로 제조업 

중 자동차, 기계, 반도체에 이어 4위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분야는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여 왔으나, 화학공정 설비의 

대형화, 고도화, 자동화 및 관련 분야에서의 규모 및 

설비 확대와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

의 생산⋅취급량이 크게 증가하여 화재⋅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도가 증가되

고 있다1,2).

석유⋅화학공정에서의 배관 내에서 인화성액체가 유

동하는 경우 배관과 비도전성 액체와의 계면에서 두 물

질간의 마찰에 의한 유동대전이라는 정전기적 현상이 

발생하는데, 탄화수소와 같은 비도전성 액체의 경우 전

하의 완화시간이 길어져 배관과 계면에서 전하 축적이 

지속된다. 이 때, 배관, 밸브, 장치류 또는 저장탱크 등 

구조물과 대전된 비도전성 액체 사이에 불꽃방전이 발

생하여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3). 정전기 방전에

너지는 대전 전하량(Q), 정전용량(C)과 대전전위(V)의 

상관관계로 표현할 수 있으며, 화재⋅폭발위험장소에

서 방전에너지가 인화성 액체 및 가스의 최소점화에너

지 이상일 경우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4). 

인화성 액체 도전율은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 정

전기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인자로 작용하므로 인

화성 액체의 물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

히 화학공장 등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정전기 위

험성 평가 및 위험제어와 관련하여 인화성액체 취급공

정에서의 해당 액체 도전율은 IEC 60079-32-2[Explosive 

Atmospheres-Part 32-2: Electrostatics hazard – Test]에 

따라 주요 평가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정전기 관련 규격 IEC 60079-32-2에서는 측정장치 규격

과 NFPA 77[Recommended Practice on Static Electricity]

에서는 액체 도전율 기준값을 언급하고 있으나, 국내에

서는 액체 도전율 측정장치에 대한 제작⋅사용⋅측정 

사례와 인화성 액체의 혼합비율 및 온도 등 취급조건에 

따른 고유의 실증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정전기 관련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

급조건에서의 측정이 가능한 액체 도전율 측정장치 및 

고유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전기 관련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인화성 

액체의 도전율 측정을 통하여 정전기 관련 화재⋅폭발 

발생 매커니즘에서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인화성액

체의 화재⋅폭발 시 주요 점화원으로 작용하는 정전기

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제어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IEC 60079-32-2[Explosive Atmospheres-Part 32-2: 

Electrostatics hazard–Test]에 따라 인화성액체의 도전

율 측정장치를 고안⋅개선 및 제작하였으며, 측정장치

와 시스템 구성을 통하여 정전기 관련 산업재해 분석

을 토대로 선정된 정전기 관련 화재⋅폭발 다발 인화

성 액체 18종 및 증류수에 대하여 도전율 측정 실험을 

실시하고, 인화성 액체 18종 및 증류수에 대한 도전율 

측정결과를 NFPA 77[Recommended Practice on Static 

Electricity] Table B.2 Static Electric Characteristic of 

Liquids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이 용이하도록 개발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정 시간동안 전압 인가에 따른 

인화성액체의 도전율 변화 특성도 분석하였다. 

연구절차는 정전기 위험성 평가에 관한 국내⋅외 기

준을 조사하고 정전기 화재⋅폭발 관련 재해현황 분석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실험대상 인화성액체를 선정하

였다. 그리고 인화성액체의 도전율 측정을 위하여 상

용 측정장치와 데이터 취득 및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전율 측정결과를 NFPA77 

규격 및 기준과 비교실험 및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 

장치 및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검토 

3.1 인화성 액체 도전율 측정장치 개선⋅고안

3.1.1 연구배경

IEC 60079-32-2[Explosive Atmospheres-Part 32-2: 

Electrostatics hazard–Test]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장

소에서의 정전기 위험성 평가 기술기준의 액체 도전율 

측정장치 규격 및 구조 등을 참조하여 개선⋅고안 및 

제작하였다.

3.1.2 IEC 규격에 의한 측정방법5)

IEC 60079-32-2[Explosive Atmospheres-Part 32-2: 

Electrostatics hazard–Test]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장

소에서의 정전기 위험성평가 기술기준에서는 인화성

액체 도전율 측정용 셀의 주요 구조부 재질과 구조 및 

규격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미소 전류계 또

는 고저항 측정기를 활용한 측정방법 등 일부 내용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도전율 측정

을 위한 측정회로 구성 및 시스템에 대한 방법 또는 기

술은 전무한 실정이며, 도전율 결정을 위한 주요인자

인 초기전류(Io) 추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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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for measuring liquid.

으로 파악되었다.

IEC 제안 규격 및 구조의 도전율 측정용 셀을 활용

한 예비실험 결과 기구학적인 일체형 구조가 셀의 세

척, 건조 및 이물질 제거 단계 등 실험과정에서의 소요

시간 증가 및 측정대상 물질 순도 문제점과 함께 측정

회로에서의 노이즈 발생, 미소전류 측정 및 데이터 취

득 애로 등 문제점 발생으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액체 도전율은 Fig. 1과 같은 측정용 셀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측정방법은 100 ± 0.5 ㎤의 측정용 셀에 액

체 시료를 부어서 채우고, 미소 전류계를 오실로스코

프 또는 컴퓨터와 결합 또는 연결하여 시간 t에서 100 

V에 인가된 전극 사이에 채워진 시료 셀의 전류를 2회 

반복 측정한다. 전류값의 기록 과정에서 t=0 시점의 초

기전류(Io)를 추정한다. 다음 식(1)으로 도전율 σ(S/m)을 

계산한다.

 ×

 (1)

여기서, 1 pS/m=10-12, S/m=1 CU(도전율 단위), K는 

셀 상수(단위: mm), U는 시험전압이다.

3.1.3 액체 도전율 측정용 셀 구조 개선 제안

단일물질의 인화성 액체 도전율은 외국 기준 및 규

격 등에서 일부 확인은 가능하나, 혼합비율, 농도 및 

온도 등 취급조건에 따른 개별 도전율은 확인이 불가

능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의 경우 인화성 액체 도전율 

측정을 위한 상용 측정장치 및 방법 개발사례도 없으

며, 인화성액체의 도전율 측정사례 또는 관련 데이터

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IEC 규격을 참조하

여 도전율 측정용 셀의 구조 및 재질을 개선⋅고안하

였으며, 관련 데이터 측정⋅취득 및 분석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측정결과 및 방법에 대한 신뢰도

를 향상시켰다.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용 셀, 측정회로 및 프로그

램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용 셀의 세척⋅건조작업이 용이하여 측정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측정대상 인화성 액체의 

순도 유지로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

도록 조립⋅분리 구조로 개선하였다.

나) 인화성 액체 접촉에 의한 부식방지 효과 및 내

구성 향상을 위하여 셀 재질을 알루미늄에서 스

테인레스로 변경하였다.

다) 기밀유지 성능 향상을 위하여 Isolation 링 및 스

토퍼 재질을 테프론 재질로 변경하였다.

라) 또한, 분리구조로 인한 기밀유지의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O-링 사용으로 측정과정에서의 

유해⋅위험물질의 누출을 예방할 수 있다.

마) 측정용 셀의 뚜껑(덮개)을 단순하게 덮는 구조에

서 측정과정에서의 인화성 액체 증기에 의한 화

재⋅폭발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밀폐형(고정⋅체결) 구조로 개선하여 인화성 액

체 증기 생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밀폐형 구조

의 경우 인화성 액체의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

지할 수 있어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은 측정용 셀의 구성 항목 및 사양을 나타내

는 것이다.

Table 1. Specification of measuring cell

Item Specification Item Specification

Power Near Miss BNC Coaxible Connector

Inner Electrode None Stopper Teflon

Outer Electrode None Lid SUS 304

Isolation Ring Normal - -

Fig. 2는 측정용 셀의 도식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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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measuring cell structure(designed).

다음의 Fig. 3은 측정용 셀의 구조 개선 및 제작되어

진 측정장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a) full-assembled cell (b) inner view_top

(c) disassembled cell (d) inner view_bottom

Fig. 3. Photo of better-remanufactured cell.

3.2 인화성 액체 도전율 측정 시스템 구성

3.2.1 시스템 구성 배경

인화성 액체의 도전율 측정과정에서 측정용 셀의 전

극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고 10초 동안의 전류를 측정

하여 t=0 시점의 초기전류(I0)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

도의 데이터 취득 및 분석용 프로그램 기반 구축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측정과정 중 회로에서의 노이즈 발

생 및 미소전류 변화 특성으로 인하여 단순 하드웨어 

구성만으로는 정확한 데이터 취득 및 t=0 시점의 초기

전류(I0)의 추정방법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기전류(I0)의 추정방법 및 측정결과의 신

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 데이터의 수집

⋅기록⋅분석을 위한 별도의 측정 프로그램 기반을 구

축하였으며 측정회로에서의 노이즈 제거 및 외부 영향 

최소화를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도 구성하였다.

가) 전류 측정 및 데이터의 취득과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컴퓨터 통신 유닛을 추가

하여 측정의 효율화 및 데이터 신뢰도를 향상하

였다.

나) 측정회로에서의 노이즈 제거 및 미소전류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차폐 케이블, 동축 컨넥터 

및 DUT(Device Under Test) 구성으로 측정과정에

서의 내⋅외부 영향 최소화로 측정결과의 신뢰도

를 향상하였다.

다음의 Fig. 4는 도전율 측정 및 데이터 취득⋅분석

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이다. 실행 화면에

서 좌측 상단부분은 전압공급장치 및 미소 전류계와 

컴퓨터와의 통신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중앙부분은 전

압공급장치의 전압 및 전류 측정용 설정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소 전류계의 측정 범위, 정확도 및 영점보상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하단 부분을 살펴보면, 변수, 전

압인가 방식(DC-Bias, Sweep) 선택기능으로 구성되는

데 각각 도전율 계산을 위한 변수 설정 및 입력, 측정

전압 및 인가시간 입력과 함께 전압인가 방법 설정에 

대한 기능으로 구성된다. 최하단부에는 프로그램 실행

을 위한 기능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측정결

과에 있어서 전류 측정범위, 신호변환 시간설정[Sense 

NPLC(Rate)] 및 자동 영점보상 기능의 설정 값에 따라 

측정시간 및 측정결과, 취득 데이터 개수 등이 상이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행 화면에서 우측 부분은 측정 완료 후 데이터 추

출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결과의 데이터 추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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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area of setting characters_left side

(b) The area of displaying measured data_right side

Fig. 4. Performance photo of measuring and data acquisition/ 
processing program.

가시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그래프로 표출하

였으며, 측정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엑셀 파일로 다운

로드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엑셀 파일을 활용한 측

정결과 분석을 통하여 t=0 시점의 초기전류(I0)를 추정

하여 도전율을 결정할 수 있었으며, 시간함수에 따른 

도전율 변화특성도 관찰할 수 있었다.

3.3 대상물질 선정

3.3.1 측정 대상물질

본 측정실험에서는 화재⋅폭발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정전기 발생 관련 원인물질 중 약 65%를 차

지하는 인화성 액체를 1차 대상물질로 선정하고, 2차로 

인화성 액체 중 산업재해현황 정밀분석을 통하여 정전

기 관련 화재⋅폭발 다발물질 19개를 선정하였다6).

Table 2는 NFPA 77 [Recommended Practice on Static 

Electricity]와 비교 가능한 19개의 측정대상 물질의 도

전율, 순도 및 CAS-No.를 물질별로 정리한 것이다7).

Table 2. Material list for measuring conductivity

Material Conductivity(pS/m) Grade CAS No

acetic acid(25℃) 1.12×106 Extra Pure 64-19-7

acetone(25℃) 6.0×106 Extra Pure 67-64-1

butyl acetate 4,300 Extra Pure 123-86-4

disel oil(purified) ~ 0.1 100% 68476-30-2

ethyl alcohol(25℃) 1.35×105 Extra Pure 64-17-5

ethyl acetate(25℃) 4.6×104 Extra Pure 141-78-6

ethylene glycol 1.16×108 Extra Pure 107-21-1

gasoline(unleaded) <50(varies) 100% 8006-61-9

heptane(pure) 3.0×10-2 HLPC 142-82-5

n-heptane 3.0×10-2 Extra Pure 142-82-5

hexane(pure) 1.0×10-5 Extra Pure 110-54-3

iso-butyl alcohol 9.12×106 Extra Pure 78-83-1

kerosine 1-50 100% 8008-20-6

methyl ethyl ketone(25℃) 1.0×107 Extra Pure 78-93-3

methyl acetate(25℃) 3.4×108 Extra Pure 79-20-9

methyl alcohol(18℃) 4.4×107 Extra Pure 67-56-1

t-butyl alcohol 2.66×106 Extra Pure 75-65-0

toluene < 1 99.5% 108-88-3

water(air distilled) ~1×109 HLPC 7732-18-5

xylene 0.1 Extra Pure 106-42-3

3.3.2 측정 및 실험 조건

인화성 액체의 도전율은 해당 액체의 온도, 순도 및 

측정 장소의 온⋅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Table 

3과 같이 물질별 도전율 측정 시 액체 온도 및 측정 장

소의 온⋅습도를 측정⋅정리하였으며 측정 환경조건을 

고려한 측정결과 분석 시 활용하였다. 

또한, NFPA 77[Recommended Practice on Static Electricity] 

Table B.2 Static Electric Characteristic of Liquids의 도전

율 기준값은 특정 온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준값과 측정값의 비교⋅분석 또는 검증을 위해서는 

온도변수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

소전류 측정용 계측기의 경우 매뉴얼의 측정 범위별 

정확도 확인결과 측정온도 범위(18℃-28℃)에 따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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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측정장소의 온도

변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4 액체 도전율 측정 및 NFPA 77 비교

3.4.1 측정절차 

Fig. 5와 같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측정절차를 수립

하고 준수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Table 3. Measuring condition of each liquid and environment

Material No liquid 
temperature

environment
temperature/humidity

acetic acid 1 22.0℃ 30.2℃ / 30.2%

2 21.9℃ 30.5℃ / 25.0%

acetone 1 22.1℃ 25.6℃ / 43.8%

2 21.8℃ 25.8℃ / 44.0%

butyl acetate 1 22.6℃ 26.8℃ / 55.8%

2 22.4℃ 26.9℃ / 55.3%

disel 1 23.2℃ 25.5℃ / 48.2%

2 23.3℃ 26.3℃ / 57.9%

ethyl alcohol 1 23.2℃ 26.0℃ / 54.3%

2 23.0℃ 26.8℃ / 51.8%

ethyl acetate 1 21.9℃ 25.0℃ / 30.5%

2 21.6℃ 25.3℃ / 29.4%

ethylene glycol 1 25.6℃ 24.5℃ / 37.2%

2 24.8℃ 24.5℃ / 36.8%

gasoline(unleaded) 1 21.5℃ 26.5℃ / 53.6%

2 22.8℃ 27.3℃ / 55.9%

heptane 1 22.3℃ 24.2℃ / 44.2%

2 22.1℃ 25.1℃ / 40.6%

n-heptane 1 23.2℃ 26.9℃ / 57.8%

hexane 1 21.5℃ 24.0℃ / 33.0%

2 20.6℃ 24.4℃ / 31.8%

3 20.8℃ 24.5℃ / 30.7%

iso-butyl alcohol 1 20.6℃ 26.5℃ / 24.8%

2 23.1℃ 27.9℃ / 24.5%

kerosine 1 23.8℃ 25.9℃ / 47.5%

2 23.6℃ 26.2℃ / 46.1%

3 23.4℃ 25.4℃ / 47.8%

methyl ethyl ketone 1 25.1℃ 25.8℃ / 62.0%

2 25.4℃ 26.1℃ / 63.4%

(autozero) 3 24.0℃ 26.2℃ / 65.7%

4 24.1℃ 26.4℃ / 65.7%

methyl acetate 1 23.9℃ 24.6℃ / 36.1%

2 22.8℃ 24.5℃ / 35.8%

methyl alcohol 1 21.9℃ 26.3℃ / 66.0%

2 22.3℃ 26.4℃ / 65.9%

t-butyl alcohol 1 25.6℃ 24.8℃ / 29.7%

2 24.9℃ 25.1℃ / 30.2%

toluene 1 21.5℃ 24.2℃ / 37.0%

2 21.8℃ 24.3℃ / 36.5%

water(air distilled) 1 23.0℃ 22.9℃ / 39.0%

2 23.8℃ 23.3℃ / 38.4%

3 23.9℃ 23.3℃ / 39.0%

xylene 1 24.4℃ 24.0℃ / 36.6%

2 23.5℃ 23.9℃ / 37.5%

3 23.7℃ 23.7℃ / 37.4%

Fig. 5. Measuring procedure in the experiment.

먼저, 인화성 액체의 유해성으로부터 실험자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용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고 

위험성으로부터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의 

경우 국소배기장치 설치 실험실 또는 옥외의 경우 환

기가 충분하여 화재⋅폭발 위험분위기가 형성되지 않

는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측정용 셀의 세척, 건조 및 이물질 제거는 측정대상 

물질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세척방

법으로는 기 측정 시료를 폐기하고 실온에서 건조 후 

에틸알코올을 측정용 셀에 부은 상태에서 약 1분간 정

치 상태에서 대기 후 측정용 셀에서 에틸알코올을 폐

기용 용기에 부어내고 세부적으로 2차 세척을 실시한

다. 세척 후에는 측정용 셀을 부분적으로 분해하여 실

온에서 완전 건조 후 측정용 셀을 재조립하고 마지막

으로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셀 내부의 이물질⋅불순물

을 제거한다. 보관용기에서 시료를 소분용기에 부은 다

음 실험에 필요량을 계량하여 도전용 측정용 셀에 붓

고, 시료의 자체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시료의 온

도 측정 종료 후 측정용 셀의 덮개를 조립⋅밀폐한다.

시료가 주입된 측정용 셀을 도전율 측정회로에 연결 

및 실험 장소의 온⋅습도를 측정 후 측정을 시작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셀 내부의 시료를 지정 폐기물 용기

에 비우고 다음 측정을 위하여 세척, 건조 및 이물질 

제거 절차를 반복한다.

3.4.2 측정 장치 및 시스템 구성

측정회로에서의 장치 구성은 Fig. 6과 같이 도전율 측

정용 셀, 회로상의 노이즈 제거 및 외부 요인의 최소화

를 위한 차폐 목적의 DUT, 셀에 전압인가를 위한 전압 

공급장치 및 미소전류 측정을 위한 전류계로 크게 4가

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부가적으로 측정대상 액체 온도

측정 및 실험실 온⋅습도 측정을 위한 측정기와 동축 케

이블 및 BNC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미소전류 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취득 및 데이터 저장과 분석

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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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wired-circuit of measurement system

(b) The construction of measurement system

Fig. 6. Measurement circuit and system.

3.4.3 측정방법

액체 도전율이란 액체의 고유의 전기저항 역수로서 

액체 내부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인화성 액체 도전율은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

의 정전기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인자로 작용한다. 

즉, 도전성 물질보다는 비도전성 물질에서 정전기 발

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인화성 액체의 도전

율은 해당 물질의 취급 온도 및 혼합비에 대한 의존성

이 높으므로 사용 또는 취급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먼저, 액체 도전율 측정원리를 살펴보면 측정용 셀

은 Fig. 2와 같이 기하학적으로 결정된 1/m의 상수 

K(=1)를 가진다. 일정 부피(100±0.5 ㎤)의 액체를 측정

용 셀에 투입하고 셀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100±1 V가 

인가된 전극사이의 누설전류를 미소 전류계를 이용하

여 측정한다. 본 측정방법에서는 미소전류 측정기를 

활용하여 10초 동안의 전류를 측정하여, 전류 I 또는 

저항 R(=V/I)의 기록과정에서 t=0 시점의 초기전류(I0)
를 추정하였다. 세부 측정방법은 3.1.2 IEC 규격을 준

용하였으며 3.4.1 측정절차에서도 설명되었다.

또한, 실험과정에서 액체 도전율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절차, 회로구성, 미소 전류계 

측정기능 설정 및 측정상 오류 등 문제점을 다음과 같

이 사전에 고찰하고 개선하여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향

상시켰다.

첫째, 프로그램 측정변수의 설정에 있어서 신호변환 

시간설정[Sense NPLC(Rate)]을 아주 높은 정확도로 설

정할 경우 시간 지연이 발생하여 t=0 시점의 초기전류

(I0)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나, 

측정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신호변환 시간설정을 아

주 빠름으로 설정할 경우 측정은 최단 시간 내에 이루

어지나 측정결과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동범위 설정기능 활성화 또는 전류 측정범

위 설정값이 측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과도현상 발생

으로 인하여 측정 그래프 형상의 심한 왜곡현상 발생 

및 측정 전류 값의 변화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도전율 측정값도 기존의 규격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초기전류(I0) 추정에 있어서 자동영점 보

상기능의 비활성화로 편차(영점) 및 증폭기 이득과 관

련한 내부전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으므로 측정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 미소 전류계의 시간에 

따른 측정상태 안정화 및 정확도와 온도변화를 유지하

기 위하여 편차(영점) 및 증폭기 이득과 관련한 내부 

전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차(영점) 및 증폭기 

이득 기준점이 변화되어 입력 신호를 부정확하게 판단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측정주기에서의 시간지연이 발생하더라

도 신호변환 시간설정을 아주 높은 정확도로 설정하여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서는 자동영점 보상기능 대신 전류 측정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각 측정마다 설정값을 변경하면서 측정값이 

기준값에 수렴할 수 있는 미소 전류계 변수설정의 최

적화 조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전류 측정방식을 계측원리를 활용한 버퍼모드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계측원리는 측정 프로그램의 데

이터베이스에는 1개에서 2500개까지의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버퍼가 있으며, 각 데이터마다 각각 타임 

스탬프를 가진다. 각각의 데이터 타임 스탬프에서는 

측정 및 저장이 실행되며, 통계정보(최대, 최소, 피크

값, 평균 및 표준편차)까지 포함한다. 버퍼기능은 각 

데이터마다 순번이 기록되면 정지하게 되고, 영점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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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lock diagram of buffer location.

(relative), 측정값 판정(mX+b, 퍼센트) 또는 측정값 제

한(limit) 수학적 연산이 수행이 완료되면 데이터는 대

체된다. 즉, 데이터 취득 개수를 설정하면 해당 개수만

큼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동시에 측정 데이터를 생성⋅

추출하는 방식이다. 다음의 Fig. 7은 버퍼위치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것이다8).

3.5 측정결과 및 고찰

3.5.1 물질별 측정결과 

다음 Fig. 8은 물질별로 측정한 도전율을 NFPA 77 

기준값과 측정값의 비교⋅분석 결과이다.

(a) 10E+06(pS/M) ~ 10E+08(pS/M)

(b) 10E+03(pS/M) ~ 10E+06(pS/M), No1

(c) 10E+03(pS/M) ~ 10E+06(pS/M), No2

(d) 1.0E-05(pS/M) ~ 6.0E+00(pS/M)

Fig. 8. Comparison of reference value and measurement value.

(가) 19종의 측정물질 중 10종의 물질은 NFPA 77 기

준값과 일치 또는 범위에 근접하여 측정되었으며, 8종

의 물질은 기준값과의 일부 차이는 보였으나 상반된 값

으로 측정되지는 않았다. 즉 기준값과의 수치적 차이가 

있었지만 전기적 물성이 도전성과 반도전성이 바뀔 정

도의 큰 차이점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acetone의 

경우 도전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측정결과는 반도전

성 물질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측정 물질별 도전율 기

준값과 측정값의 분석결과이며, 측정단위는 S/m이다.

- 일치 또는 근접(10종) : water, methyl alcohol, methyl 

ethyl ketone, acetic acid, iso-butyl alcohol, ethyl 

acetate, butyl acetate, kerosine, toluene, gasoline

- methyl acetate의 경우 기준값이 3.40E+08이고 측정

값은 각각 3.12E+06 및 3.04E+06으로, 기준값보다

는 도전율이 낮게 측정되었다.

- ethylen glycol의 경우 기준값이 1.16E+08이고 측정

값은 각각 4.03+E06 및 3.99E+06으로, 기준값보다

는 도전율이 낮게 측정되었다.

- t-butyl alcohol의 경우 기준값이 2.66E+06이고 측정

값은 각각 3.24E+05 및 3.15E+05으로, 기준값보다

는 도전율이 낮게 측정되었다.

- ethyl alcohol의 경우 기준값이 1.35E+05이고 측정

값은 각각 2.34E+07 및 2.36E+07으로, 기준값보다

는 도전율이 높게 측정되었다.

- xylene의 경우 기준값이 1.00E-01이고 측정값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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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59E+00 및 1.04E+00으로, 기준값보다는 도전

율이 높게 측정되었다.

- heptane의 경우 기준값이 3.00E-02이고 측정값은 

각각 1.27E+00 및 8.31E-01으로, 기준값보다는 도

전율이 높게 측정되었다.

- hexane의 경우 기준값이 1.00E-05이고 측정값은 각

각 1.75E+00 및 1.51E+00으로, 기준값보다는 도전

율이 높게 측정되었다.

- disel의 경우 기준값이 0.1이하이나 측정값이 각각 

2.19E+00 및 1.51E+00으로, 기준 범위를 벗어나 도

전율이 높게 측정되었다.

(나) 측정용 셀에 전압(100±1 V)을 인가하고 10초 동

안의 전류를 측정하여 t=0 시점의 초기전류(I0)를 추정

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간에 전류변화 특성을 반영한 

그래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도전성 액체의 경우 10초 동안의 전압인가에 따른 

전류변화 특성은 충전전류 발생구간(또는 상승시

간) 이후에 정상상태 값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진폭과 주기가 거의 0인 상태로 변화 없이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패턴

으로 발생하였다.

- 반면, 비도전성 액체의 경우 초기전류(I0)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충전전류 발생

구간(또는 상승시간) 이후에 정상상태 값에 도달

하고, 그 이후에는 불규칙한 진폭과 주기를 가지

고 급격한 또는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일정

한 값에 수렴하는 패턴으로 발생하였다.

(다) 다만, 몇 가지 물질의 경우 특별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acetone의 경우 도전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른 전류특성 변화는 비도전성 물질의 양상을 보

임. 즉, 충전전류 발생구간(또는 상승시간) 이후에 

정상상태 값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불규칙한 진

동, 주기와 진폭을 보이면서 감소하는 패턴으로 발

생. 상반된 결과의 원인으로는 온도, 순도 및 acetone 

전기적 물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반면, gasoline 및 hexane의 경우 비도전성 물질임

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른 전류 특성 변화는 도

전성 물질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충전전류 

발생구간(또는 상승시간) 이후정상상태 값에 도달

하고, 낮은 진폭과 주기로 큰 변화 없이 완만한 감

소추세를 보이면서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패턴으

로 발생하였다.

3.5.2 초기전류(I0) 추정 및 결정

t=0 시점의 초기전류(I0)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그래프를 통한 추이분석을 

통하여 초기전류(I0)를 추정 및 결정하였다. IEC 60079- 

32-2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정전기 위험

성 평가 기술기준에는 초기전류(I0)를 추정한다고만 기

술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추정 방법 또는 기법은 기술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측정결과 분석에 있어서 측정 전

류값을 기본으로 하고 측정 정확도와 속도를 고려하여 

초기전류(I0)을 다음과 같이 추정 및 결정하였다.

Acetic acid의 측정사례를 통하여 다음의 측정사례를 

가지고 추정 및 결정 기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Fig. 9는 acetic acid의 전압인가에 따른 전류측정 그

래프이다. 초기에는 도전율 측정회로의 충전전류로 인

하여–8.592E-7(A)에서 출발하여 약 0.5 sec 상승시간 

경과 후 2.064E-4(A)까지 상승한 이후 약간의 감소 추

세를 보이면서 이후 완만하게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a) measured graph

(1) acetic acid

First Time Second Times

Timestamps
(sec)

Current
(A)

Conductivity
(σ)

Timestamps
(sec)

Current
(A)

Conductivity
(σ)

0.00E+0 -8.592E-7 -8.592E-9 0.00E+0 -1.192E-6 -1.192E-8

5.08E-1 2.064E-4 2.064E-6 5.07E-1 2.155E-4 2.155E-6

1.01E+0 2.061E-4 2.061E-6 1.01E+0 2.152E-4 2.152E-6

1.52E+0 2.058E-4 2.058E-6 1.52E+0 2.149E-4 2.149E-6

(b) measured data

Fig. 9. Measured graph and data in acetic acid.

측정 그래프에서 타임 스탬프가 0 sec에서부터 적색 

점선 이전 구간까지는 충전전류 구간이다. 즉, 액체 도

전율 측정회로에 전압인가 시 측정회로에서 케이블의 

정전용량에 기인하여 초기에는 충전전류 구간이 발생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액체의 전기저항 특성은 전압

인가 시간경과에 따른 열 발생으로 전기저항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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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대로 전류특성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게 된다. 

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 그래프 및 데이터를 활

용하여 t=0 시점의 초기전류(I0)를 Fig. 9 (a), (b)의 점

선표시와 같이 추정하였다. 즉, 타임 스탬프에서 

5.08E-1(sec)를 t=0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초

기전류(I0)는 2.064E-4[A]로 측정되었으며 도전율 공식

을 활용하여 역산하면 도전율을 2.064E-6(S/m)로 결정

할 수 있었다.

또한, 예비실험 및 19개 물질의 액체 도전율 측정결과

를 NFPA 77[Recommended Practice on Static Electricity] 

Table B.2 Static Electric Characteristic of Liquids와의 비

교⋅검증 결과를 통하여 위에서 언급된 추정방법이 합

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

램에서 초기 측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

나, 계측기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시간이 단축되는 대

신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측

정조건 및 변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IEC 60079-32-2[Explosive Atmospheres- 

Part 32-2: Electrostatic hazards-Tests]와 관련하여 인화

성 액체 도전율 측정 장치를 고안⋅개선⋅제작 및 인

화성 액체 도전율 측정 시스템 구성을 통하여 정전기 

관련 화재⋅폭발 관련 산업재해 분석을 토대로 선정된 

정전기 관련 화재⋅폭발 다발 인화성 액체 18종 및 증

류수에 대하여 도전율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인화성 액체 18종 및 증류수에 대한 도전율 측정결

과를 NFPA 77 기준과의 비교⋅검증을 실시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총 19개 측정 물질 중 acetic acid 등 11개 물질은 

NFPA 77 기준값에 근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acetone을 제외한 disel 등 8개 물질도 수치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도전성 또는 반도전성의 

전기적 물성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acetone의 경우 도전성 액체로 분류되나 실험 결

과에서는 반도전성 액체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화성 액체 등의 도전율 측정결과를 NFPA 

77 기준과의 비교⋅검증을 통하여 도전율 측정장치, 

측정방법 및 측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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