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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nesium powder has been widely used in various industries because it is light 

weight and extremely high mechanical strength including aeronautics and chemicals. 

However, magnesium, as a combustible metal, poses serious safety issues such as fires 

and explosions if it is not managed properly. Especially, magnesium’s max adiabatic 

flame temperature is 3,340℃ and it is impossible to extinguish it by using water, CO2 

and Halonagen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magnesium powder. We carried out a combustion experiment, using 1 kg of 

magnesium (purity > 99 %, particle < 150 μm). The features of the magnesium 

burning process were scrutinized using infrared thermal image analysis. Also, a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were used employed to analyze 

particulate composites and properties. It concludes the significant tendency of 

magnesium fire and light, combustion carbide’s particle characteristics. This study 

contributes to make better prevention and response manners to magnesium fires, as 

well as fire investig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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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 마그네슘(magnesium) 및 마그네슘 합금은 

알루미늄, 철 등에 비해 비강도(specific strength)

가 높고 성형성이 뛰어나 항공기, 자동차, IT, 전

자제품 등의 주요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3]. 또한, 재활용이 용이해 친환경 금속소재로 

불리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

다[4, 5]. 하지만 마그네슘은 가연성 금속으로 공

기 중에서 쉽게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와 반응하

며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금속이다. 

특히,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화재 및 폭발의 위

험이 높아진다[2,3].

마그네슘 화재는 화재유형 중 금속화재(class 

D)로 분류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

늄 등 가연성 금속이 연소하는 화재를 의미한다

[6-8]. 금속화재는 화재의 특성상 일반적인 수계, 

가스계, 분말 소화약제로는 진화가 불가능하며 주

로 마른모래, 팽창질석을 사용하여 진화하고 있다. 

금속화재는 가연성 금속별 적합한 소화약제를 사

용해야 하며, 마그네슘 화재의 경우 염화나트륨, 

탄산나트륨 등의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다[7-9]. 

하지만 국내 소방 관련법에서는 금속화재를 별도

의 화재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10].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금속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

약제, 소화설비 등은 물론 가연성 금속별 연소특

성 및 연소생성물의 위험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2019년 7월 밀양시 소재 마그네슘 폐기물 재활

용 공장화재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

냈다(Fig. 1.)[11]. 마그네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쌓아놓은 슬러지(sludge)에서 원인 불명

의 수분접촉으로 발화가 발생하였다. 신속한 화재 

인지와 신고로 현장에 대응인력이 출동해 현장에 

비치되어 있던 마른모래를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

했지만 빠른 연소확대, 마른모래 부족, 소화약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초기진화에 실패했다. 결국 공

장이 전소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약 6일 동안 

화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금속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화에 필요한 소화약제, 도구, 장비, 진

화방법 등의 부재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Fig. 1 Magnesium recycling factory fire accident in 

Miryang-si (2019.07.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의 연소특성 및 

연소생성물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연소실

험을 진행하였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및 열전

대를 활용하여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연소생

성물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FE-SEM 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마그네슘 화재 대응에 

필요한 대응방법, 대응인력의 안전을 확보는 물론 

예방대책, 소화약제 및 장비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된다. 

2. 실험방법

2.1 실험물질

마그네슘의 비중은 1.74이며 입자의 크기에 따

라 자연발화점이 달라진다. 마그네슘 분말(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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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자연발화점이 약 472℃, 덩어리 형태는 

약 659℃ 이다. 용융점은 약 649℃ 이며 용융점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인고트(ingot), 캐

스팅(casting) 등 다양한 형태의 금속 마그네슘은 

용융되거나 급격하게 연소한다(Table 1.). 

auto ignition 
point (℃)

melting 
point(℃)

boiling 
point(℃)

specific 
gravity

472.7 (powder)
510 (ribbons and 

shavings)
650 (massive chunks)

649 1,100 1.74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magnesium[3]

마그네슘 연소 시 입자크기, 퇴적상태, 주변환

경 등에 따라 화염의 온도가 달라지지만 단열불꽃

온도(adiabatic flame temperature)는 약 3,340℃ 

까지 상승한다[3]. 하지만 연소열은 보통 석유류 

연소열의 1/2 수준으로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

한 거리까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12]. 또한, 

연소 시 백색 계열의 불꽃을 수반하며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어 눈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3].

마그네슘의 연소 과정을 보면 연소가 진행되면

서 화염의 온도가 비점(boiling point)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때 기화된 마그네슘 증기가 산

소와 결합해 지속적으로 화염을 동반한 연소가 진

행되며 산화마그네슘(MgO)을 생성한다[3,13]. 연

소과정에서 약 75wt% 의 마그네슘은 산소와 반

응하여 산화마그네슘(MgO)을 생성한다. 또한, 약 

25wt% 는 질소와 반응하여 질화마그네슘(Mg3N2)

을 생성한다. 질화마그네슘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

하며 암모니아(NH3)와 산화마그네슘(MgO)을 생성

한다. 연소 시 발생하는 흰색 연기는 실제 마그네

슘이 기화하여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산화마

그네슘(MgO)이 기상상태가 되고 다시 고체미립자

가 되면서 생성된 것이다[3,13,14].

본 실험에서 사용한 마그네슘 분말의 입자 

크기는 150 μm이며 순도는 순도 99% 이상인 

것을 사용하였다(Fig. 2.).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

기 위해 실험에 사용할 마그네슘은 24시간 동

안 데이게이터 (23℃ ± 5℃) 에 보관 후 사용

하였다. 국내 마그네슘 연소 및 소화약제에 대

한 규정이 없어 실험에 사용할 마그네슘 분말 

입자크기 및 순도에 대한 선정은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7165: 2017 

Fire Fighting-portable Fire Extinguishers- 

Performance and Construction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하였다. ISO-7165에서 금속화

재용 소화기 테스트에 사용하는 마그네슘의 기

준은 순도 99% 이상이며 387μm 표준체를 모

두 통과하고 150 μm 표준체에 80% 이상이 

남아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Fig. 2 Photos and FE-SEM images of magnesium 

powder used in this study (× 100)

2.2 실험장치 구성

마그네슘 연소실험은 안전을 확보하고 바람 등

의 환경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화재안전이 확

보된 실내에서 진행하였다. Fig. 3. 과 같이 실험

을 위해 바닥에는 석고보드(두께 10mm)를 설치하

였으며 그 위에 실험배드(60mm(L) × 60mm(W) 

× 30mm(H))를 설치하였다. 마그네슘 분말 1kg

을 쏟아진 형태로 석고보드 중앙에 위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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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분말의 연소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로거 (model GL840), k-type 열전대 

(0.32mm, -270∼1,37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Testo T890, -0∼1,200℃), 비디오 레코더를 활

용하여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Fig 4.). 마그네슘 

연소 시 외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k-type 열전

대는 Fig. 3. 과 같이 5개 지점에 설치하였다. 

TC1, TC3은 각각 마그네슘 중앙으로부터 높이 

30cm, 수평거리 30cm 지점에 설치하였으며 TC2

는 마그네슘 중앙으로부터 높이 30cm 지점에 설

치하였다. TC4는 마그네슘 중앙으로부터 높이 

10cm, TC5는 마그네슘 내부 중앙 하단에 설치하

여 위치별 온도 변화 분석과 함께 열화상 카메라

의 온도 데이터와 비교 하였다. 

Fig. 4 Experimental laboratory and equipments

마그네슘 분말에 착화는 ISO-7165의 기준에 

따라 가스토치를 이용하여 25∼30초간 화염을 접

촉시켜 점화시켰다. 마그네슘 연소생성물의 표면

(외부)과 내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FE-SEM 을 활용하여 입자의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열적특성

Fig. 5. 는 점화 후 시간변화에 따른 마그네슘

의 연소과정을 사진 및 열화상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연소가 시작되면서 백색 계열의 화염과 

흰색 연기를 동반한 급격한 연소가 진행되었다. 

연소가 시작되고 1초 만에 열화상 이미지의 최고 

온도가 621℃ 이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최

고 온도인 1,200℃ 까지 도달하는데 약 2분 11초 

소요되었다. 

Fig. 6.에서 약 2분경에 발생한 온도의 급격한 

저하는 측정 중 실험배드 제거 시에 발생한 왜곡

이다. 마그네슘 연소 시 발생하는 외부온도 및 내

부온도 측정 결과를 보면 Fig. 7. 과 같이 나타났

다. TC5의 온도는 1,231℃ 까지 상승하였으며 약 

(a) experimental setup (b) position of thermo-couples(5points)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magnesium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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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 30초가 소요되었다. TC4의 온도는 최고 온

도는 315℃ 였으며, TC1, TC2, TC3의 온도는 

150℃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마그

네슘의 특성으로 마그네슘은 연소 시 화염의 온도

가 약 3,000℃ 까지 상승하지만 방사열이 낮다는 

특성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연소가 시작된 후 일정시간 화염을 동반한 연

소가 진행되었지만 화염 없이 연소가 진행되는 영

역이 발생하였다. Fig. 8. 은 실험 시작 후 10분

이 경과 했을 때 연소상태이다. 초기 화재가 시작

되었던 중앙지점을 기준으로 연소가 외곽으로 확

산되었다. 초기 연소가 진행된 영역은 화염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외곽에는 

화염을 동반한 연소가 진행되고 있다. 적외선 열

화상 분석을 통하여 온도분포를 분석한 결과 화염

을 동반한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외각 영역에서는 

1000℃ 이상 온도 분포를 나타냈지만 화염 없이 

연소하고 있는 부분은 약 400℃∼800℃ 온도 분

포를 나타냈다. 

이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내부로 전달

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의 비점 이상으로 열이 전

달되지 않으면서 화염 없이 용융과정(용융점 64

9℃)에서 연소가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부분은 Fig. 9.와 같이 화염이 동반

(a) 1sec, 621℃ (c) 120sec, 1,022℃

(b) 60sec, 844℃ (d) 180sec, >1200℃

Fig. 5 Thermal and optical images of magnesium during firing

Fig. 6 Magnesium fire’s temperature changes 

(0sec∼180sec)

  
Fig. 7 Magnesium fire’s temperature changes 

(5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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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소에서 흰색 계열의 부서지는 연소생성물이 

생성된 반면 화염 없이 진행된 연소에서는 덩어리 

상태의 고체 연소생성물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외

부 및 내부의 마그네슘 연소생성물 입자의 구조적 

특성 및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FE-SEM을 활용

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Fig. 10. 과 Fig. 11. 는 각각 마그네슘 연소생

성물의 내부 및 외부를 FE-SEM 으로 50배와 

100배로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다. 내부 및 외부의 

결정 모양을 보면 다각형 형태로 거의 유사한 형

태를 보이고 있다. Fig. 2. 의 마그네슘 분말의 결

정이 다양한 형태의 원형 모양인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냈다. 밀집도는 내부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소과정에서 화염을 동반한 

연소와 화염을 동반하지 않은 연소의 차이점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가연성 금속인 마그네슘 분말의 연

소실험을 통해 연소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이다. 

또한, 연소 시 발생한 연소생성물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마그네슘 분말은 연

소 초기 표면에서 화염을 동반한 연소가 진행되었

지만 이후 화염 없이 연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

다.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적외선 열화상 카

메라의 측정한 결과 측정 가능 최고 온도인 120

0℃까지 도달하는데 2분 11초가 소요되었다. 또

한, 화염 없이 진행된 연소를 통해 마그네슘 내부 

최하단의 온도는 1231℃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주변 온도는 마그네슘 상단 10cm 지점에서는 

315℃ 까지 상승하였지만 30cm 지점에서는 15

Fig. 8 Thermal image and temperature profile with 

x-axis location 

Fig. 9 Burning Magnesium with fluffy powder

(a) × 100 (b) × 500

Fig. 10 FE-SEM imaging of Magnesium combustion 

products (inner site)

(a) × 100 (b) × 500

Fig. 11 FE-SEM imaging of Magnesium combustion 

products (outter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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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 마그네슘이 화염을 동

반한 연소와 화염 없이 진행된 연소에서 생성된 

연소생성물 입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자의 모양은 유사한 모양을 나타났지만 밀집도

는 내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마그네슘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연소하고 있는 마그네슘에 인근까지 접근

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른모래 또는 팽창질석을 활

용하여 진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불꽃의 온도는 1,200℃ 이상의 고온이기 때문

에 직접적인 접촉을 반드시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그네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형태의 

산화마그네슘(MgO)의 경우 흡입 시 나타날 수 있

는 인체 영향 및 자외선으로 인한 눈 손상을 예방

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이 동반되어야 한다. 

마그네슘 화재에 대한 연구는 아직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차후 마그네슘 양의 증가에 따른 연

소특성 및 산화마그네슘, 자외선, 빛, 기타 연소 가

스 등의 연소생성물의 양, 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

를 통해 가연성 금속별 적합한 소화약제, 대응기술 

및 장비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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