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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Cyclotrimethylene trinitramine (RDX)은 대표적인 니트라민 계열 고폭 화약으로 충격, 마찰, 열, 정전기 등 비의도적인 
자극에 대한 둔감화를 위해 서브마이크론 크기 RDX 입자 제조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rowning-out 결정화
에 의한 서브마이크론 RDX 입자 제조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RDX 농도, 반용매 온도, 반용매 질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반응 표면 분석법의 일종인 중심합성회전설계에 의한 실험 계획이 수립되었다. 도출된 회귀 모델의 수
정 결정계수(adjusted determination coefficient, adj. R2)는 0.9984이며 p 값은 0.01 이하로 유의했다. 회귀 분석에 의해
독립 변수간 자기상관성은 없으며 교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중심합성회전설계에 의한 최적화로부터 도출된 최소 
평균 입경의 RDX 입자 제조 조건은 RDX 농도 3 wt%, 반용매 온도 0.2 ℃, 반용매 질량 266 g이었다. 회귀 모델에서 
예측된 RDX 입자의 평균 입경은 0.53 µm이며 실제 제조된 RDX 입자의 평균 입경도 0.53 µm이었다. X선 회절 분석과 
FT-IR 분석으로부터 RDX 입자의 결정형은 α형이었다.

Abstract
Cyclotrimethylene trinitramine (RDX) is a high explosive commonly used for military applications. Submicronization of RDX 
particles has been a critical issue in order to alleviate the unintended and accidental stimuli toward safer and more powerful 
perform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ptimize experimental variables for drowning-out crystallization applied to pro-
duce submicron RDX particles. Effects of RDX concentration, anti-solvent temperature and anti-solvent mass were analyzed 
by the central composite rotatable design. The adjusted determination coefficient of regression model was calculated to be 
0.9984 having the p-value less than 0.01. Response surface plots based on the central composite rotatable design determined 
the optimum conditions such as RDX concentration of 3 wt%, anti-solvent temperature of 0.2 ℃ and anti-solvent mass of 
266 g. The optimum and experimental diameters of RDX particles were measured to be 0.53 µm and 0.53 µm, respectively. 
The regression model satisfactorily predicts the average diameter of RDX particles prepared by drowning-out crystallization. 
Structure of RDX crystals was found to be α-form by X-ray diffraction analysis and FT-IR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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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일반적으로 에너지 조성물(energetic formulation)의 성분은 고폭 화

약(또는 산화제), 고분자 결합제, 연료, 첨가제이다. 에너지 조성물의 

비의도성 충격에 대한 둔감도(insensitivity)는 조성물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고폭 화약 또는 산화제의 물리화학적 특성(oxygen balance,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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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경, 입도 분포, 형상)과 조성물 배합비(고분자 결합제 종류, 배합 비

율, 첨가제 종류와 함량)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에너지 조성물의 

둔감도는 개별 고폭 화약(또는 산화제) 입자의 외부 특성(입도 분포, 

형상, 평균 입경, 결정형)과 내부 특성(내포물, 결함 형태, 결함 농도와 

크기)을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1]. Cyclotrimethylene 

trinitramine (RDX), Cyclotetramethylene tetranitramine (HMX), Hexani-

trohexaazaisowurtzitane (HNIW)를 비롯한 nitramine 계열 고폭 화약의 

경우 내포물의 함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서브마이크론 크기로 제조하

거나 표면 거칠기를 제어함으로써 둔감화(desensitization)가 가능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2-5].

현재까지 서브마이크론 크기의 RDX 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

로 다양한 기술이 알려져 있다[6-11]. 그러나 정전기와 분산 매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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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Symbol
Coded factor levels

-1.682 -1 0 +1 +1.682

RDX concentration (wt %) X1 1.2 4 8 12 14.728

Anti-solvent temperature (℃) X2 0.18 7 17 27 33.82

Anti-solvent mass (g) X3 31.8 100 200 300 368.2

Table 1. Coded Levels of Independent Variables for Optimization of Drowning-out Crystallization for RDX Particles

증발에 의한 기폭, 입자 간 응결이나 응집, mg/h 정도의 낮은 생산량

으로 기존 기술들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비교적 단순한 혼합에 의해 서브마이크론 크기 입자를 제조할 수 

있는 drowning-out 결정화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2].

Figure 1은 여러 문헌에서 보고된 RDX 입자의 평균 입경에 따른 

충격 민감도(impact sensitivity, H50)를 나타낸 것이며, RDX 입자의 충

격 민감도는 ERL Type 12 또는 중국 문헌의 경우 HGZ-1 drop ham-

mer로 측정된 것이다[2-3,8-9,13-14]. 그림에서 RDX 입자의 평균 입

경이 약 1 µm 이하일 경우 대체적으로 충격 민감도는 최대값을 보이

고 있으며 이 부근에서 RDX 입자는 가장 둔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 입경이 약 1 µm 정도인 RDX 입자를 

drowning-out 결정화에 의해 제조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반응표면분

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이하 RSM)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RSM은 실험계획법의 하나로 독립변수가 상호 또는 개별 작용으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응표면상의 극대, 극소 혹은 안장

점(saddle point)으로부터 최적 공정 조건을 찾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대표적으로 중심합성회전설계법(central composite rotatable design, 이

하 CCRD), Box-Behnken법이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중심합성회전

설계법으로 drowning-out 결정화에서 평균 입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독립 변수로부터 최적 서브마이크론 RDX 입자의 제조 조건을 탐

색하였으며 평균 입경의 예측을 위한 다중 회귀 모델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적 조건에서 제조된 RDX 입자의 평균 입경과 회귀 모델에서 

예측된 것과 비교 평가가 실시되었다. 

2. 실    험

2.1. RDX 입자 제조

RDX (> 99.0%)는 (주)한화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재결정화에 의한 

서브마이크론 크기 RDX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 RDX의 용매로 

N,N-dimethylacetamide (이하 DMA, >99%, Daejung Chemicals & 

Metals, Co.)와 반용매로 H2O (double distilled water, WD-2008F, 

Daihan Labtech)를 사용하였다[16]. FT-IR 등급 KBr (> 99%)은 

Sigma-Aldrich사에서 구매되었다.

Drowning-out에 의한 RDX 입자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정량

의 RDX와 DMA를 용량 100 cm3인 Pyrex 재질의 이중 자켓 결정화기

에 넣은 후 마그네틱 바로 200 rpm에서 10 min간 교반하여 RDX 용액

을 제조한다. 이중 자켓 결정화기의 RDX 용액은 항온조(Julabo F25, 

Julabo GmbH)에 의해 80 ℃로 유지된다. 반용매 H2O는 마그네틱 바

로 교반(600 rpm)되며, 온도는 순환 매질로 ethanol을 이용한 항온조

(Model 9710, Polyscience)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첨가제인 

poly(vinylpyrrolidone-co-vinylacetate)(copolymer 7 : 3, 50% in ethanol, 

TCI, 이하 PVP-co-PVA)는 반용매에 첨가되며 용매와 반용매 혼합 용

액에 대한 첨가제 농도는 4 wt%로 고정된다[16].

RDX 용액은 반용매에 일시에 주입되었다. 석출된 RDX 입자는 hy-

drophilic PTFE 재질의 여과지(H010A047A, Advantec MFS Inc.)로 회

수된 후 H2O로 3회 세척 후 상온에서 24 h 건조된다. Drowning-out 

결정화에서 얻어진 RDX 입자는 cyclohexane을 분산매질로 이용하여 

30 min간 초음파기(VC505, Sonics & Materials, USA)로 충분히 분산

시킨 후 회수된다. 

RDX 입자의 형상과 입도는 주사전자현미경(JSM-6010LA, Japan) 

이미지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RDX 입자의 평균 입경은 Image-Pro 

Plus 5.0 (Media Cybernetics, USA) 프로그램으로 약 300개의 입자에 

대해 측정된 값으로부터 계산되었다. Drowning-out 결정화에 의해 제

조된 RDX 입자와 고분자 첨가제인 PVP-co-PVA에 대한 푸리에 변환 

적외선 스펙트럼(FT-IR)은 파수 범위 650 cm-1 - 4000 cm-1에서 적외

선 분광기(Nicolet Avatar 330, USA)로 측정되었다. 시료는 KBr과 1 

: 10 비율로 마노 유발(agate mortar)에서 혼합된 후 펠렛(pellet)으로 

제조된다. 액상인 PVP-co-PVA는 슬라이드 글라스(Paul Marienfeld 

GmbH, Germany)에서 필름상으로 건조된 후 분석되었다. 실온에서 

첨가제 사용 유무에 따라 제조된 RDX 입자와 한화에서 제공된 RDX 

입자의 X선 회절 곡선은 X선 회절기(Miniflex, Japan)로 얻어진다. X

선원은 Cu Kα (λ = 1.5418 Å)로 Ni 필터가 이용되며, 회절 각도는 

2θ = 10° - 50°이며 주사 속도(scanning rate)는 2.0 °/min이다.

2.2.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RDX에 대한 drowning-out 결정화에서 RDX 입자의 

평균 입경에 미치는 독립 변수를 이용한 회귀 모델식을 도출하고자 

CCRD법이 수행되었다. RDX 농도, 반용매 온도, 반용매 질량이 독립

변수로 설정되었다. 독립변수의 개수가 3이므로 8개의 요인 실험점

(factorial design points), 6개의 중심점(center points), 6개의 축점(axial 

points)을 포함하는 20개의 실험이 계획되었다. 다음 변환식에 의해 

독립변수(Xi)는 (-α, -1, 0, +1, +α)로 부호화되었다[15,17].

)3,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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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i는 독립변수의 부호화된 값, ΔXi는 독립변수(Xi)의 단계 

변화값, X0는 실험범위의 중앙값이다. 독립변수(Xi)는 RDX 농도(X1), 

반용매 온도(X2), 반용매 질량(X3)이고 이들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

용을 고려하여 RDX 입자의 평균 입경이 최소가 되기 위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심합성회전설계법의 축점인 α값은 독립

변수의 개수에 의해 1.682가 된다. RDX 입자의 평균 입경에 대한 최

적화를 위해 중심합성회전설계법을 이용한 독립 변수와 부호화된 요

인 수준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3개의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Y)는 RDX 입자의 평균 

입경이며 이에 대한 반응 표면(response surface)는 식 (2)로 제시되는 

2차 회귀 모델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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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Independent variable (x) Dependent variable (Y)

RDX concentration (x1) Anti-solvent temperature (x2) Anti-solvent mass (x3) Average diameter (µm), experimental

x1 x2 x3 Y

1 -1 -1 -1 1.09

2 1 -1 -1 1.29

3 -1 1 -1 2.00

4 1 1 -1 2.28

5 -1 -1 1 0.62

6 1 -1 1 1.13

7 -1 1 1 0.98

8 1 1 1 1.64

9 -1.682 0 0 1.06

10 1.682 0 0 1.75

11 0 -1.682 0 0.67

12 0 1.682 0 1.81

13 0 0 -1.682 2.04

14 0 0 1.682 1.04

15 0 0 0 1.15

16 0 0 0 1.12

17 0 0 0 1.11

18 0 0 0 1.15

19 0 0 0 1.15

20 0 0 0 1.12

Table 2. Levels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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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는 종속변수, β0는 절편, βi는 1차 선형회귀계수, βii는 

2차 선형회귀계수, βij는 교호 작용에 의한 선형회귀계수이며, xi, xj는 

Xi, Xj의 부호화된 독립변수, ei는 오차이다[15]. 부호화된 독립변수인 

RDX 농도, 반용매 온도, 반용매 질량의 최적화는 Minitab software 17 

(Minitab Inc. USA)로 수행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회귀 모델 전개

Table 2는 각각의 부호화된 독립변수에 따른 실험에서 제조된 RDX 

입자의 평균 입경(Y)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은 잠복 변수 효과를 확률

적으로 동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 무작위로 수행되었다. Drowning- 

out 결정화에 의해 제조된 RDX 입자의 평균 입경은 0.62~2.28 µm 범

위였다.

식 (3)은 RDX 농도(x1), 반용매 온도(x2), 반용매 질량(x3)에 따른 종

속 변수(Y)인 평균 입경을 예측하기 위한 선형 회귀모델이다. 

321 29.034.021.013.1)( xxxmd avg  (3)

선형 모델의 회귀 곡선의 수정 결정계수(adjusted determination co-

efficient, 이하 adjusted R2)는 0.8295이었고, 식 (3)에서 각 항의 추정

된 p 값은 0.01 이하로 유의 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적합성 결여 검증(Lack-of-fit test)에서 F값은 146.50이며 Pr>F 값

은 0.000으로 유의 수준 1% 이내에서 회귀 모델은 평균 입경 예측에 

부적합하였다. 식 (4)는 평균 입경을 예측하기 위한 제곱(square) 회귀

모델이며 회귀 곡선의 수정 결정계수(adjusted R2)는 0.8646이다. p 값

은 0.01 이하로서 유의 수준 1% 이내에서 제곱 항(square term)과 선

형 항(linear term)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적합성 결여 검증

(Lack-of-fit test)에서 F 값은 129.78이며 Pr > F 값은 0.000으로 유의 

수준 1% 이내에서 회귀 모델은 평균 입경 예측에 부적합하였다.

)( md avg 

323121321 13.0086.0029.029.034.021.031.1 xxxxxxxxx   (4)

식 (5)는 평균 입경을 예측하기 위한 교호 작용(cross interaction) 회

귀모델 이며 회귀 곡선의 수정 결정계수(adj. R2)는 0.9232이다. 식 (5)

에 의해 추정된 p값은 x1, x2 항을 제외하고 0.01 이하로서 유의 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적합성 결여 검증

(Lack-of-fit test)에서 F값은 129.78이며 Pr > F 값은 0.000으로 유의 

수준 1% 이내에서 회귀 모델은 평균 입경 예측에 부적합하였다.

)( md avg 

2

3

2

2

2

1321 14.0031.0089.029.034.021.031.1 xxxxxx  (5)

식 (6)은 RDX 농도(x1), 반용매 온도(x2), 반용매 질량(x3)에 따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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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β0 1.13 111.45 0.000

Linear

β1 0.21 30.47 0.000 1.00

β2 0.34 50.82 0.000 1.00

β3 -0.29 -43.07 0.000 1.00

Square

β11 0.089 13.58 0.000 1.02

β22 0.031 4.71 0.001 1.02

β33 0.14 20.84 0.000 1.02

Interaction

β12 0.029 3.26 0.009 1.00

β13 0.086 9.78 0.000 1.00

β23 -0.13 -14.59 0.000 1.00

Table 3. Significance of Regression Coefficients of Polynomial Model for Average Diameter

Source DF Adjusted sum of squares Adjusted mean square F-value p-value

Regression 9 3.89637 0.43293 695.13 0.000**

Linear 3 3.34220 1.11407 1788.79 0.000**

Square 3 0.35543 0.11848 190.23 0.000**

Interaction 3 0.19874 0.06625 106.37 0.000**

Residual error 10 0.00623 0.00062 - -

Lack-of-fit 5 0.00449 0.00090 2.59 0.160**

Pure error 5 0.00173 0.00035 - -

Total 19 3.90260 - - -

Table 4. ANOVA Results

Figure 2. Predicted versus measured average diameters of RDX 
particles.

속 변수(Y)인 평균 입경을 예측하기 위한 2차(quadratic) 회귀모델이

며 수정 결정계수(adj. R2)는 0.9984이다. 

323121

2

3

2

2

2

1321

13.0086.0029.0

14.0031.0089.029.034.021.013.1)(

xxxxxx

xxxxxxmd avg





 

(6)

Table 3은 추정된 식 (6)의 매개변수(parameter)와 p 값을 나타낸 것

이다. p 값은 0.01 이하로서 유의 수준 1% 이내에서 선형, 제곱, 교호 

작용에 대한 매개변수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Table 4는 식 

(6)으로 표현되는 2차 회귀 모델에 대한 분산분석표(analysis of var-

iance)이다. RDX 입자의 평균 입경에 대한 회귀 곡선에서 선형 회귀

(linear), 제곱 항 회귀(square), 교호 작용 항 회귀(cross interaction)의 

기여도에 대한 검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적합성 결여 검증

(Lack-of-fit test)에 대한 유의확률 Pr > F의 값이 0.16으로 0.05보다 

큰 값이 얻어졌다. 그러므로 회귀 모델은 순수 오차(pure error)가 아

닌 독립 변수의 변동에 따른 RDX 입자의 평균 입경 변동을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다.

독립 변수의 수가 많아질수록 평균 입경의 예측력은 높아지지만 발

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독립 변수간의 자기상관성이다. 독립 변수간

의 자기상관성이 높을 경우 공선성(collinearity)이 나타날 수 있다. 

Table 4에서 각각의 독립 변수에 대한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에 가까운 값이다. 그러므로 독립 변수간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18]. Figure 2는 식 (6)로 표현되는 회귀모델에서 

예측되는 RDX 입자의 평균 입경과 실험에서 얻어지는 값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준 오차(standard error)는 0.025로 식 (6)은 대략 3% 

이내로서 적절하게 RDX 입자의 평균 입경을 예측하였다.

식 (6)에서 제시된 평균 입경 예측 회귀 모델의 통계적 유의성과 적

합성 결여 검증을 제외하고 2차 회귀 모델에 대한 적합성은 잔차 분

석(residual analysis)을 통해 확인된다. 잔차(residual)는 회귀모델의 예

측값과 실제 실험에서 얻어진 관측값의 차로 정의되며 회귀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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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ormal % probability versus Externally Studentized 
residuals for average diameters of RDX particles.

Figure 4. Externally Studentized residual versus predicted average 
diameters of RDX particles.

오차에 대한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독립성

(independency)의 검토를 위해 계산된다[15,19]. Figure 3는 외적 스튜

던트화 잔차(Externally Studentized residual)에 따른 정규 확률 분포

(normal probability)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3에서 알 수 있듯이 외적 

스튜던트화 잔차(Externally Studentized residual)가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보이므로 회귀 모델의 정규성(normality)이 확인되었다. 

Figure 4는 회귀 모델에서 예측된 값에 대한 외적 스튜던트화 잔차

(Externally Studentized residual)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잔차가 음

수일 경우 예측값이 관측값에 비해 큰 것이고 잔차가 양수일 경우 예

측값은 관측값에 비해 작다. 그림에서 외적 스튜던트화 잔차는 0을 기

준으로 수평 띠 형태로 무작위 분포되어 있다. 외적 스튜던트화 잔차

들이 주기성 구조(cyclic structure), 일부 축으로 치우침(skewness)을 

보이지 않으므로 회귀 모델의 등분산성(homoscedasticity)과 독립성

(independency)이 확인되었다. 예측값에 대한 외적 스튜던트화 잔차가 

t-분포 곡선에서 자유도 19, 유의 수준 0.5%의 한계점인 2.861 이내에 

분포되었고 극단적인 이상치(outlier)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반응 표면 분석에 의한 최적화

Figure 5는 RDX 농도, 반용매 온도, 반용매 질량에 따른 RDX 입자

의 평균 입경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반응표면 분석도(response surface 

plot)이다. 반응표면분석은 독립 변수의 요인 수준이 0인 시점에서 수

행되었다. Figure 5(a)는 반용매 질량이 200 g으로 고정되었을 때 반용

매 온도와 RDX 농도에 따른 RDX 입자의 평균 입경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반용매 온도와 RDX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RDX 입자의 평균 

입경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RDX 입자 석출에 공급되는 용질

의 양 증가와 아울러 과포화도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b)는 반용매 온도가 17 ℃로 고정되었을 때 반용매 질량과 RDX 농

(a)

(b)

(c)

Figure 5. Response surface plots for average diameters of RDX particles 
(Y) as a function of (a) RDX concentration (x1) and anti-solvent 
temperature (x2), (b) RDX concentration (x1) and anti-solvent mass (x3), 
(c) anti-solvent temperature (x2) and anti-solvent mass (x3). 

Figure 6. Optimal values of three independent variables for average 
diameter of RDX particles.

도에 따른 RDX 입자의 평균 입경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반용매 질량

이 감소되고 RDX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RDX 입자의 평균 입경은 증

가하였다. 이는 반용매 질량이 감소됨에 따라 RDX 입자의 급속한 석

출을 위한 과포화도가 낮아지고, RDX 농도가 증가함에 나타난 현상

으로 보인다. Figure 5(c)는 RDX 농도가 8 wt%로 고정되었을 때 반용

매 온도와 반용매 질량에 따른 RDX 입자의 평균 입경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반용매 온도가 낮아지고 반용매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RDX 

입자의 석출에 요구되는 과포화도가 증가되어 RDX 입자의 평균 입경

은 작아졌다. Figure 6은 RDX 농도(x1), 반용매 온도(x2), 반용매 질량

(x3)의 수준 변화에 따른 종속 변수(Y)인 RDX 입자의 평균 입경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된 최적화 결과이다. 독립변수의 가중치는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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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7. SEM microphotograph and size distribution of RDX particles 
prepared at optimum condition.

Figure 8. FT-IR spectra of RDX and PVP-co-PVA : (a) RDX 
particles, (b) as-received RDX, (c) PVP-co-PVA.

Figure 9. XRD curves of RDX particles : (a) JCPDS PDF No. 46-1606 
[22-23], (b) as-received RDX particles, (c) as-prepared RDX particles 
with PVP-co-PVA, (d) as-prepared RDX particles without PVP-co-PVA.

설정되었으며, 인자 수준은 -α에서 +α사이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최적 조건은 RDX 농도가 3 wt%, 반용매 온도는 0.2 ℃, 반용매 

질량은 266 g으로 예측되고, 예측된 RDX 입자의 평균 입경은 0.53 

µm이다. 예측에 대한 신뢰구간은 95%의 확률로 [0.46, 0.60]이고, 예

측구간은 95%의 확률로 [0.44, 0.61]이다. Figure 7은 통계 분석으로 

도출된 최적 조건에서 제조된 RDX 입자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과 입

도 분포이다. RDX 입자의 평균 입경은 0.53 µm이며 형상은 구형에 

가까웠다. 이는 예측값과 일치하며 식(6)으로 표현되는 회귀 모델식이 

적합하게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Figure 8은 본 연구에서 이용된 원

료 RDX (a)와 결정화에 의해 제조된 서브마이크론 RDX 입자(b), 

PVP-co-PVA (c)의 푸리에 변환 적외선 스펙트럼(FT-IR)이다. 1200 

cm-1과 1600 cm-1 사이에서 N-N 신축 및 고리 진동에 해당되는 1217 

cm-1와 1233 cm-1, NO2 대칭 신축 진동(symmetric stretching) 피크인 

1267, 1310 cm-1, CH2 골격 진동(skeletal vibration)인 1351, 1388, 

1423, 1432, 1457 cm-1, NO2 비대칭 신축 진동(asymmetric stretching) 

피크인 1531, 1575, 1593 cm-1가 관측되었다. RDX와 달리 PVP-co-PVA

는 1258 cm-1에서 관측되는 C-N 신축진동과 pyrrolidone의 아미드

(amide)기에서 C=O, vinyl acetate의 아세테이트(acetate)기에서 유래된 

C=O의 신축 진동에 해당되는 1660 cm-1와 1731 cm-1가 관측되었다[20]. 

그림으로부터 RDX 입자에서 PVP-co-PVA는 검출되지 않았다. Figure 

8에서 알 수 있듯이 푸리에 변환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특징적인 부분

은 1233, 1351 cm-1에서 관찰되는 피크이다. Karpowicz 등에 의하면 

이들 피크는 RDX의 여러 결정형 중 α형에서 관찰된다. PVP-co-PVA

의 첨가에 의해 RDX 입자의 결정형 전이는 관측되지 않았다[21]. 

Figure 9는 한화에서 제공된 RDX와 PVP-co-PVA 첨가에 따라 제조된 

RDX 입자의 X선 회절 곡선이다. 첨가제의 이용과 무관하게 RDX 입

자는 한화 RDX 입자의 회절 피크와 일치하였으며 α형 RDX의 특성 

피크인 2θ = 13.1 (111면), 13.4 (200면), 16.5 (002면), 17.4 (021면), 

17.9 (102면), 20.4 (220면), 22.0 (221면), 25.4 (131면), 30.4 (322면), 

31.1 (420면)이 확인되었다[22-2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조되는 

RDX 입자의 결정형은 사방정계인 α형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반응표면분석법의 일종인 중심합성회전설계(central com-

posite rotatable design)를 통해 drowning-out 결정화로부터 최소 평균 

입경을 가진 RDX 입자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 탐색에 관한 것이다. 

RDX 입자의 평균 입경 제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RDX 농도, 반용매 온도, 반용매 질량이 설정되었다. RDX 입자의 평

균 입경을 예측하기 위해 독립 변수의 선형 항, 제곱 항, 교호 작용 

항으로 구성된 2차 회귀 모델(quadratic model)이 설정되었으며 수정 

결정 계수(adjusted R2)는 0.9984이었다. 모든 매개변수는 유의 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준 오차로부터 회귀 모델은 약 3% 

이내로 RDX 입자의 평균 입경을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다. 적합성 결

여 검증(Lack-of-fit test)에서 유의 확률은 0.16으로 0.05보다 컸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2차 회귀 모델이 독립 변수에 따른 RDX 입

자의 평균 입경을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산팽창인자

(VIF)에 의해 독립 변수간의 자기상관성은 없으며 교호 작용이 확인

되었다. 반응 표면 분석법의 일종인 중심합성계획법에 의해 최소 평

균 입경을 갖는 RDX 입자의 최적 제조 조건은 RDX 농도가 3 wt%, 

반용매 온도는 0.2 ℃, 반용매 질량은 266 g이었다. Drowning-out 결

정화에 의해 제조된 RDX 입자의 결정형은 α형이며 평균 입경은 

0.53 µm로서 회귀 모델에서 예측된 값과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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