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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결정화/응집(crystallization by drowning-out/agglomeration, D/A) 기법으로 구형 DADNE/AP 에너지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DADNE 입자와 AP 입자의 응집은 가교액 주입량, 교반 속도, 체류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합체의
입도는 가교액의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교반 속도는 빠를수록, 체류 시간은 길수록 복합체의
입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열중량 분석 결과 DADNE의 첨가는 AP의 저온 분해(Low temperature decomposition, LTD) 영역을 활성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순수한 AP는 LTD에서 약 30 wt% 정도 분해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DADNE가 물리적인 혼합에 의해 제조된 복합체의 경우 AP의 70 wt%가 분해되었고, D/A 기법으로 제조된 복합
체의 경우 AP의 LTD 분해가 90 wt%까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Spherical DADNE/AP (1,1-diamino-2,2-dinitroethylen/ammonium perchlorate) energetic composites were produced by drowning-out/agglomeration (D/A). The agglomeration of DADNE with AP particles was found to be affected by the amount of
the bridging liquid, stirring velocity and residence time. The composites appeared to grow dramatically with the amount of
bridging liquid which triggers agglomeration. As the stirring velocity and the residence time increased, the size of composites
increased and then tended to decrease.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showed that the addition of DADNE activates the low
temperature decomposition (LTD) of AP. For the neat AP, the only about 30 wt% of AP was found to decompose at the
LTD.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70 wt% of AP decomposed when DADNE was added by physical mixing and
90 wt% of AP decomposed when the DADNE/AP composites were prepared by the D/A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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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제의 layer-by-layer 형태로의 연소를 유도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
다[1]. 최근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 입자와 AP 입자 간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여 열 및 물질 전달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코어/쉘 구조로
제조된 복합체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2,3] 금속/금속 산화물 나노입자
또는 에너지 물질을 첨가하여 AP의 연소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 또
한 활발하다[4,5].
추진 조성물의 미립화는 입자 간 접촉 면적의 확장과 함께 상기 성
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다. 일반적으로 추진제의
미립화 공정은 마찰에 의한 기폭 및 연소를 유발할 수 있는 볼밀이나
연삭기보다 안전한 재결정화가 선호된다. 특히 drowning-out 재결정
화 공정은 높은 과포화도를 이용해 다량의 핵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미립자 제조에 매우 유용하다. 1,3,5-trinitroperhydro-1,3,5-triazine
(RDX)과 1,3,5,7-tetranitro-1,3,5,7-tetrazocane (HMX) 등 에너지 물질
의 첨가는 입자의 미립화와 함께 추진제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론

과염소산 암모늄(ammonium perchlorate, AP)은 고체 추진제의 주요
산화제로 고체 연료 및 고분자 바인더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
어 사용되며 액체 연료에 비해 장기 저장성과 취급 안전성이 매우 뛰
어나나 비추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행시간이 대체로 짧다. 또한 점
화가 시작되면 연소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력의 제어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레인 구조의 변형 및 고체
연료와 산화제 입자 간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복합체로 만들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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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1.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a) a
crystallizer, (b) a mechanical stirrer, (c) a stirrer, (d) a thermostat, (e)
a thermocouple, and (f) a feeding pump.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그중에서도 둔감 화약으로 알려져 있는
1,1-diamino-2,2-dinitroethylene (DADNE)의 첨가는 외부 충격에 의한
추진제의 민감도를 낮춰줄 뿐 아니라 기존 RDX, HMX에 비해서도
분해 온도와 밀도, 열안정성 및 충격 감도와 마찰 감도 등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인다[8]. 특히 DADNE를 첨가한 추진제의 경우 낮은 연소
개시 온도와 다량의 저분자 기체 발생으로 추진제의 성능 향상을 기
대할 수 있다. 그리고 CO2와 H2O 연소 생성물의 감소로 적외선에 의
한 외부로부터의 발사체 은닉을 꾀할 수 있으며 HCl 생성물의 감소는
환경 친화적인 추진제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9]. 현대의 고체 추
진제는 추력뿐 아니라 둔감화, 은밀성, 무연 등 다양한 성능을 요구하
므로 DADNE/AP 복합체 제조 및 성능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그 어
느 때보다 크다[10-12].
본 연구에서는 추진제 조성물인 DADNE와 AP 입자의 물리적 간극
을 최소로 하는 동시에 구형의 복합체 제조가 가능한 재결정화/응집
(Drowning-out/Agglomeration, D/A)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13,14].
재결정화/응집 기법에서 입도 분포는 주로 가교액(bridging liquid)의
주입량과 교반 속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은
매트릭스형 코어/쉘 구조를 가진 구형의 DADNE/AP 에너지 복합체
제조를 위한 실험 조건을 제시하고 가교액 주입량, 교반 속도, 체류
시간 및 가교액 주입 방법이 복합체의 입도 및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열중량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을 이용하
여 물리적 혼합에 의한 DADNE/AP 복합체와 재결정화/응집 기법으로
제조된 DADNE/AP 복합체의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하여 복합체의 열
적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전자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해 복합체의 형상을 관찰하였다.

2. 실

(b)

Figure 2. (a)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DADNE/AP
mixtures. (b) A correlation of wt% known vs. wt% measured for the
DADNE/AP mixtures.
2.2. 실험 장치

Figure 1은 실험에서 사용된 장치에 관한 개략도이다. 500 mL 결정
화기는 pyrex 재질의 더블 재킷으로 외경 118 mm, 내경 83 mm이고,
직경 75 mm, 2 blade overhead stirrers (MS3060D)로 교반된다. 결정
화기 내부 온도는 항온조(PolyScience, AD078-20-A11B)를 이용해 제
어하였으며 k-type의 thermometer (TC-400)으로 측정하였다. 가교액은
펌프(REGLO ICC, USA)를 이용하여 주입하였다. 제조된 복합체는 60
℃로 유지되는 오븐(Fisher scientific isotemp. 282A)에서 24 h 동안 건
조되었다.
2.3. 실험 방법

DADNE 0.5 g과 AP 4 g을 NMP 20 g에 녹인 용액을 20 ℃ DCM
500 g에 일시 주입하여 DADNE와 AP를 재결정화 시킨다. DADNE와
AP 입자 간 응집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산매인 DCM 용액에 용해되지
않는 가교액(증류수)을 0.2 mL/min로 주입한다. 본 실험의 주 공정 변
수는 가교액 주입량, 교반 속도, 체류 시간 및 가교액 주입 방법이다.

험
3. 분

석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는 ZhuJindu Electrochemistry (China)에서 구입한 AP와
(주)한화에서 제공받은 DADNE를 별도의 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
였다. Drowning-out 재결정화에 사용되는 용매인 N-methyl-2-pyrrolidonne (NMP, >99%)과 반용매인 dichloromethane (DCM, 99.5%)은 모
두 대정화금사의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응집을 유도하기 위한 가교액
으로 2차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3.1. X-선 회절분석

본 실험에서는 X-선 회절분석기(MiniFlex, Rigaku, Japan)를 사용하
여 복합체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X-선원은
CuKα 튜브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범위는 10~50°, step-size는 0.01°,
scanning rate은 1.0 °/min 조건 하에서 분석되었다. i 성분의 중량 분
률은 2성분계에서의 회절강도에 의해 다음 관계식으로 검량화하였다.
Appl. Chem. Eng., Vol. 27, No.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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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rphology of the DADNE/AP composites by the D/A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bridging liquid : (a) 2, (b) 3, (c) 4, and (d) 5 g.
 
  
   

(1)

여기서, xi는 i 성분의 중량분률, Ii와 Ij는 각각 i 성분과 j 성분의 회
절강도, Ii,r와 Ij,r는 각각 i 성분과 j 성분의 표준 회절강도이다. 본 연구
에서는 DADNE와 AP의 질량비에 따른 X-선 회절분석 결과(Figure
2a)로부터 DADNE와 AP 시료의 X-선 회절 피크 중 서로 중첩되지 않
는 27.9°와 19.4°에서의 피크를 각각 Ii와 Ij로 선정하고, 순수한
DADNE와 AP 시료의 표준 강도를 각각 Ii,r와 Ij,r로 하여. Figure 2b와
같은 검량선을 얻었다. 이 검량선으로부터 본 실험 조건에서 제조된
복합체의 DADNE의 질량비율은 10.4 wt%임을 알 수 있었다.
3.2. 열중량분석

원재료의 AP와 DADNE 그리고 DADNE/AP 두 물질을 물리적으로
혼합하거나 재결정화/응집 기법으로 제조한 시료들에 대한 TGA(TA
Instrument, Q600) 분석을 가열 속도 5, 10, 20, 30 ℃/min으로 100 ℃
에서 500 ℃까지 질소 분위기에서 실시하였다. 활성화 에너지는 등전
환법(isoconversional method)으로 계산되었다. 일정한 가열속도에서
의 TG 곡선으로부터 다음의 전환율 α를 구할 수 있다[15].
  
 
  

(2)

여기서 m0와 mf는 고체 시료의 초기 질량과 최종 질량이며 mt는 임
의의 시간 t (또는 온도 T)에서의 질량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전환율 변화량(dα/dt)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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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k(T)는 반응속도 상수, A는 전지수인자, Ea는 활성화 에너
지, R은 기체상수, T는 절대 온도 그리고 ƒ(α)는 고체반응 모델을 나
타낸다. 식 (3)은 비등온 조건에서 다음 식 (4)와 같이 변형되며, 식
(4)를 적분 형태로 표현하면 식 (5)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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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α)는 적분형태의 반응 모델이다. 상기 식의 대표적인 근사 방법
으로는 Flynn-Wall-Ozawa (FWO) 및 Kissinger-Akahira-Sunose (KAS)
가 있다. FR 방법은 다음과 같다[16].
공업화학, 제 27 권 제 2 호, 2016

Figure 4. Average size of the DADNE/AP composites by the D/A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bridging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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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a는 ln[βi(dα/dT)a,i]와 1/Tα 기울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 FWO 방
법은 g(α)와 Doyle 근사치 lnp(x) = -5.331 -1.052x를 이용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7]. 여기서 p(x)는 x = Ea/RT일 때 식 (5)의 지
수함수를 온도에 관해 적분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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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nβi와 1/Tα의 기울기로부터 Ea를 구할 수 있다. KAS 방법은
Coats-Redfern 근사치를 이용한 것으로 다음의 식과 같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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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n(β/Tα2)와 1/Tα의 기울기로부터 Ea를 구할 수 있다.

4. 결과 및 고찰
4.1. 가교액 주입량

가교액 주입량이 DADNE/AP 복합체의 입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400 rpm의 교반 속도로 혼
합되는 DCM 용매에 DADNE/AP/NMP 용액을 일시 주입 후 2, 3, 4,
5 g의 가교액을 0.2 mL/min의 속도로 각각 주입하였다. 가교액 주입
후 추가 교반 시간은 20 min으로 고정하였다. Figures 3, 4를 통해 가
교액의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복합체의 평균 입경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g 이상의 가교액을 주입한 경우 2~3g을 주입했을 때보
다 급격한 복합체의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네 단계(젖음, 충돌, 탈수, 압착)로 설명할 수 있는 응집 공정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14]. 가교액 주입되면 먼저 젖음 현상이 일어
나고 충돌에 의해 입자 간 응집이 개시된다. 그리고 교반기에 의해 형
성되는 유체 내 전단(shear)은 응집체 내 탈수(squeezing)현상을 가속
화시켜 결국 DADNE와 AP를 압착된 형태의 복합체로 성장시킨다.
상기 실험 결과로부터 가교액이 증가하면 DADNE와 AP의 결정 표면
에 가교액이 충분히 젖어있게 되며 이는 충돌 시 입자 간 융합
(coalescence)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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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orphology of the DADNE/AP composites by the D/A with
respect to the residence time : (a) 15, (b) 25, (c) 35, (d) 45, and (e)
55 min.

Figure 5. A schematic diagram of the agglomeration process.

Figure 6. Morphology of the DADNE/AP composites by the D/A with
respect to the agitation rate : (a) 300, (b) 350, (c) 400, (d) 450, and
(e) 500 rpm.

Figure 9. Average size of the DADNE/AP composites by the D/A
with respect to the residence time.

Figure 10. Mixing processes of bridging liquid for the D/A.
Figure 7. Average size of the DADNE/AP composites by the D/A
with respect to the agitation rate.
4.2. 교반 속도

교반 속도에 따른 DADNE/AP 복합체의 입도 분포를 관찰하기 위
하여 다음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동일한 DADNE/AP/NMP 용액을
DCM 용매에 일시 주입 후 0.2 mL/min의 속도로 3 g의 가교액을 주
입하였다. 교반 속도는 각각 300, 350, 400, 450, 500 rpm으로 설정하
였으며 가교액 주입 후 추가 교반 시간은 20 min으로 고정하였다. 이
는 교반 속도가 증가할수록 단위 시간당 입자 간 충돌 횟수를 증가시
켜 복합체의 응집이 원활하게 유도될 것이다. Figures 6, 7에서 알 수
있듯이 교반 속도가 300 rpm에서 400 rpm으로 증가할수록 평균 입경
또한 증가한다. 그러나 450 rpm부터는 반대로 복합체의 평균 입경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DADNE와 AP 입자의 표면은 가교액에 의
해 젖어 있는 상태로 용액상에 분산되어 있는데, 용액을 빠른 속도로
교반시킬 경우 강한 원심력에 의해 결정면에 존재하는 가교액 층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입자 간 응집 효율이 저하되는 것으
로 해석된다[13]. 교반 속도는 가교액 주입량과 더불어 응집 공정에
의한 복합체 제조에 중요한 변수로 본 실험 조건에서는 교반 속도 400
rpm이 DADNE/AP 복합체 성장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체류 시간의 영향

유체 내 체류 시간이 복합체의 평균 입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다음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400 rpm의 교반 속도로 혼합되는
DCM 용매에 DADNE/AP/NMP 용액을 일시 주입 후 0.2 mL/min의
속도로 3 g의 가교액을 주입하여 체류 시간에 따른 복합체의 입경 변
화를 관찰하였다(Figures 8, 9). 체류 시간이 길수록 복합체의 탈수 과
정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며 동시에 복합체의 압착 과정에도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 것이다. 본 실험 결과 체류 시간이 35 min까지는 복합
체의 유지 및 성장이 관찰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복합체의 크기가 상
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기 현상은 유체 내 체류하는 복
합체 입자 간 충돌 횟수 증가와 회전 유체 내 복합체가 장시간 동유체
력에 노출되면서 그 구조가 붕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4. 가교액 주입 방법에 따른 영향

가교액을 Figure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입하면
서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반응기의 온도는 20 ℃ 교반 속도는 400
rpm으로 고정하였으며 0.2 mL/min 유속으로 가교액을 주입하였다.
가교액 주입과 안정화의 반복 횟수가 증가할수록 DADNE/AP 복합체
의 평균 입경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Figures 11, 12). 특히 공정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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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orphology of the DADNE/AP composites by the D/A
with respect to the different ways of adding bridging liquid : (a)
process A, (b) process B, (c) process C, and (d) process D.

Figure 13. SEM images of the (a) AP and (b) DADNE recrystallized
by drowning-out and (c) DADNE/AP composites produced by the
D/A.

Figure 12. Average size of the DADNE/AP composites by the D/A
with respect to the different processes of bridging liquid.

(a)

경우 3 mm 이상의 구형 DADNE/AP 복합체 제조가 가능하였다.
4.5. SEM 분석

Figure 13은 drowning-out으로 재결정화한 AP와 DADNE 및 D/A
기법으로 제조한 DADNE/AP 복합체에 대한 SEM 사진으로 AP와
DADNE 평균 입경은 각각 15.4, 18.6 µm었다. DADNE/AP 복합체는
DADNE와 AP 입자가 치밀하게 응집되어있는 구조로 입자간 미세 공
극의 평균 크기는 6.5 µm로 확인되었다.
4.6. TGA 분석

Figure 14 (a)와 (b)는 순수한 AP의 TGA 곡선과 등전환 방법으로
계산된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다. AP는 일반적으로 350 ℃ 이하의
저온 분해(low-temperature decomposition, LTD) 영역에서는 전체 질
량의 약 30%가 분해되고 350 ℃ 이상의 고온 분해(high-temperature
decomposition, HTD) 영역에서는 전체 질량의 약 70%가 분해된다
[19]. 본 실험에서 AP의 LTD 개시 온도는 가열속도 5, 10, 20, 30 ℃
/min에서 각각 260, 274, 289, 300 ℃로 측정되었다. LTD에서 HTD로
의 전환되는 지점은 TG 곡선의 변곡점과 Ea의 변화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AP의 LTD와 HTD 분해 반응은 연속적인 두 개의 단일 분해 반
응으로 이루어지므로[20] 식 (3)과 같이 각 구간별 Ea는 하나의 상수
값으로 표현된다. Figure 14(b)에서 α = 0.28을 기점으로 Ea의 급격한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두 구간(0.00 < α < 0.28, 0.28 < α < 1.00)에서
Ea는 각각 대체적으로 일정한 값을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α = 0.28
일 때의 온도를 LTD의 종료 및 HTD의 개시 온도로 설정하였다. 가열
속도 5, 10, 20, 30 ℃/min에 따른 AP의 HTD 개시 온도는 각각 322,
346, 360, 364 ℃이었다.
LTD는 NH4+에서 ClO4-로의 proton-transfer (NH4+ClO4- ⇌
NH3-H-ClO4 ⇌ NH3-HClO4)에 의해 주로 결정의 내부에서 AP 분해
가 개시된다[20]. 기체 생성물은 결정의 전위(dislocation)와 같이 결정
결함으로부터 발생되며 내부 압력이 20 atm에 도달하면 핵 생성은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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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14. (a) TG curves for the neat AP with different heating rates
of 5, 10, 20, 30 ℃/min, respectively. (b) Activation energies of the
neat AP calculated by the FR, FWO, and KAS, respectively.
추게 된다[21]. LTD의 주요 기체 생성물은 NH3, H2O, N2O, O2이다
[22]. HTD 구간에서는 AP의 대부분이 분해되고 NH3(g), HClO4(g) 이
동에 의해 결정 표면의 가스층이 증가하며 분해와 승화가 경쟁적으로
일어난다[22]. 주요 분해 생성물은 HCl, H2O, N2O, NH3, Cl2, NO, O2,
NO2, ClO2이다[22]. FR, FWO, KAS 방법에 의한 LTD 구간의 평균
Ea는 각각 103.3, 115.9, 112.4 kJ/mol이었으며 HTD 구간에서는 각각
116.3, 108.0, 102.4 kJ/mol의 값으로 계산되었다. FR, FWO, KAS 방
법의 결정계수 R2의 평균값은 각각 0.94, 0.98, 0.98이었다.
Figure 15a는 DADNE의 TGA 곡선으로 AP와 다르게 급격한 질량
감소를 보인다. FR, FWO, KAS 방법으로 구한 Ea의 평균은 각각
263.6, 301.9, 317.5 kJ/mol으로 AP보다 높은 값을 갖는다(Figure 15b).
2
FR, FWO, KAS의 R 값은 각각 0.76, 0.98, 0.98으로 AP의 열분석 결
과와 같이 적분 형태의 FWO, KAS 방법이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는데
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방법 중 최종적으로
Coats-Redfern 근사치를 이용한 KAS를 이용해 DADNE/AP 복합체의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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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Figure 16. (a) TG curves of the DADNE/AP composites by physical
mixing and (b) their expanded curves. (c) TG curves of the
DADNE/AP composites by the D/A and (d) their expanded curves.
The marks, ■, ▲ and ● represent the onset temperatures of
decomposition of DADNE, LTD, and HTD, respectively.

(b)

Figure 15. (a) TG curves for the neat DADNE with different heating
rates of 5, 10, 20, 30℃/min, respectively. (b) Activation energies of
the neat DADNE calculated by the FR, FWO, and KAS, respectively.
Figure 16의 a와 b는 물리적 혼합에 의해 제조된 DADNE/AP 복합
체의 TGA 곡선을, c와 d는 D/A 기법에 의해 제조된 DADNE/AP 복
합체의 TGA 곡선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순수한 TG 곡선의 변곡점과
분해 온도를 비교하여 DADNE와 AP의 분해 개시 온도를 각각 표기
하였다. Figure 14a와 Figure 16의 a와 c를 비교한 결과 DADNE의 첨
가는 AP의 LTD와 HTD의 개시 온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LTD 영역에서의 연소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수
한 AP는 대략 전체 질량의 30 wt% 정도가 LTD 영역에서 분해된 반
면 DADNE를 첨가할 경우 전체 AP의 70 wt%가 LTD 영역에서 분해
되었다. 그리고 D/A 기법으로 DADNE를 첨가한 경우 저온에서 AP의
분해가 90 wt%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DADNE는 AP
의 LTD를 활성화시키며 D/A 기법으로 입자 간 거리를 최소화하는 경
우 그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17은 복합체의 Ea 값을 KAS 방법으로 계산된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DADNE는 물리적 혼합일 때보다 D/A 기법으로 제조된 복
합체가 더 높은 Ea 값을 갖는다. 고체 반응 속도론에 의하면
exp(-Ea/RT) 항은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분자 간 재배열이 일어날 확
률을 나타낸다[23]. Ea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분
자 간 재배열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응집
에 의한 매트릭스형의 DADNE/AP 복합체 내 분포하는 DADNE는 상
대적으로 물리적 혼합에 의한 복합체보다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DADNE 첨가 시 AP의 Ea는 D/A 기법으로 만든 경우 물리
적인 혼합에 의한 것보다 낮은 값을 갖는다. 이는 AP 분해 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들의 확률을 높
여주기 때문에 저온에서의 AP 분해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a)

(b)

(c)

Figure 17. Activation energy of the DADNE/AP composites by the
physical mixing and those by the D/A : (a) DADNE, (b) LTD and (c)
HTD of AP, respectively. The marks, □ and ●, represent the
DADNE/AP composites by the physical mixing and D/A, respectively.

5. 결

론

결정화/응집(D/A) 기법으로 구형의 DADNE/AP 에너지 복합체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Drowning-out으로 50 µm 이하의 DADNE와
AP 미립자를 석출시키고 가교액을 투입하여 입자 간 응집을 유도, 교
반기를 이용한 탈수와 압착 과정을 거쳐 복합체가 제조된다. D/A 공
정에 있어서 가교액은 입자와 가교액 간 낮은 계면장력으로 입자 표
면을 적실 수 있어야 하며 AP 입자를 부분적으로 용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분산매인 DCM과도 상분리를 이루어야 한다. 물은
Appl. Chem. Eng., Vol. 27, No.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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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과 상분리를 일으키며 AP의 표면을 국부적으로 용해시키고
DADNE 입자와도 젖음 현상을 보여 표면 코팅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
에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교액으로 사용되었다. 교반 속도는
DADNE와 AP 입자 간 충돌 횟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빠
른 교반은 단위 시간 당 입자 간 충돌 횟수를 증가시켜 복합체의 성장
을 유도함을 알 수 있었다. 교반 속도와 체류 시간은 입자의 임계 크
기를 지나면 반대로 복합체의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최적의 교반
속도와 체류 시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열분석 결과 DADNE의 첨가는
AP의 LTD 영역을 약 30 wt%에서 70 wt%까지 확장시키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일반적으로 RDX, HMX 등 에너지 물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화염 온도를 갖기 때문에 저온에서의 연소를 꾀할 수 있어 고체 추진
제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24,25]. 결과적으로 DADNE의 낮은 온도
에서의 분해로 인한 AP의 LTD 영역의 활성화는 AP의 저온에서의 추
력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D/A 방법으로 제조된 DADNE/AP 에
너지 복합체는 LTD에서의 AP 분해를 90 wt%까지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AP 기반 고체 추진제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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