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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크기 변화에 따른 마그네슘 분진의 폭발특성
Explosion Characteristics of Magnesium Dust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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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nducted experiments to examine the explosion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sizes of micro-sized and nano-sized magnesium
dust. These explosion characteristics, such as the maximum explosion pressure and maximum rate of pressure rise, depend on the
dust concentration. Changes in the particle sizes do not cause clear differences in the explosion characteristics of nano-sized magnesium dust. However, the explosion characteristic values of micro-sized magnesium dust decrease with increasing particle size.
Furthermore, nano-sized magnesium dust showed greater explosion characteristics than micro-sized magnesium dust. The calculated flame propagation velocity showed the same trend as the maximum explosion pressure and maximum rate of the pressure
rise. The results of classifying the explosion intensity hazards of a magnesium dust explosion showed that the explosion index
increased with the decrease of particle size.
Key words : Nano-sized powder, Micro-sized powder, Magnesium, Dust explosion

요

지

다른 크기를 갖는 나노 사이즈와 마이크로 사이즈의 마그네슘 분진의 폭발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마그네슘분진의 최
대폭발압력과 최대압력상승속도 등 폭발특성은 분진의 농도에 의존하였다. 나노 사이즈 마그네슘분진은 입자크기의 변화에 따른
명백한 폭발특성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마이크로 사이즈 마그네슘분진은 입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폭발특성치가 감소하였다.
또한 나노 사이즈 마그네슘분진은 마이크로 사이즈 분진보다 커다란 폭발특성을 보였다. 분진폭발의 화염전파속도를 계산한 결
과, 화염전파속도 또한 최대폭발압력, 최대압력상승속도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그네슘 분진폭발의 폭발강도 위
험성을 분류한 결과,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폭발지수가 커졌다.
핵심용어 : 나노 사이즈 분진, 마이크로 사이즈 분진, 마그네슘, 분진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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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슘 분진운의 최소산소농도, 유동속도, 점화원의 검지, 정전기
재해의 관점에서의 체적고유저항과 표면고유저항에 대한 연

마그네슘은 가벼우며, 전자파 차단성과 방열성이 우수하고,

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마그네슘 분진의 폭발위

강도가 크다는 장점이 있어 야금, 불꽃놀이, 항공 및 화공

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단지 마이크로 사이즈의 범위에서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마그네슘은 연소

만 이루어졌고, 나노 사이즈의 마그네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성과 폭발성을 갖는 물질로서 그 미세 분진은 생산, 저장,

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분진폭발 사고분

운송 및 취급에서 심각한 위험성 또한 공존하고 있으며, 많

석 결과에 의하면, 폭발지점으로부터 비교적 원거리의 작업자

은 폭발사고가 보고되고 있다(NHK New web, 2012;

들에게 화상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피해발생의

RISCARD, 2008). 그 동안 마그네슘 분진의 안전한 취급을

예측과 평가에 화염전파속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위해 최소폭발한계, 최대폭발압력, 폭발압력상승속도 등 폭발

는 나노 사이즈 및 마이크로 사이즈 마그네슘 분진의 폭발특

특성에 미치는 분진농도, 입자크기, 점화에너지, 초기압력, 가

성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분진의

해진 불활성물질의 영향이 연구되어 왔다(Kuai et al., 2011;

연소시간과 화염면의 도달시간을 고려하여 폭발압력으로부터

Li et al., 2009). 또한 Nifuku et al.(2007, 2011)은 마그네

마그네슘 분진폭발시의 화염전파속도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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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그네슘 분진의 폭발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폭발지
수를 계산하여 마그네슘 분진폭발의 폭발강도 위험성을 분류
하였다.

2. 실험개요
2.1 시료준비
마그네슘 분진의 시료는 실험 전에 진공상태에서 50oC로
2시간동안 건조하였으며, 건조 후의 수분함유량은 0.2% 이하
를 나타내었다. 분진 시료의 입도분포는 입도분석기
(Mastersizer 200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7종류의 분진
시료의 평균 입경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마이크로
및 나노 사이즈 마그네슘 분진 입자의 SEM 사진을 Fig. 1

Fig. 2. Schematic diagram of 20 L sphere vessel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마이크로 사이즈의 마그네슘
분진은 대부분 판상을 이루고 있으며, 나노 사이즈의 마그네

력상승속도는 ISO 6184-1 국제표준시험규격(ISO, 1985)에

슘 분진은 마이크로 사이즈 입자에 비해 보다 구형에 가까운

적합한 Siwek 20 L 원형 챔버(Kühner AG)를 사용하여 측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세입자에 발생하기 쉬운 입자간

정하였다(Fig. 2). 테스트 챔버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었

의 응집은 나타나지 않았다.

으며, 폭발 시에 발생하는 열에 의한 용기의 온도상승을 방
지하기 위한 쿨링 재킷이 갖추어져 있다. 마그네슘 분진은

2.2 실험방법
마그네슘 분진의 폭발강도 특성치인 최대폭발압력, 폭발압

시켜 폭발 챔버 내에 분산시킨다. 분산된 마그네슘 분진은
분산개시와 착화까지의 시간인 착화지연시간 60 ms 경과 후

Table 1. Particle size of magnesium powders
Samples

일정 농도의 분진을 분진 컨테이너에 넣고 압축공기를 유입

에 5 kJ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2개의 화학점화기를 사용하여

Particle size

Micro-sized dust (µm)

27.4

51.5

75.2

-

Nano-sized dust (nm)

43.7

61.2

82.1

106.4

착화시켰다.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폭발압력은 시간의
함수로 측정되며, 분진의 농도는 0.05~2 kg·m-3의 범위에서
폭발실험을 실시하였다. 폭발강도특성의 평가는 동일 실험조
건에서 실험을 3회 실시하였으며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3.1 분진농도에 따른 분진의 폭발특성
폭발실험에서 얻어진 나노 사이즈 입자 및 마이크로 사이
즈 입자의 분진폭발 압력파형 예를 Fig. 3(a)와 (b)에 각각
나타내었다. 최대폭발압력 Pmax은 화염이 용기의 벽면에 도달
Fig. 1. SEM pictures of magnesium powders

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며, 최대압력상승속도 (dP/dt)max는 폭발

Fig. 3. Pressure evolutions of nano- and micro-sized magnesium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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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ximum explosion pressure and maximum rete of pressure rise of magnesium powders with different dust concentrations

압력상승곡선의 최대기울기이다. 이러한 최대폭발압력과 최대
압력상승속도는 폭발강도를 표현하는 물리적 특성치로서, 잘

3.2 입자크기에 따른 분진의 폭발특성
Fig. 5 및 Fig. 6에 나노 사이즈 및 마이크로 사이즈 마그

알려진 것처럼 분진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Fig. 3(a)와

네슘 분진의 최대폭발압력 및 최대압력상승속도와, 입자크기

(b)에 나타낸 것과 같이 나노 사이즈 마그네슘 분진과 마이크

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마이크로 스케일 범위에서는 입자크

로 사이즈 분진의 폭발 압력-시간 곡선에는 커다란 차이를

기의 영향이 뚜렷하여 입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폭발압

보이고 있다. 나노 사이즈 분진의 경우는 마이크로 사이즈

력과 압력상승속도가 각각 감소하였다. 최대압력상승속도의

분진의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폭발압력이 크고 압력상승속도

감소는 반응속도론에 영향을 미치는 비표면적이 크게 감소하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분진 입자의 크기가 작은

는 것으로 설명된다(Eckhoff et al., 2012). 입자표면에서의

경우, 표면적이 더 커져 분진의 점화와 연소에 효과적이기

증발과 산소흡수의 효율은 입자면적에 의존하며, 마그네슘 분

때문이다(Li et al., 2011). 또한 그림에서 연소시간 tc는 분

진 입자의 가열속도는 입자직경의 제곱에 반비례한다(Shoshin

진의 연소시간으로서 착화로부터 폭발압력이 최대가 될 때까

et al., 2003). 또한 초기온도부터 점화온도까지의 입자를 가

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동일 분진농도의 경우, 나노 사이즈

열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인 점화지연시간은 입자크기가 감소

분진의 경우는 60.1 ms로서 마이크로 사이즈 분진의 101.6 ms

함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보다 미세한 금속입자의 높은 반

보다 연소시간이 짧다.

응성은 최소점화온도, 최소점화에너지, 활성화에너지도 감소

Fig. 4에 최대폭발압력 및 최대압력상승속도와, 분진농도와

시킨다(Dreizin et al., 1999). 그리고 최대폭발압력값의 감소

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나노 사이즈 분진과 마이크로 사이즈

는 전체 연소과정에서 해방된 열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마그

분진 모두 1.0 kg·m-3 이하의 농도범위에서는 농도가 증가함

네슘 입자를 점화하는데 요구되는 점화강도는 입자크기와 함

에 따라 최대폭발압력과 최대압력상승속도가 증가하였다. 이

께 증가하며(Rai et al., 2006), 더 큰 금속입자는 더 높은

것은 저농도의 분진의 경우, 분진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활성화에너지를 나타내며 반응성이 낮아지게 된다(Li et al.,

된 유효표면적이 마그네슘 분진의 폭발력을 증대시키기 때문

2008). 또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연소반응이 일어나기

이다(Li et al., 2011).

전 단계의 입자의 온도만 상승하는 예열대의 두께가 좁아질

마그네슘 분진이 1.2 kg·m-3 이상의 농도범위에서는 분진농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입자

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노 사이즈 분진과 마이크로 사이즈 분

의 크기가 큰 경우보다 입자의 온도상승이 빨라지고 예열대

진 모두 최대폭발압력과 최대압력상승속도가 감소하였다. 이

로 존재하는 시간이 짧아져 반응대로 더 빨리 변화하기 때문

와 같이 고농도의 분진에서 최대폭발압력과 최대압력상승속

이다. 그리고 예열대의 반응대로의 보다 빠른 변화는 반응성

도가 감소하는 것은 입자의 일부가 완전히 산화되지 않기 때

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폭발강도가 커지게

문이다. 현미경 관찰결과, 저농도 분진범위에서는 연소된 입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입자크기가 작아

자가 생성되었지만, 고농도 분진범위에서는 많은 수의 미연소

지면 반응대의 두께도 좁아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폭발강도가

입자가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Kuai et al., 2011). 또한

커지게 된다. 향후 화염면의 예열대와 반응대의 관측이 가능

고농도 분진 내에서는 산소보다 분진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한 실험을 실시하여, 고속카메라로 화염면을 관찰함으로써 예

많이 존재하여 산소결핍이 발생하며, 비효율적인 열전달에 의

열대와 반응대에 미치는 입자 크기의 영향에 대해서 상세히

해 많은 수의 미연소 입자가 발생하게 된다(Kuai et al.,

고찰하도록 하겠다.

2011). 그리고 고농도의 분진은 분진입자의 분산특성을 감소
시켜 분진연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Li et al., 2011).
입자크기 변화에 따른 마그네슘 분진의 폭발특성

그러나 나노 스케일 범위에서는 입자크기의 영향에 의한
최대폭발압력, 최대압력상승속도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
205

Fig. 5. Maximum explosion pressure of magnesium powders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Fig. 6. Maximum rate of pressure rise of magnesium powders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았다. 이것은 분진입자의 직경이 10 µm 이하의 미세입자의

았다. Fig. 3에서 tc는 분진의 연소시간으로서 착화로부터 폭

경우에는 테스트 챔버 내에서 압축공기에 의해 분산된 분진

발압력이 최대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tw는 분

입자간에 응집이 발생하며, 응집의 규모는 분진운의 형성순간

진의 화염면이 밀폐 용기의 벽면에 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부터 점화까지의 시간인 착화지연시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으로서 화염도달시간을 의미하며, 연소시간과 화염도달시간은

이다(Eckhoff, 2012). 이와 같이 응집에 의해 입자크기가 증

거의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형 폭발용기의 반

가하게 되면 유효한 비표면적을 불규칙적으로 감소시켜 입자

경을 r이라고 하면 분진폭발로 인한 화염전파속도 Vf는 Eq.

크기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Abbasi et al., 2007;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 용기의 반경에 대한 분진화

Eckhoff,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개 크기의 나노 입자

염 전파 시의 화염두께는 고려하지 않았다.

는 착화 전에 거의 동일한 크기의 응집 입자로 형성되어 최
대폭발압력 및 최대압력상승속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1)

Vf = r ⁄ tw

판단된다. 착화 전의 부유 분진에서의 입자간의 응집 여부
및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정량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용기의 반경 r은 용기 체적 V의 3제곱근에 비례하며,
연소가 거의 종료되고 압력이 최대가 되는 시점에서 화염도
달시간 tw는 연소시간 tc와 근사하게 된다. 따라서 Fig. 3에

3.3 화염전파속도의 계산
본 연구의 분진폭발에 사용한 20 L 원형 챔버는 화염전파
의 관측이 곤란하므로, 나노 사이즈 및 마이크로 사이즈의
마그네슘 분진의 폭발시의 화염전파속도를 Silvestrini(2008)
의 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식은 분진의 화염면에는
얇은 두께의 반응대가 존재하며, 난류의 길이는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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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낸 것처럼 최대압력상승속도는 (dP/dt)max = Pmax/tw이
므로 화염도달시간 tw는 Eq.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max
tc ∝ tw = -------------------------( dP ⁄ dt)max

(2)

그러므로 Eq. (1) 및 Eq. (2)로부터 화염전파속도 V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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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magnesium explosivity
Samples

Kst [MPa·ms-1]

27.4 µm

11.37

51.5 µm

9.98

75.2 µm

9.02

43.7 nm

18.15

61.2 nm

17.51

82.1 nm

16.83

106.4 nm

16.58

다. 최대압력상승속도는 각 입자 크기별 최대치인 분진농도
1.2 kg·m-3의 값을 사용하였다. Table 2에 마그네슘 분진의
입자 크기별로 분류한 폭발지수를 나타내었다. 폭발지수는 최
대압력상승속도의 함수이므로 최대압력상승속도와 동일한 경
Fig. 7. Calculation of flame propagation velocity of magnesium powders with different dust concentrations

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폭발지수는 마이크로 사이즈 분진에서
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폭발지수는 커지며 높은 폭발 위
험성을 나타내며, 나노 사이즈 분진에서는 입자크기와 상관없

Eq. (3)과 같이 된다.
Vf = V

1/3

( dP ⁄ dt )max
⋅ ------------------------Pmax

이 거의 동일하다. 또한 분진입자가 나노 사이즈에서 마이크
로 사이즈로 커짐에 따라 폭발지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3)

내고 있다. 이와 같이 폭발지수를 사용한 분류는 입자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발지수의 결과는 분진

Fig. 7은 Eq. (3)을 사용하여 계산한 밀폐용기 내에서의 분

폭발압력의 경감을 위함 폭발방산구의 설계와 자동폭발억제장

진폭발 시의 화염전파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분진폭발에서는

치에 의한 방호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분진이 연소하여 화염으로 발전하고 화염전파를 통하여 압력

수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취급되는 분체의 난류 레벨은 일정

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화염전파속도와 폭발압력은 밀접한

하지 않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

관련이 있다.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마그네슘 분진의 농

므로, 폭발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체의 취급 조건을 고

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노 사이즈 분진입자는 물론이며 마이

려하여 분진폭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크로 사이즈 분진입자의 화염전파속도는 최대폭발압력, 최대
압력상승속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

4. 결

론

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분진입자가 나노 사이즈에서 마이크로
사이즈로 커짐에 따라 화염전파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본 연구에서는 입자크기가 마그네슘 분진의 폭발특성에 미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추정한 화염전파속도는 본 연구와 같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크기를 갖는 나노 사이

이 실험장치의 특성상 화염의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활

즈와 마이크로 사이즈의 마그네슘 분진을 대상으로 20 L 원

용 가능할 수 있지만, 향후 실험치와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형 챔버를 사용하여 분진폭발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료된다.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나노 사이즈 및 마이크로 사이즈 마그네슘 분진의 최대폭
발압력과 최대압력상승속도는 분진의 농도에 의존하였다.

3.4 폭발강도 위험성의 분류
나노 사이즈 마그네슘 분진과 마이크로 사이즈 마그네슘

2) 나노 사이즈 마그네슘 분진은 입자크기의 변화에 따른

분진의 폭발 잠재력은 다음과 같이 최대압력상승속도에 의존

명백한 폭발특성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마이크로 사

하는 폭발지수 Kst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즈 마그네슘 분진은 입자크기의 영향이 뚜렷하여 입자

Kst = ( dP ⁄ dt )max ⋅ V

1/3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폭발특성이 감소하였다. 또한 나
(4)

노 사이즈 마그네슘 분진은 마이크로 사이즈 마그네슘
분진보다 커다란 폭발특성을 보였다.

여기에서 폭발지수는 분진폭발의 폭발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3) 밀폐계 분진폭발의 화염전파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화

서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 및 이론적으로 활용성이 입증되었

염도달시간과 폭발압력을 고려하여 화염전파속도를 계산

다(Hertzberg et al., 1987; Amyotte et al., 1989). 체적이

하였다. 화염전파속도 또한 최대폭발압력, 최대압력상승

20 L 이상의 밀폐용기에서 분진폭발이 발생하며 용기의 중심

속도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부에서 착화가 일어나 화염이 전파하는 경우, 용기 구조가

4) 마그네슘 분진의 폭발강도 위험성을 평가하는 폭발지수

기하학적으로 유사하고 연소속도가 체적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를 분진입자 크기 별로 계산하였으며, 폭발지수는 입자

는 조건에서 폭발지수는 폭발용기의 부피와 관계없이 성립된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자크기 변화에 따른 마그네슘 분진의 폭발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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