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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응성탄체(reactive case)는 탄두/탄약 내의 화약이 

폭발하는 시점에 동조하여 반응하는 탄체로서 무기체

계 연구자들에게 매우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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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시에는 비활성적

인 탄체 구조물로서 안전하게 내부의 화약을 보호하

고 있지만, 화약 폭발 시에는 화약과 동조 반응하여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고에너지물질을 개발

하여야 한다. 이런 물질을 반응성 구조물질(reactive 

structural material)이라고 부르며, 선진 국방연구기관들

에서는 이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실정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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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mperature profiles upon high speed impact of reactive structural materials were analyzed. A two color 

pyrometer, which included high-speed camera, spectral splitter, and band pass filters, was utilized to measure 

transient temperature profiles during and after reactive metal samples impacted into steel plate with velocities of 

1600~1700 m/s. The spatial temperature distribution was analyzed from the ratio of spectral radiances at two 

different wavelength in infrared zone, i.e. 700 and 900 nm. The measured temperatures were calibrated with black 

body source. Two different types of metal samples, namely aluminum and nickel, were employed to understand 

reaction behavior upon the impact of samples in ambient condition. According to our experiments, the Ni sample 

appeared to barely react with ambient air producing an instant small fireball, while Al sample reacts violently with 

air generating a relatively prolong fir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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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성 구조물질은 오래 전부터 이론적인 방법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으나 실용화하기에는 많은 기술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나노구조체 제조 및 시험

기법의 발전과 함께 실용화 작업을 위한 다양한 기초

적인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고속충돌로 발생

시킨 충격파의 전달에 따른 반응성 구조물질의 반응

특성 분석은 화약의 폭발에 의해 발생된 충격파의 전

달에 따른 반응성 구조물질의 반응특성을 모사할 수 

있어 다양한 연구그룹에서 시도되고 있다[4-8].

  금속물질의 반응열은 매우 높지만, 반응속도는 화약

물질에 비해 상당히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세구조에 따라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하는 금속입자의 나노화 기술을 

통하여 금속 나노구조체를 형성하면 반응속도가 매우 

높아져 화약과 동조하여 폭발하는 경우 상당한 에너

지를 추가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9].

  화약이나 반응성 구조물질과 같은 고에너지물질의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변화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일어나므로 순간적으로 그것을 계측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고에너지물질의 반응 온

도를 측정하면 조성 등에 따른 물질별 반응의 정도나 

성능 등을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반응특성 분석이 

가능해지므로[4,7,10], 고에너지물질들의 순간적인 온도 

변화를 측정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화약이나 반응성 금속물질의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온도는 2000-3000 K의 고온이어서 일반적인 온도계로

계측하지는 않으며 비접촉식 온도계인 파이로메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11,12]. 파이로메터의 초기 기술은 20

세기 초반에 개발되었지만, 파장별 복사량을 측정하는 

기술은 광검출기가 개발된 1960년 경 이었다. 하지만 

이들 장비를 이용하여 매우 빨리 진행되는 폭발 반응

이나 추진제 연소의 순간적인 온도 변화 등을 측정하

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13]. 이후 2000년 이후로 컬러 

CCD(Charge Coupled Device)를 검출기로 채용하고 다

른 위치의 픽셀에서 발생하는 광량을 고속으로 촬영

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정보

를 짧은 시간, 넓은 공간의 분포영역에서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14].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반응성 금속물질로 알려진 

알루미늄(Al) 분말을 탄자 형상으로 구조화하여 1600 

m/s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에 고속 충돌, Al 탄자에 충

격파를 전파, 반응을 유도하여, 이로 부터 발생한 순

간적인 온도 변화를 계측하였다. 반응에 따른 온도변

화를 계측하기 위해 2개의 광학필터가 장착된 스펙트

럼 분리기를 초고속 카메라와 연동시켜, 두 파장 파이

로메터(two color pyrometer) 해석을 통해 반응성 구조

물질의 반응온도 변화를 250 ms 수준으로 분석하였

다. 그리고 Al 탄자의 반응온도 변화는 반응성이 비교

적 낮은 금속물질인 니켈(Ni) 탄자의 반응온도 변화와 

비교분석 하였다.

2. 측정장치 및 시험방법

2.1 고속충돌 시험장치

  고속충돌 시험은 Fig. 1에 도시한 형태의 시험장치

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충돌시험 장치계는 금속탄자

를 고속으로 추진시키는 탄도 건(ballistic gun), 금속탄

자의 비행 직진성을 향상시키는 사보(sabot), 사보의 

분리를 돕고 금속탄자의 속도를 계측하는 속도측정판

(speedometer), 금속탄자의 충돌에 따른 반응현상이 발

생하는 관찰챔버(observation chamber), 반응온도를 고

속으로 계측하는 두 파장 파이로메터 측정장치로 구

성되어 있다.

 Fig. 1. Experimental setup of a high speed impact 

test for reactive structural materials

  금속탄자의 추진속도를 대략 1600 m/s로 유지시키

기 위해 추진장치의 추진제는 일정량(100 g)을 사용하

였다. 사보의 분리를 원활히 하고 외부로의 이탈을 방

지시키기 위해 탄도 건 총구와 속도측정판 1과의 거

리는 2.3 m로 유지하였다. 속도측정판 1과 2의 이격거

리 및 속도측정판 2와 반응현상 관찰챔버의 이격거리

는 각각 1.8 m, 0.9 m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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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탄자가 반응현상 관찰챔버로 입사됨과 동시에 

충격파를 전달받게 하기 위해 반응현상 관찰챔버 앞에

는 두께 5 mm의 스틸판을 대었으며, 반응현상 관찰챔

버를 보호하면서 금속탄자에 충격파의 완전전파를 유

도하기 위해 챔버의 끝에는 RHA(Rolled Homogeneous 

Armour) 강을 위치시켰다. 반응현상 관찰챔버 내에서 

발생하는 복사 스펙트럼을 카메라로 온전히 획득하기 

위해 챔버의 우측면(탄자 비행방향 우측)은 투명한 폴

리카보네이트 판(두께: 25 mm)으로 보호하였다. 금속 

파편의 비산에 따른 폴리카보네이트 판의 파손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 아크릴 판(두께: 2 mm)을 

챔버 안쪽에 추가적으로 부착하고 시험편마다 교체하

며 시험하였다.

2.2 반응성/비활성 금속탄자 제조

  시험에 사용된 반응성, 비활성 금속탄자는 각각 대

표적인 반응성 금속분말인 Al 분말((주)창성 제품)과 

비활성인 Ni 분말(Vale사 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하였

다. Al 분말의 평균입도는 10 mm, 순도는 99.0 % 이

며, Ni 분말의 평균입도는 4 mm, 순도는 99.9 % 이

다. Fig. 2 (a), (b)에 각각 실험에 사용된 Al, Ni 분말

의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내었다. SEM 미세조직 사진

에서 보는 것과 같이 Al 입자의 형상은 매끈한 구형

이며, O 함량은 원소분석 결과 0.20 wt.% 였다. 이에 

반해 Ni 입자는 표면이 매우 거친 다면형 형상을 띠

었으며, O 함량은 0.09 wt.% 였다.

 Fig. 2. Microscopic structures of (a) Al and (b) Ni 

powders used in reactive structural materials

  Al 분말과 Ni 분말은 별다른 전처리 공정 없이 냉

간정수압성형(Cold Isostatic Pressure, CIP)을 통해 400 

MPa의 압력으로 성형한 후, 절단 및 면 가공을 통해 

직경 14.3 mm, 높이 14.3 mm의 환봉형 탄자로 제조

하였다. 제조된 Al 탄자의 무게는 약 5.9 g, 상대밀도 

96.5 %이었으며, Ni 탄자의 무게는 약 15 g, 상대밀도

는 74.5 %였다. Al 탄자에 비해 Ni 탄자의 상대밀도

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400 MPa의 성형압력 하

에서 Al 분말은 충분히 소성변형을 하는데 반해, Ni 

분말은 소성변형을 하지 못해 분말 사이의 공극을 충

분히 메우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제조된 반

응성 Al 탄자와 비활성 Ni 탄자는 추진보조물인 사보

에 끼워 고속충돌 시험에 사용하였다(Fig. 3 참조).

  Fig. 3. Configuration of a test sample of reactive 

structural material including a sabot.

2.3 온도분포 측정

2.3.1 두 파장 파이로메터 측정방안

  비접촉식 고온 측정 방안의 원리는 플랑크 법칙

(Planck’s law)에 기인한다. 플랑크 법칙에 따르면 방사

원의 전체 복사량은 방사원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사원의 전체 복사량을 측정하면 방사원의 온도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플랑크 법칙은 임의의 온도 

에서 방사원이 발생하는 파장별 복사강도도 예측하므

로 특정 파장의 복사강도를 측정하면 방사원의 온도

를 예측할 수도 있다[10]. 하지만 플랑크 법칙은 이상 

상태인 흑체(black body)를 가정하여 적용한 법칙이므

로 상기 원리에 실질적인 보정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오차가 있다. 실제 물체의 복사량은 흑체보다 항상 적

기 때문에 그 비율을 나타내는 방사율(emissivity, e)을 

이용하여 보정해야 실제 온도를 유추할 수 있다.

  방사원의 전체 복사량을 측정하여 방사원의 온도를 

유추하는 방안은 실제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왜

냐하면 실제 물체의 방사율은 파장에 따라서 계속 바

뀌므로, 전 파장 영역의 복사량을 알려면 전 파장 영

역에서 실측한 복사량을 파장별 방사율로 보정해야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은 특정 협대역 파장(la-b)에

서만의 복사량을 측정하여 온도를 유추한다. 이 방안

은 대상이 되는 협대역 파장에서 관찰하려고 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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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방사율만 안다면 물체의 온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관찰 대상 물질이 바뀔 때마다 방사율을 

바꾸어 보정해야하고, 물체의 방사율을 모를 때는 방

사율을 따로 측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두 개의 협대역 파장에서 각각의 복사량을 측정, 그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여 온도를 유추하는 방안은 매

우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 방법은 물체의 온도가 
일 때, 두 파장에서 발생하는 복사강도의 상대적인 크

기가 임의의 값 를 갖는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단 

두 개의 협대역 파장은 방사율이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감할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파장이어야 한다. 방사

율이 같은 비율로 증감하는 경우에는 두 협대역 파장

에서의 방사율 비를 흑체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두 파장 파이로메터를 이용

하여 금속탄자의 반응에 따른 온도분포를 분석하였다.

2.3.2 두 파장 이미지 획득

  두 파장 파이로메터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사원으로부터 나온 전체 파장의 빛

에서 두 파장대역에 해당되는 이미지로 분리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본 시험에서 이용된 두 파장대역은 각

각 700 nm와 900 nm 영역으로, 이 파장대역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본 시험에서 관측하고

자 하는 온도구간(1000 ~ 3500 K)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두 파장의 복사강도 비는 일정하게 증감한다[15]. 

이 온도구간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700 nm의 복사강

도가 900 nm의 복사강도에 비해 일정하게 증가하여 

두 파장의 복사강도로부터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둘

째, CCD 내 실리콘 감지기의 광획득 효율은 900 nm

이상에서 급격하게 감소한다[16]. 이런 이유들로 많은 

연구자들이 700 nm와 900 nm를 선정하여 시험을 수

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들 두 파장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파장 파이로메터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 

장비는 Table 1과 같다. 고속 카메라(high speed camera)

는 초당 20만 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한 모델을 사용

하였으며, 광원으로는 흑체 방사원(black body source; 

오메가사, BB-4A 모델)을 이용하여 고속충돌 시험 전

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두 파장 대역의 영상으로 영상을 분리시키기 위해 광 

분리기(spectral splitter) 및 광학필터(optical filter)를 이

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두 파장 파이로메터 장치

의 광학적 배치도는 Fig. 4와 같다.

Table 1. Instruments used in this work

장 비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

High speed 
camera

dimax HS4 (pco., 독일)

Black body 
source

BB-4A (Omega Engineering, 미국)

Spectral 
splitter

OptoSplit (Cairn, 영국)

Optical 
filter

TBPO1-704/13-25-D, TBPO1-900/13-25-D, 
FF775-Di01-25x36 (Semrock, 미국)

 Fig. 4. Optical arrangement of two color pyrometer 

used in this work

  Fig. 4에 도시된 두 파장 파이로메터를 이용하여 

700 nm와 900 nm의 두 파장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흑체 방사원으로부터 나온 전 파장영역의 빛이 광 

분리기로 입사한다.

2. 전 파장영역의 빛은 광 분리기내 다이크로익 미러

(dichroic mirror)를 통해 775 nm 이상 파장의 빛과 

775 nm 미만 파장의 빛으로 분리한다.

3. 775 nm 미만 파장의 빛은 700 nm 협대역 광학필터

에 의해, 775 nm 이상 파장의 빛은 900 nm 협대역 

광학필터에 의해 각각 700 nm 및 900 nm 협대역 

파장의 빛으로 필터링한다.

4. 필터링된 700 nm와 900 nm 협대역 파장의 빛을 광

학거울을 이용하여 고속 카메라 내 CCD의 다른 위

치에 맺히게 하여 두 파장 이미지를 획득한다.

5. 1-4 절차를 250 ms 마다 반복하여 고속의 두 파장 

영상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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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두 파장 파이로메터 해석

  획득한 두 파장 파이로메터의 이미지는 온도보정, 

위치교정, 온도계산, 이미지변환 등의 해석 과정을 진

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온도 분포 이미지로 출력된다.

2.3.3.1 두 파장 파이로메터 온도보정

  온도보정 과정은 두 파장 이미지 측정시스템의 효

율에 의해 바뀔 수 있는 변수를 측정하는 과정으로써 

플랑크식을 근사화한 빈(Wien) 식 (1)을 이용하였다.

 
exp


 , (1)

  여기서, 는 방사원의 온도가 일 때 파장 

에서의 복사강도이다. 과 는 상수이다( = 

3.74 × 108 Wµm4/m2,  = 1.43 × 104 µm4/m2K). 식 

(1)에서 실제 물체의 방사율()과 측정시스템의 효율

()을 고려하면, 실제 물체가 온도 일 때, 파장 

에서 물체의 복사강도는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exp


 , (2)

  식 (2)를 이용하여 물체의 온도 일 때, 두 파장에 

대한 복사강도의 비  를 나타내면 식 (3), 식 

(4)로 정리된다.

  







 
, (3)










exp








 , (4)

  식 (4)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 ln  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5)와 같다.

ln  =











 ln

 ln


 ln


, (5)

  식 (5)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파장대역인  = 700 

nm,  = 900 nm 및 상수 를 각각 대입하면, 물체

의 온도 에서 두 파장의 복사강도의 비  

는 식 (6)으로 정리된다.

ln   


, (6)

  식 (6)에서 는 두 파장 이미지 측정 시스템의 파

장별 광획득 효율 비와 실제 물체의 파장별 방사율 

비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로 이상적인 측정 시스템과 

이상 상태인 흑체의 경우에는 1.2566의 값을 갖는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값의 보정이 필요한데 가까운 

두 파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방사율 비는 1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값은 광획득 효율 비에 

의해 결정되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행히 광획득 

효율 비는 파장이 정해지면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

지 않으므로, 한번 보정하면 여러 온도에서 같은 값으

로 사용이 가능하다.

Fig. 5. Calibration of the temperature measured by 

two color pyrometer with a black body 

source. Calibration was performed at (a) 

1073 K, (b) 1173 K, and 1255 K. Top and 

bottom circular images in each picture were 

taken from 700 and 900 nm wavelength, 

respectively. Red rectangles are shown the 

areas actually used for the calibration

  광획득 효율 비의 보정을 위해서는 실제 측정시스

템을 통해 얻어진 두 파장 이미지에서 두 파장에 대

한 복사강도 비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흑체 

방사원을 1073, 1173, 1255 K의 온도로 설정하고 2.3.2

절에서 소개한 두 파장 이미지 획득과정을 통해 1073, 

1173, 1255 K 온도에서의 두 파장 이미지를 획득한 

후(Fig. 5(a), (b), (c)참조), 각각의 온도에서 복사강도 

비를 계산하였다.

  복사강도 비의 계산은 각 온도에서 파장별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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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에 해당하는 동일면적의 가장 밝은 영역(Fig. 5

의 적색 사각형)을 선택한 뒤 그 영역의 밝기 비교를 

통해 수행하였다. 실제 측정시스템에서 얻은 1073, 

1173, 1255 K에서 밝기 비는 각각 0.756, 0.577, 0.399

로 계산되었다. 이들 결과를 식 (6)에 적용하고 Fig. 6

에 도시하여  값이 1.2566인 이상적인 흑체와 비교

하였다.

Fig. 6. Calibration equations(solid blue line for ideal 

black body, and dotted red line for this work) 

measured with a black body soruce at three 

different temperatures(1073, 1173, and 1255 

K). Measured ratio values were depicted as 

blue open circles

  Fig. 6의 y절편 값 A의 보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온도에서 얻어진 3개의 계산점을 바탕으로 선형 

회귀분석 과정을 거쳐 기울기를 구하였다. 그 결과 계

산된 기울기는 -4.6628로 이상상태의 기울기인 -4.5619

와 거의 일치하였다. 도출된 기울기를 대입하여 y절편 

값 A를 구하였으며, 그 값은 ‘3.4238’로 계산되었다. 

이상의 온도 보정과정을 거쳐 얻어진 최종 보정식은

ln   


, (7)

로, 온도 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면,

 

  ln 


, (8)

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최종 보정

식 (8)에 두 파장 이미지에서 획득한 복사강도 비 

을 대입하여 금속탄자의 고속충돌에 따른 미

지의 온도 를 계산하였다.

2.3.3.2 두 파장 파이로메터 위치교정

  Fig. 5와 같은 실제 측정시스템에서 얻어진 두 파장 

이미지로부터 위치별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파장의 이미지가 완전히 상하 대칭이어야 한다. 하지

만 실제로 얻어진 이미지는 광분리기내 광학거울들의 

각도에 따라 왜곡되어 나타나므로 카메라의 CCD에는 

비대칭 형태의 상으로 맺히게 된다. 따라서 얻어진 두 

파장 이미지를 완전한 상하대칭 형태로 만들기 위해

서는 두 파장 이미지의 위치교정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측정환경에서 금속탄

자의 충돌에 의해 형성된 화염의 두 파장 이미지(Fig. 

7)를 얻고, 각각의 파장 이미지로부터 가장 높은 복사

강도를 보이는 위치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위치를 

교정하였다. 위치교정 과정은 아래 과정과 같이 진행

하였다.

Fig. 7. Images of two wavelength pyrometer(top for 

700 nm, and bottom for 900 nm) obtained 

from a fireball just after an Al sample 

impacted into a RHA steel plate

1. 두 파장 이미지로부터 위치별(픽셀별) 복사강도

(
, 

)를 매트랩 프로그램을 통해 행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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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700 nm 위치별 복사강도 행렬에서 복사강도가 가

장 높은 위치를 900 nm 위치별 복사강도 행렬에서 

복사강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일치되도록 평행이동 

시킨다.

3. 겹쳐지지 않는 외곽 부분의 행렬데이터는 삭제한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획득한 두 파장 이미지는 약 

50만 픽셀(800 × 625 픽셀)로 약 110 × 55 cm 영역을 

촬영함으로써 확보되었으며, 위치교정 과정을 거치면

서 약 47만 픽셀만 취합되었다. 실제 관심영역인 관

찰챔버의 크기가 84 × 54 cm임을 감안할 때 실제 관

심영역의 해상도는 37만 픽셀(765 × 490 픽셀)로, 1 × 

1 cm 영역을 100 픽셀(10 × 10 픽셀)로 나타낸 것과 

같다.

2.3.3.3 두 파장 파이로메터 온도계산 및 이미지화

  상기한 위치교정 과정까지 완료되면, 700 nm와 900 

nm 파장에서 얻은 위치별 복사강도 행렬, (m,n)700nm와 

(m,n)900nm를 같은 크기로 얻을 수 있다. 이 두 개의 행

렬로부터 위치별 온도를 도출하고 이미지화하는 작업

은 매트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그 방

법은 다음과 같다.

1. 두 개의 위치별 복사강도 (m,n)행렬을 이용하여 각 

행렬 내에 상응 원소간의 비(
/

)를 각각 

계산, 위치별 복사강도 비(
 ) 행렬을 (m,n)크기로 

만든다.

2. 계산된 복사강도 비 행렬, (m,n)R로부터 식 (8)을 이

용하여 위치별 온도분포() 행렬, (m,n)T을 만든다.

3. 위치별 온도분포 행렬, (m,n)T로부터 얻은 온도정보

를 이용, 온도에 따라 색을 달리 배정하여 온도분

포 맵으로 이미지화 한다.

4. 위치별 온도분포 행렬, (m,n)T로부터 얻은 온도정보

를 이용하여 온도구간별 픽셀 수를 도출하고 온도

구간별 도수분포표(histogram)를 획득한다.

  이상의 방법에 따라 Fig. 7에 나타낸 Al 탄자의 

RHA강 충돌 직후 두 파장 이미지를 온도분포 맵 및 

온도구간별 도수분포표로 변환시킨 결과는 Fig. 8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50 ms 주기로 획득한 두 파장 

이미지를 이용하여 반응성물질들의 고속충돌에 따른 

순간적인 공간적/시간적 온도분포 변화를 추적하였다.

Fig. 8. (a) Spatial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b) 

histogram of temperature distribution of a 

fireball just after an Al sample impacted into 

a RHA steel plate

3. 측정 결과

  반응성 금속물질의 충돌 시 반응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Al과 Ni 분말로 제조한 탄자시편에 대하여 충

돌시험을 진행하였다. 상기 설명한 충돌시험 장치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반응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상의 온

도 분포 변화를 두 파장 파이로메터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Fig. 9에 Al 시편이 충돌 시에 도달하는 위치

별 온도분포와 온도구간별 도수분포표를 시간별로 나

타내었다. 같은 방법으로 Ni 시편에 대해서도 같은 실

험을 진행하고 이들의 위치별 온도분포와 히스토그램

을 시간별로 Fig. 10에 도시하였다.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 시편이 RHA 강에 충

돌할 경우 발생되는 화염의 온도는 충돌 직후(0 ms)에 

최대 3500 ℃ 정도이며, 전체 화염의 크기가 관찰챔버

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간

적으로도 화염이 16 ms까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Fig. 10에 도시한 Ni 시편의 충돌에 따른 

온도분포와 히스토그램을 보면, 충돌한 직후인 0 ms

에서 화염의 중심부위 온도가 최대 3500 ℃까지 급격

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고온에 도달하는 화염의 크기

는 Al 시편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며, 화염의 최고

온도는 곧바로 급격하게 떨어져 충돌 후 1.00 ms 후

에는 화염이 대부분 사라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Ni 시편의 충돌 시 시간에 따른 온도구간별 도수분

포표(Fig. 10)를 보면, 대부분의 시간에서 온도분포가 

중간 값으로부터 좌우 대칭적 형태를 띤다. 이에 반해 

Al 시편의 충돌 시 시간에 따른 온도구간별 도수분포

표(Fig. 9)는 대부분의 시간에서 온도분포가 좌우 비대

칭의 형태를 띤다. 다시 말해, Al의 충돌에 따른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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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Ni의 온도분포와 달리 고온영역으로 더 늘어

져있는 형태를 띤다. 또한 Ni 시편은 충돌 직후 약 

2200 ℃의 온도에서 최빈값을 보였다가, 시간에 따라 

최빈값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Al 시편은 충돌 직후 약 2500 ℃의 온도에서 

최빈값을 보였다가, 대략 8 ms까지 유지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Al 시편이 충돌 한 후 16 ms에서 온도분포를 보면, 

8 ms까지 볼 수 있었던 좌우 비대칭적 온도분포 형태

는 좌우 대칭적 형태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Al

의 반응지속시간이 대략 10 ms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Fig. 11은 Al과 Ni 시편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화염

의 최대온도를 시간별로 도시한 그림이다. Al의 경우

에는 충돌 직후, 최대온도 3500 ℃를 보이고, 8 ms까

지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Ni의 경우에는 충

돌 직후에는 최대온도 3500 ℃를 보였다가, 2 ms 이

전에 2000 ℃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상기한 Al과 Ni 시편의 충돌 시에 발생하는 온도분

포의 차이는 충돌 후에 발생하는 금속 분말들의 반응

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l은 660 ℃

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용융되는 반면, Ni은 1455 

℃에 도달할 때까지 고체형태를 유지하는 비활성적인 

금속물질이다[17]. 또한 Al의 주산화물인 Al2O3의 생성

열은 -1670 kJ/mol로 매우 높아 Al이 대기 중에 존재하

는 산소와의 반응 시 매우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Ni의 주산화물인 NiO의 경우 생성열이 -244 kJ/mol로 

비교적 낮은 편이서 Ni이 산소와 반응하여 발생하는 

열량이 미미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17].

  Goroshin et al.에 따르면 Al의 반응은 고체인 Al2O3

로 직접 산화가 되지 않으며, AlO, AlO2 등의 다양한 

(after entering) (upon impact) (0.25 ms) (0.50 ms) (1.00 ms)

(2.00 ms) (4.00 ms) (8.00 ms) (16.00 ms) (25.00 ms)

  Fig. 9. Spatial distributions (top) and histograms (bottom) of measured reaction temperatures at different time 

upon impact of 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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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물질을 거쳐 반응이 진행될 수 있으며 접촉하는 

준안정상의 중간 산화물을 발생시키므로, 반응이 중간

에 멈출 수 있어 반응 진행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13]. 반면 Ni은 Ni2O3의 생성열이 -490 kJ/mol로 NiO 

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추가적인 산소와의 반응

이 필요하며 주생성물이 NiO이므로 Al에 비해서 매우 

비활성적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한 미국 국립산업안전 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 실시한 금속분

말의 폭발성 실험에서 Ni 분말은 비폭발성으로 규정

한 반면, Al 분말은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규정

하고 있어[18], 본 연구의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Al 이외에 산소와 반응하여 큰 반응열을 낼 수 있

는 대표적인 금속으로 Mg, Ti, Zr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금속들은 분말상태로 존재할 때, 매우 낮

Fig. 11. Time profiles of maximum temperatures of Al 

(red line) and Ni (black line) samples upon 

impact

(after entering) (upon impact) (0.25 ms) (0.50 ms) (1.00 ms)

(2.00 ms) (4.00 ms) (8.00 ms) (16.00 ms) (25.00 ms)

 Fig. 10. Spatial distributions (top) and histograms (bottom) of measured reaction temperatures at different time 

upon impact of Ni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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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폭개시온도(Ignition temperature)를 가져 고속충돌

에 의해 발생되는 발열만으로도 기폭이 가능하여 본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수행할 경우, 매우 큰 발열반응

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구조체의 고속충돌에 따른 발

열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탄자형상의 반응성구조체

를 1600 m/s의 속도로 고속 충돌시켜, 이에 따라 발생

하는 온도분포를 분석하였다. 온도분포를 ms 수준에

서 분석하기 위해서, 고속카메라에 700 nm 와 900 nm

의 필터를 장착하여 두 파장대의 복사강도 비를 측정

하는 두 파장 파이로메터 방법으로 온도를 추정하였

다. 극단적인 비교를 위해서 탄자시편은 반응성이 높

은 Al 시편과 비교적 비활성적인 Ni 시편을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시험 결과 고속 충돌 직후에는 두 시편 모두 3500 

℃에 순간적으로 도달하나 Al은 대기의 산소와 반응

하여 큰 화염을 발생하고 반응이 16 ms까지 지속되는 

반면 Ni은 순간적으로는 3500 ℃까지 도달하나 화염

의 크기도 작으면서 시간적으로도 2 ms 미만에서 반

응이 소멸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Ni 시편의 충돌에 따

른 온도분포는 좌우 대칭적 분포를 보였으나, Al 시편

의 충돌에 따른 온도분포는 좌우 비대칭적 분포를 보

였으며, 특히 고온 영역으로 온도분포가 치우친 경향

을 띠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속충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반응성 물질의 반응 지속시간이 대략적으로 ms 

수준이며, 고속충돌에 따른 충격파의 전달만으로도 반

응성 금속이 충분히 큰 반응열을 방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다양한 조성

의 반응성물질에 대한 충돌시의 반응성 특성을 해석

하고 반응성탄체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계속하

여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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