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산업의 다양화, 대량 생산화 등으로 인하여 산

업의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건조설비가 운영되고 있

다. 이러한 다양하고 대형화된 산업의 변화로, 건조 대

상물의 종류 및 형태도 매우 다양화 되었다. 건조설비

는 1회 건조 후 건조 대상물을 재투입하는 회분식과 연

속적으로 건조 대상물을 투입하는 연속식으로 구분한

다. 이 2가지 방식 모두 건조 대상물의 투입-가열-건조-

추출-배출 등의 작업 순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1). 이

러한 건조설비는 온도제어장치와 부속설비인 제품회수

장치(덕트, 팬, 집진장치), 배기가스 처리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공정에서 취급하는 물질 자체의 물리

화학적 특성, 온도제어 장치 및 부속설비의 결함, 점화

원과 같은 유해위험요인 때문에 화재․폭발의 위험성

이 높은 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건조기 

화재․폭발 통계2)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농

산물건조기, 식기건조기, 의류건조기, 목재건조기, 산업

용건조기에서 화재가 48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

었다. 같은 기간 동안 건조기 폭발 사고는 의류건조기 

2건, 농산물건조기 3건, 산업용건조기에서 4건이 발생

하여 총 9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된 건조기 화재․폭발 사고를 살펴보면, 2004년 4

월에는 ㈜○○공장 연구소에서 합성섬유 원단에 NBR 

(Nitrile Butadiene Rubber)고무 용액을 코팅한 원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

상하였다3). 그리고, 2009년 7월에는 액정디스플레이

(LCD)용 편광필름을 제조하는 공장의 코팅 공정에서 

건조과정 중 증발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기 덕트 및 소각처리(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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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ive Thermal Oxidizer)설비 본체 접속부에서 화

재, 폭발이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

나 40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4). 또한 2011년 8

월에는 ㈜○○ 케미칼 합섬 1공장 기술연구소에서 초

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PE, 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을 이용한 초고장력 폴리에틸렌 섬

유 제조공정을 시험 운전 중 헵탄(heptane) 건조기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5명, 부상자 2명의 인명피해

를 입었다5). 2017년 8월에는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제조 공장의 인쇄공정에서는 건조기 히터

온도 Control계통에 이상이 발생하여 내부에 침착되어 

있던 흄(Fume)과 미스트(Mist)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정이 4시간 동안 

shutdown되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생산설비 및 배기장

치의 고장으로 건조기 내부에 VOCs가 체류되어 폭발

분위기를 형성한 상태에서 점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

비는 건조설비 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 등을 포함하

여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 kg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정격소비전력이 50 ㎾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6과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 의하여 안전

검사 대상이 되고,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조(검사기준) 별표9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재․폭발에 대한 연구는 인화성 액체, 가스, 분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6~13) 대부분이다. 반면에 PCB 제조

공장의 사고 사례와 같이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흄

(Fume)과 미스트(Mist)의 침착물에 대한 열 안전성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PCB생산 공정의 잉크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사례 중 가연물의 침착물에 대한 열안정성

을 평가하였다. 열안정성 평가를 위해 열중량분석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시차주사열량계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최소자연발화

온도(AIT, Autoignition Temperature), 멀티모드열량계

(MMC, Multiple Mode Calorimetry)등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대상 공정

2.1 PCB의 열분해 특성

PCB의 열분해 물질은 Lee et. al.14) 등에 의해 진행 된 

PCB 폐기물의 열분해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250~400℃ 

구간에서 대부분 열분해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산물 중 고체 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며, 

액체와 기체 부산물은 각각 13.9% 수준이었다. 고체 부산

물은 XRF(X-ray Fluorescence)결과 SiO2가 4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CaO 23.9%, Al2O 12.3%, Br 7.2% 

순으로 나타났다. 액체 부산물은 GC-MS(Agilent 7890A/ 

5975C)결과 Phenol과 Isopropyl phenol이었다.

2.2 PCB 인쇄 공정의 개요

PCB 생산 공정에는 부품 실장 시 브리지 발생을 방

지하고 노출된 회로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

시 성분의 Solder Resist 절연잉크를 도포하는 인쇄공

정이 있다. 도포방식에는 일반 PCB의 경우 Silk Screen 

인쇄방식에 의해 열경화성 잉크를 직접 도포하는 방

법과, 고밀도 PCB의 경우 회로 형성 시와 유사한 방

법으로 감광성 잉크를 Silk Screen법, Spray Coating법, 

필름 도포법 등으로 전체 도포하는 방법으로 구분한

다. 잉크 도포 후 Pre-cure에서 약 80℃로 1차 건조 후 

불필요 부분을 노광, 현상 프로세스를 거처 제거한 다

음 건조기에서 열경화하는 방법으로 인쇄, 건조공정을 

진행한다. 

2.2.1 인쇄공법과 사용 물질

인쇄공정은 인쇄방법에 따라 스크린인쇄, VACUUM 

LAMINATOR로 구분한다. 스크린인쇄는 생산제품의 

요구사항에 따라 잉크 0.7 kg과 경화제 0.3 kg을 배합, 

교반하여 Semi-auto printer 또는 Auto printer방식으로 

인쇄하고 Vacuum Laminator에서는 Film type의 잉크를 

사용하여 진공가압 방식으로 인쇄한다. 사용하는 잉크

와 경화제의 주성분은 Table 1과 같이 Acrylate-based 

resin, Diethyleneglycolmonoetheracetate, Barium sulfate 

등을 주성분으로 기타 성분이 첨가되어 있다.

Table 1. Chief ingredients of ink and curing agent

Type Ingredients CAS No Weight %

Ink

Acrylate-based resin Private 30~40%

Phthalocyaninegreen Private 0.1~1%

Tale(No asbestos) 14807-96-6 1~5%

Diethyleneglycolmonoetheracetate 112-15-2 10~20%

Barium Sulfate 7727-43-7 10~20%

Crystalline silica 14808-60-7 5~10%

Curing
agent

Diethyleneglycolmonoetheracetate 112-15-2 10~20%

Dipropyleneglycolmonomethylether 34590-94-8 1~5%

Acrylicestermonomer Private 10~20%

Acrylate-based resin Private 30~40%

Barium Sulfate 7727-43-7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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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건조

건조 공정에서는 인쇄, Pre-cure, 노광, 현상 공정을 마친 

후 평균온도 150℃로 PCB에 도포된 잉크를 건조기에서 

건조하여 경화 시키는데, 이때 잉크가 건조되면서 Fig. 1과 

같이 흄(Fume)과 미스트(Mist)가 침착물을 형성하게 된다. 

The deposits in the dryer 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

Fig. 1. The fume and mist deposited in the dryer and in the 
dryer exhaust duct.

발생된 흄과 미스트는 덕트(Duct)를 통해 흡착탑(AC 

Tower, Activated Carbon Tower)에서 흡착 제거한 후 공

기만 배출하게 된다. 건조기 내부는 150℃의 평균 건조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기 내부 벽면에 건

조과정에서 발생된 액체형태의 미스트가 겔(Gel)형태

로 침착되고, 배출하는 덕트에서는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흄이 고체형태로 침착되게 된다.

2.3 사고 공정의 개요

2017년 8월 3일 18시경 인쇄공정 작업자 A 씨가 건조

기에서 고온경보 알람이 발생하여 알람을 확인하고 히터

전원을 수동으로 off하였고, 20분 후 적정온도를 확인하

고 히터를 재가동 한 후 B 씨에게 휴식시간 교대 후 A 

씨는 휴게소로 이동하였다. B 씨가 건조기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임사원 C 씨에게 보고하러 

이동하였고 18시 24분 방재센터에 연기감지기가 동작하

여 안전관리원이 현장 출동하였다. 18시 27분경 출동한 

안전관리원이 감시창을 통해 건조기 내부에서 미세한 불

꽃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화재 진화를 위해 건조기 측

면을 덮개를 여는 순간 건조기내 측면에 화재가 확산되

어 소화기로 소화하는 공정사고가 발생하였다.

2.4 사고발생 원인분석

화재발생 열 축적 원인은 Fig. 2의 건조기 1Zone에 설치된 

Thermostat이 1차적으로 Fail되어 과열경보만 발생하고 

MC(Magnetic Contactor)를 차단하지 못하였으며, 2차적으

로 SSR(Solid State Relay) Fail로 인하여 건조기 온도가 

자동제어 되지 못하고 재가동 시 온도가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건조기 1Zone의 온도가 상승하는 상태에서 내부 벽면

과 하단의 흄과 미스트 침착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3. 실 험

3.1 실험물질

이번 연구에서는 PCB 인쇄 후 건조과정에서 Table 2

와 같이 건조기 배기 덕트 침착물 1종과 건조기 내부

의 침착물 1종을 각각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able 2. Information on samples

Sample Information on samples

① Sample : 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
② Characteristic : Reddish brown solid with irregular 

particle size distribution
③ Collection place : Collecting the substance attached 

to the dryer exhaust vent duct

① Sample : The deposits in the dryer
② Characteristic : It appears to be a solid form, but 

has a flowability intermediate between grain syrup 
and yeot

③ Collection place : Collecting material attached to 
the inner wall of the dryer

Fig. 2. Temperature control system of the accident dryer.

* CF : Cooling Fan, F : Circulation Fan, H : Heater, TS : Temperature Sensor, TH : Thermostat, MC : Magnetic cont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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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장치

3.2.1 열중량분석(TGA/DSC1) 장치 및 분석방법

실험에 사용된 열중량분석기(TGA/DSC1)는 스위스 

기업인 METTLER TOLEDO사의 제품으로 일정한 속

도로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시료의 질량변화를 시간이

나 온도의 함수로써 측정하는 실험장치 이다. 분석방

법은 활성분위기(Air)와 불활성분위기(N2)에서 해당 시

료의 온도에 따른 중량변화를 관측하고, 자연발화점 

및 MMC평가를 위한 기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사

용하였다. 활성분위기 및 불활성분위기에서 시료를 알

루미나 셀에 투입한 후 10℃/min의 속도로 (30~800)℃

까지 가열하면서 중량변화(TGA) 및 열량변화(SDTA, 

Single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를 분석하였다. 

3.2.2 열안정성분석기(DSC1) 및 분석방법

열안정성분석에 사용한 실험기기는 METTLER 

TOLEDO사의 제품으로 활성분위기와 불활성분위기에

서 해당 시료의 열적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

다. ASTM E537:1215) Standard test methods the stability 

of chemical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에서 규정

된 방법에 의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시료컵에 시료를 

투입하고 30~600℃까지 각각 10℃/min의 속도로 가열

하면서 열적 변화를 관측하였다.

3.2.3 자연발화점분석기(ZPA3) 및 분석방법

자연발화점 분석에 사용된 실험기기는 독일 Anton 

paar ProveTec사의 실험기기로 자연발화점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NF T20-03616) Chemical products for 

industrial use determination of the relative temperature of 

the spontaneous flammability of solids에 의한 고체의 자

연발화점은 공기가 통과하는 시료용기(8 ㎥)에 시료를 

충진하여 가열하면서 내부온도가 400℃를 초과하는 시

점에서 가열로의 온도로 정의되는데 총 3번 측정의 평

균값을 측정하여 자연발화점을 결정하였다. 

3.2.4 멀티모드열량계(MMC274 NexusⓇ) 및 분석방법

멀티모드열량 분석기는 독일 NETZSCH사에서 개발

한 열량계의 일종으로 밀폐된 용기를 이용하여 승온 

및 등온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시료용기의 온도 및 압

력을 측정함으로써 반응열, 가스발생정도, 반응속도 등 

화학물질의 열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공정 

조건에 맞추어 활성분위기에서 건조기 덕트 내부 침착

물에 대하여 180℃ 및 240℃에서 등온실험을 실시하고 

건조기 내부 침착물은 240℃에서 등온실험을 실시하여 

압력을 측정하여 열안정성을 분석하였다.

4. 결과 분석 및 고찰

4.1 열중량분석(TGA)결과

3.2.1에 의한 분석방법에 따라 중량변화를 분석한 결

과 Table 3과 같이 분석되었다. TGA특성상 시료의 불

균질성에 따른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두 시

료가 분위기와 관계없이 건조기 운전조건인 180℃ 이

하에서 중량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와 Fig. 4는 건조기 배기 덕트 침착물에 대하여 열중량

분석기를 활용하여 활성분위기 및 불활성분위기에서 

온도에 따른 중량 및 열량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분위

기와 관계없이 (150~180)℃ 영역에서 중량감소가 시작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TGA Result

Sample
Division 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 The deposits in the dryer

Atmosphere Air N2 Air N2

Variation of 
temperature

[℃]

174
~444

444
~716

155
~305

305
~736

170
~478

478
~746

155
~729

Variation rate 
of mass

[%]
-59.5 -39.2 -51.0 -37.2 -74.4 -23.7 -85.4

Result Exother
mic

Exother
mic

Exother
mic

Exother
mic

Exother
mic

Exother
mic

Exother
mic

Fig. 3. TGA Result(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Air).

Fig. 4. TGA Result(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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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GA Result(The deposits in the dryer-Air).

Fig. 6. TGA Result(The deposits in the dryer-N2).

Fig. 5와 Fig. 6은 건조기 내부 침착물에 대하여 동일

한 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중량 및 열량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분위기와 관계없이 (150~170)℃영역에서 중량

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열중량 분석결과 

분위기에 관계없이 건조기 배기 덕트 침착물 보다 건

조기 내부 침착물의 중량감소 상한온도가 10℃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4.2 열안정성분석(DSC) 결과

Fig. 7과 Fig. 8은 건조기 배기 덕트 침착물에 대한 

DSC 분석결과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외삽발열 개

시온도는 활성분위기에서 40℃정도 낮은 약 248℃로 

나타났으며, 총 발열량은 시험영역을 초과하여 평가 

할 수 없었다.

Fig. 9와 Fig. 10은 건조기 내부 침착물에 대한 DSC 

분석결과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외삽발열 개시온

Table 4. DSC results for 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

Atmosphere 

Onset 
Temp.

Extrapolated
onset temp. Tmax Heat of 

reaction

℃ J/g

Air 180 248.3 - -

N2 182 289.7 - -

※ Table 4는 각 시료마다 3회 분석한 결과의 평균값으로 Fig. 7, 8과
일치되지 않음.

Fig. 7. DSC Results : 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Air.

Fig. 8. DSC Results : 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N2.

도는 활성분위기에서 약 90℃ 정도 낮은 234℃로 나타

났으며, 총 발열량은 시험영역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었다. Table 4. 5의 열안정성분석 결과 활성분위기에

서 건조기 배기 덕트 침착물 보다 건조기 내부 침착물

의 외삽발열 개시온도가 14.6℃ 낮게 분석되었다.

Table 5. DSC results for deposits in the dryer

Atmosphere

Onset 
Temp.

Extrapolated
onset temp. Tmax

Heat of 
reaction

℃ J/g

Air 182 233.7 - -

N2 290 326.3 - -

※ Table 5는 각 시료마다 3회 분석한 결과의 평균값으로 Fig. 9, 10과 

일치되지 않음.

Fig. 9. DSC Results : The deposits in the dryer-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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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SC Results : The deposits in the dryer-N2.

4.3 자연발화점(AIT)분석 결과

두 종류의 시료 중 건조기 내부 침착물은 장비의 시

료용기에 투입이 불가능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없었으

며, 건조기 배기 덕트 침착물은 시료 용기 내 충진도를 

변화시켜 시험을 실시하였다.

Table 6. AIT results for 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

No Gross
[g]

Tare
[g]

Net
[g]

Density
[g/㎤]

Wt. loss
[%]

Result

1 5.3320 3.6176 1.7144 0.214 83.96 Not measure

2 5.7523 3.6204 2.1319 0.266 54.3 Not measure

Fig. 11과 같이 건조기 배기 덕트 침착물은 시료의 

충진 정도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충

진도 0.214 g/㎤의 경우는 시료온도가 190℃를 초과하

면서 점진적으로 온도 상승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

나, 가열로 온도를 초과하는 자연발화 현상은 관측되

지 않았다. 

충진도 0.266 g/㎤의 경우는 Fig. 12와 같이 시료온도

가 175℃ 부근을 초과하면서 점진적으로 온도 상승률

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일시적으로 230℃ 부근에서 가

열로 온도를 초과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00℃에 도달

Fig. 11. AIT Results : 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 (Density
=0.214 g/㎤).

Fig. 12. AIT Results : 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 (Density 
=0.266 g/㎤).

하였다. NF T20-036에 의한 자연발화점은 급격한 온도

상승에 의한 가열로 온도를 초과해야 하고, 시료를 충

진함에 있어서 인위적인 압밀은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나타난 결과는 시료의 자연발화점으로 결정 할 수 

없다. 그러나, 충진도에 상관없이 200℃ 미만에서 통상

의 온도상승속도(0.6℃/min)를 초과하는 발열(0.9℃/min~ 

1.06℃/min)이 발생하는 현상을 고려하면, 건조기 히터

가 운전조건(240℃)을 이탈하여 건조로 내부의 표준운

전조건(150~156℃)을 벗어난 온도(175~250℃)에서는 침

착물의 형태(압밀정도에 따른 축열정도)에 따라서 자연

발화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기 

평가는 실제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전달과 관련된 변수

(대류 등)의 영향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다.

4.4 멀티모드열량계에 의한 등온안정성 평가 결과

MMC를 이용하여 공정조건 이탈조건(TGA, DSC, 

AIT결과에 따른 이탈조건)에서 등온안정성을 평가하

였으며, 각각의 시료에 대한 평가조건 및 결과를 요약

하면 Table 7과 같다.

Table 7. Summary of MMC results

Sample Input
[g]

Temperature
condition

Result[bar]

Pi Pmax Pf

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

0.3021 Isothermal 180℃ 1.0 1.7 1.3

0.3277 Isothermal 240℃ 1.0 3.2 2.1

The deposits in 
the dryer 0.2449 Isothermal 240℃ 1.0 2.1 1.5

Fig. 13부터 Fig. 15는 활성분위기에서 각각 건조기 

배기 덕트 침착물에 대하여 180℃ 및 240℃에서 실시된 

등온시험결과와 건조기 내부 침착물에 대하여 240℃에

서 실시한 등온시험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설정온도 및 시료의 종류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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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MC Results : 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 (Isothermal 
180℃).

Fig. 14. MMC Results : Deposits of dryer exhaust duct (Isothermal 
240℃).

Fig. 15. MMC Results : The deposits in the dryer (Isothermal 
240℃).

최대 압력 및 발열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50 hr)의 분석시간

을 고려할 때 급격한 압력 및 온도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초기압력과 최종압력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시험 중 측정된 

압력변화가 내부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 변화 이외에 

가스 발생에 의한 기여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해당 조건에서 시료의 분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

음을 추정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결국 해당 물

질이 시험조건에서 열적으로 안정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다.

4.5 VOCs 증발률과 건조기 배기량의 비교

Table 1에서 잉크와 경화제의 주요성분 중 VOCs 최

대 함유량을 기준으로 증발률을 계산하였다. 증발률은 

KOSHA Guide 최악 및 대안의 누출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 지침에 의하여 증발속도 계산식(1)을 사용하

였으며 풍속은 건조기 내부 실측 풍속을 사용하였다17).

  × 

 ×  × 
 ×  ×  (1)

 : Evaporation rate (kg/min)

 : Wind speed (m/sec)

 : Molecular weight

 : Surface area of the mixture (㎡)

 : Vapor pressure (mmHg)

 : Temperature of substance (°K)

Table 8. VOCs and dryer operation information

Material     

A 0.5 176.21 61.02 0.0989 353.15

B 0.5 148.23 61.02 10 353.15

A : Diethyleneglycolmonoetheracetate
B : Dipropyleneglycolmonomethylether

식 (1)에 Table 8의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면 1차 

건조 운전조건 80℃에서 A, B물질이 0.46 kg/hr 증발하

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건조기에 1회 투입할 때 

총 잉크량(인쇄면적, 잉크두께, 도금두께 및 패턴율, 양

면, 용제평균 비중, 1회 건조기 투입 총수량의 조합 : 

2.48 kg) 중 A, B물질의 최대 함유률 21.5%이므로, 잉

크 중 VOCs량은 0.53 kg이 된다. 총 VOCs량에 대한 

시간당 증발률은 약 89%로 계산 된다. 

건조기 내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체의 온도 

또한 높다고 판단하여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 기체

의 용량은 이상기체상태방정식(2)으로 산정하였다.

   (2)

 : Pressure (atm)

 : Volume (ℓ)

 : Number of moles

 : Cas constant (0.082057atm․L/mol․K)

 : Temperature (°K)

A, B물질은 잉크 1 kg 중 각각 200 g, 15 g 함유된 정

보를 바탕으로 식(2)를 이용하여 건조과정에서 발생하

는 VOCs기체량을 계산하면 35.82 ℓ/kg을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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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할 수 있다. 1차 건조 과정에서 2.48 kg의 잉크

를 사용하므로 총 VOCs 기체발생량은 88.94 ℓ로 계산

된다. 여기에, 식(1)에 의해 계산된 증발률 89%를 곱하

면 총 VOCs 중 1차 건조에서 증발되는 기체량 79 ℓ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건조 운전시간은 1시간 이므

로 분당 발생하는 VOCs기체 용량은 1.32 ℓ/min으로 

계산된다. 해당 건조기 배기장치의 배기량은 140,000 

ℓ/min이므로 1차 건조과정에서의 설비 배기량 대비 

VOCs 기체발생량은 9.8 × 10-4%로 발생된 VOCs기체는 

배기장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배출된다고 할 수 있다.

4.6 고찰

TGA결과 분위기에 관계없이 건조기 배기 덕트 침착

물(150~180℃)보다 건조기 내부 침착물의(150~170℃) 중

량감소 상한온도가 10℃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DSC

결과 활성분위기에서 건조기 배기 덕트 침착물(248℃)

보다 건조기 내부 침착물(234℃)의 외삽발열 개시온도

가 14.6℃ 낮게 분석되었다. TGA, DSC결과 건조기 내

부 침착물의 열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건조기 내부 침착물은 시료용기에 투입이 불가

능하여 AIT를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충진도에 상

관없이 200℃에서 통상의 온도상승속도(0.6℃/min)를 

초과하는 발열(0.9℃/min~1.06℃/min)이 발생하는 현상

을 고려하면, 2.3의 사고 발생원인과 같이 공정의 운전

조건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침착물의 형태에 따라서 자

연발화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MMC 등온안전성 평가 결과 두 종류의 시료 모두 급격

한 압력 및 온도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초기 압

력과 최종압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으로부터 가스

가 발생하였고 해당조건에서 시료의 분해가 지속적으

로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Table 1과 같이 인

쇄 공정에서 사용하는 잉크와 경화제에는 Crystalline 

silica와 Tale이 잉크 종류에 따라 15~25%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 과정에서 흄이 발생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PCB폐기물 열분해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번 

연구를 종합하면 건조기 배기 덕트 침착물은 건조 과정

에서 열 분해된 SiO2가 배기되면서 기화되었던 액체가 

침착되어 형성된 흄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사고예방대책

2.3에서 사고 원인을 분석한 바와 같이 건조기 흄과 

미스트 화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조기 온도제어시스

템 Fail이 1차적 원인이었으며, 건조 과정에서 열에 의

하여 발생한 흄과 미스트가 건조기 내부에 침착되는 

것이 2차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흄과 미스트 

침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

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5.1 공학적 대책

(1) 건조기는 정상 운전온도 조건을 이탈하지 않도

록 온도제어시스템 중 Heater zone Thermostat과 건조로 

Thermocouple, SSR 등은 자체진단 기능을 구성하고 상

호 Interlock하여야 한다18). 

(2) 건조기 온도제어시스템 Fail이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건조기 입구와 출구 쪽에 불꽃감지기를 설치

하고 Gas소화설비와 연동되도록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3) 건조기 감시창에 흄과 미스트 침착상태를 감지 

할 수 있는 내시경 카메라, 흄 침착 경보장치 등을 설

치하여 흄 침착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4) 건조기 흄과 미스트 배출 덕트는 열 손실을 줄이

기 위해 일부 풍량을 건조로 쪽으로 Return하는데 이 

부분에 소형 Wet Scrubber를 적용하여 1차적으로 흄과 

미스트를 제거하고 건조 중 건조로 분위기가 Wet상태

가 되도록 한다. 

5.2 관리적 대책

(1) 건조기 내부와 덕트의 흄과 미스트 침착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존 청소주기(6개월 1회)를 재검

토하여 청소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

(2) 건조기 온도제어시스템은 장비 설치 전에 공학

적 안전대책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치하고 정상작동 여

부를 년 1회 이상 자체점검 한다.

(3) 인쇄공정 중 단위 공정상 최종 건조기의 운전온

도조건을 낮출 수 있는 작업조건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4) 설비 운전자 교육과정에 설비의 이상동작 시 안

전조치사항을 추가하고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정기적

으로 교육한다.

6. 결 론 

PCB인쇄공정에서 건조기 히터의 온도 Control System 

Fail로 인하여 공정조건을 벗어난 이상발열 상태에서 

건조기 내부에 침착되어 있던 흄과 미스트가 축적된 

열에 의하여 착화된 사고사례 중 가연물이었던 흄과 

미스트의 열안정성을 실험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실험조건에서는 온도 이외에 공정 운전분위기 전체를 

반영할 수는 없어 실제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전달과 관

련된 변수를 고려되지 않았다. 시료자체의 열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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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흄과 미스트 공통으로 TGA, DCS 및 MMC를 이용

한 열량계 분석결과, 해당 시료는 공정조건(150~156)℃

을 이탈한 온도범위(180~240)℃에서 시료의 분해로 추

정되는 반응이 시작되어 비압축성 가스를 생성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흄에 대한 자연발화점 시험결과에서 175℃에서 

발열이 시작되어 250℃를 초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침착물을 구성하는 물질 및 압밀도 등의 형성상

태와 건조기 내부 온도에 따라서 자연발화 발생의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잉크와 경화제에 포함된 VOCs는 1차 건조과정에

서 89% 증발하게 되고, 2차 건조과정에서 11%정도 건

조되어 배기장치를 통해 배기된다. 그러나, 건조기 배

기 덕트에 흄이 침착되어 배기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온도조절장치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2종류의 

침착물은 현저하게 열안정성을 상실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동종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학적 대책과 관리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안전성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흄과 미스트가 발생하는 건조설비에 대

한 검사 기준과 온도제어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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