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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가연성 분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분체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위험성”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받는 에너지 종（즉 착화원）에 따라 감도와 현상（위력）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와 저장 시, 발생하는  에너지에는 “열”,   

화염 ”,“불꽃 (정전기 방전 포함) ”,“기계적 충격 

및 마찰”등이 있지만 이런 에너지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유상태에 있어서는 분진 폭발성 위험성을 갖는     

분체도 수없이 존재하므로 분체를 취급하는 경우 또는  

미분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성 평가 

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열안정성】 

                 화학물질 제조 프로세스에는 열을 가하는 공정 과정이 많으므로 열안정성 확인은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차주사열량측정법（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등으로 스크리닝  

되며, 필요에 따라 가속속도열량계（ARC：Accelerating Rate Calorimeter）등의 단열열량계를 이용한  

측정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한 측정결과에서 안전한 조업온도 지표와 설비내압설계 기초 데이터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꽃 및 화염】                                                        

불꽃과 화염에 접촉한 경우의 착화용이성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ＢＡＭ착화성 시험이 있습니다.（그림１） 

       퇴적상태에서 불꽃으로 착화하는 물질은 전동공구 

          등 준화기설비와 정전기 방전 등으로도 착화원이 될 가 

         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화염으로  

           쉽게 착화하는 물질은 소방법 위험물 제2류가연성 고체 

수준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에 맞는 취급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림１．ＢＡＭ착화성시험 

기타 착화 후 연소전파성을 평가하는 연소속도시험과                     

인화점측정 등이 있어, 불꽃과 화염에 대한 감도 및   

위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사진１．세륨－철불꽃 착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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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마찰】 

분쇄 건조공정 등에서는 취급 물질에 대해 충격과 마찰이 가해질 

때가 많고, 이런 에너지 인가를 계기로 폭발적인 분해반응을 일으  

키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쇄방법 및 건조방법 선정에는   

충격과 마찰에 대한 감도 및 위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고 그 방법 

으로 낙하해머시험과 마찰감도시험이 있습니다.  낙하해머시험 

에서는 금속원통 사이에 대상 시료를 끼우고, 그 위에 5Kg 철퇴를 

소정의 높이에서 낙하시킨 후, 폭발 유무와 폭흔 유무를  확인합니 

다.  낙하해머시험 및 마찰감도시험은 정성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해당 시험에서 고감도 결과를 얻은 경우, ＭＫⅢ 탄동구포시험을   

통해 정량적인 평가를 추천합니다.                               사진２．PETN（펜트라이트）낙하해머시험                                                                                       

  

 

【분진폭발】 

미분이 발생하는 공정에서는 분진폭발 위험성을 반드시 확인해  

야 합니다.  분진폭발측정 항목은 하한계농도,  최소점화에너지, 

한계산소농도, 폭발압력・압력상승속도시험이 있습니다. 

우선 하한계 농도측정부터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시험  

을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그림２ 참조） 

각 시험에서 얻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취급 시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의 예로 Nitrogen seal, 정전기 대책, 압력 방산구  

설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분체 정전기 방전으로 인한 점화 및 폭발 위험성을 확인하    

는 방법중 하나로써 정전기 특성 평가가 있습니다. 분체의 체적고 

유저항과 대전 전하량을 측정해서 정전기대책의 지표가 되는 수치    

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２．분진폭발 평가 순서（예 

【필요 시료량】 

분류 시험항목 필요시료량（표준） 필요시료량（최소） 

스크리닝 

시험 

SC-DSC ２ ｇ １００ ｍｇ 

TG-DTA ２ ｇ ２００ ｍｇ 

BAM 착화성(세륨-철불꽃) ２０ ｍｌ １０ ｍｌ 

BAM 착화성(소가스염) ２０ ｍｌ １０ ｍｌ 

낙하해머시험 ２ ｇ １００ ｍｇ 

마찰감도 ２ ｇ １００ ｍｇ 

표준시험 ARC ２０ ｇ ７ ｇ 

연소속도 ２００ ｍｌ ２００ ｍｌ 

MKⅢ탄동구포 １５０ ｇ ５０ ｇ 

[키워드]  분체물성 분체위험성 분진폭발  

 

※이 검사는 주식회사 스미카분석센터 (https://www.scas.co.jp/en/)에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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