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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MD(Pyrotechnic Mechanical Device)는 화약

의 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구

동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재 무차원 해석 코드의 

경우, PMD의 단순 작동 압력은 비교적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유동이 흐르면서 장치 내부 

구성품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3차원 내부 유동 해

석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확한 유동 해석을 위

해서는 실제 현상과 유사한 착화기 모델링을 적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MD 내부 유동 해석을 위한 3차원 착화기 모델

링 및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 해석을 수행

하였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는 Lumped-parameter method를 

적용하여 착화기 연소 해석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2]. 화약은 ZPP(Zirconium Perchlorate

Potassium)로 설정하였고 연소 생성물은 기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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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ree-Dimensional igniter modeling and computational Analysis for PMD internal flow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The igniter modeling used the lumped parameter method and the

computational analysis has been performed in conjunction with the commercial program STAR-CCM+.

The result of computational analysis has been compared with those of CBT and PMD experiments.

초       록

본 연구에서는 PMD 내부 유동 해석을 위한 3차원 착화기 모델링 및 전산 해석을 수행하였다.

Lumped parameter method를 이용하여 착화기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이를 상용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전산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산 해석의 결과는 CBT 및 PMD 실험 결과값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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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였다.

착화기 모델링을 적용한 3차원 전산 해석에는 

상용 프로그램인 STAR-CCM+를 이용하였다. 프

로그램 연동 과정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Coupling Analysis Process

먼저 상용 프로그램에서 관내 압력 등의 정보

를 연소 해석 프로그램으로 전달한다. 연소 해석 

프로그램에서는 전달받은 압력을 이용해 최종적

으로 연소가스 질량 유량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

를 다시 상용 프로그램의 Mass source 및 Heat

source로 적용함으로써 3차원 유동 해석을 수행

하게 된다.

Fig. 2와  Fig. 3은 각각 착화기 모델링을 적용

한 전산 해석 결과 중 압력값을 CBT(Closed

Bomb Test) 실험과 PMD 실험의 압력값과 비교

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압력

과 연소 후 수렴하는 압력 등에서 CBT실험과 

PMD실험 모두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

대 압력에 도달하는 시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

이는 것은 연소 생성물로 기체만을 고려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3. 결    론

PMD 유동 해석을 위한 3차원 착화기 모델링

및 전산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실험과

와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상(Two-phase)유동을 적용한 

착화기 모델링을 수행하여 PMD 유동 해석에 활

용할 계획이다.

Fig. 2 Pressure Comparison with CBT

Experiment Data

Fig. 3 Pressure Comparison with PMD

Experiment Data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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