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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에너지 물질의 시간에 따른 성능변화를 이

론적, 계산적 방법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적절

한 형태의 반응속도식과 화학반응식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보통 물질의 화학반응은 온도에 기

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학반응의 반응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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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al analysis of three energetic materials used in pyroelectric device was performed using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The theoretical method for extracting the reaction rate
equation of energetic materials using DSC experimental data is proposed and the reaction rate
extraction i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DSC were analyzed by the conversion method such as
Friedman. Activation energy and frequency factor according to mass fraction were extracted to
complete the reaction rate equation. The extracted reaction rate equation has a form that represents the
entire chemical reaction process, not the assumption that the chemical reaction process of the high
energy material is a main step in several stages. It has considerable advantages in terms of theoretical
and accuracy as compared with the chemical reaction rate form extracted through conventional thermal
analysis experiments. Using the derived reaction rate equation, we predicted the performance change
of three energetic materials operating on actual storage condition over 20 years.

초       록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를 이용하여 파이로점화장치에 사용되는 세 가지 고에너지 물
질의 열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DSC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에너지 물질의 반응속도식을 추출해내
는 이론적 방법을 제안하고 반응속도식 추출을 수행하였다. DSC 실험 결과는 Friedman 등전환법으로 
분석되었다. 질량분율에 따른 활성화에너지와 빈도인자를 추출해 내어 반응속도식을 완성하였다. 추출된 
반응속도식은 고에너지 물질의 화학반응과정을 몇 단계의 주요단계로 가정하는 형태가 아닌 전체 화학
반응 과정을 나타내는 형태를 갖는다. 이는 기존의 열분석 실험을 통해 추출되는 화학반응속도식 형태
에 비해 이론적 측면과 정확성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갖는다. 도출된 반응속도식을 이용하여 실제 추
진기관에 운용되는 세 가지 고에너지 물질의 성능변화를 20년에 대하여 예측하였다.

Key Word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시차 주사 열량측정법), Kinetics(반응속도식),

Friedman Isoconversional method(프리드만 등전환법), Simulation(전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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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추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열 가열 실

험을 이용한다. 이러한 열 가열 실험에 사용되는 

장치는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

Scaled Thermal Explosion(STEX), DSC,

One-Dimensinal Time to explosion(ODTX) 등이 

있으며 시료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열 하중을 

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장비의 규모, 시료의 

양, 측정되는 데이터의 종류 등에 있어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갖는다[1].

이러한 열 가열 실험 중 폭약, 추진제 등 고에

너지 물질의 반응속도식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는 주로 ODTX 실험이 사용되어 왔다[1-3].

ODTX는 가열률에 따른 고에너지 물질의 폭발시

간을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 실험 결과의 수치적 

접합과정을 통해 반응속도식을 추출해낸다. 다른 

열 가열 실험과는 다르게 보통 물질이 아닌 고

에너지 물질에 특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ODTX의 경우 실험장비가 거대하고 국내에는 현

재 구비되어 있는 곳이 없어 실험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 물질의 반응속도식을 

추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서 DSC 실험을 

적용하였다. DSC 실험의 경우 ODTX에 비해 실

험장비가 매우 간단하고 소형이며 사용되는 폭

약의 시료의 양 또한 적다. 또한 ODTX 실험의 

경우 실제 실험 데이터에 또 한번의 수치적 접

합과정을 거쳐 반응속도식을 추출하지만 DSC

실험을 활용할 경우 인위적인 접합과정 없이 이

론적인 방법만을 통해 반응속도식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DSC를 이용하여 측

정된 고에너지 물질의 신호를 Friedman 등전환

법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반응속도식 추출

2.1 DSC 실험 셋업

본 연구에서는 실제 파이로 추진장치에 사용되

는 세 가지 고에너지 물질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 세 가지 물질은 각각 97.5% RDX, 95%

HMX 그리고 30:70 비율의 BPN 이다.

DSC 실험에 사용되는 고에너지물질의 양은 

mg 단위의 소량이며 참고물질로 이루어진 밀폐

형 팬을 통해 구속된다. 팬에 구속된 물질은 일

정온도 또는 일정한 온도 상승률을 통해 가열 

되며 화학반응으로 인한 팬으로의 열에너지의 

입출입(W/g 단위)을 측정하게 된다.

보통 DSC 실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양을 통한 

고에너지 물질의 생성 압력의 크기는 10 atm 정

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압력을 견디고 고에

너지 물질의 열분해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DSC

실험에는 밀폐형(통상적인 개방형이 아닌) 팬 형

태가 적합하다. 개방형 팬의 경우 화학반응을 일

으키기 위한 열 전도 시간보다 화학반응에 의한 

기화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 되어 화학반응을 측

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밀폐형 팬은 보통 15

atm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게 제작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DSC 장비는 Mettler Toledo

사의 DSC 3+가 사용되었다. 통상적으로 화약의 

화학반응식 도출에 사용되는 가열률 DSC 실험

이 수행되었다. 각 고에너지물질에 대해 적용된 

실험조건을 표 1에 나타내었다.

2.2 DSC 실험 결과 및 반응속도식 추출 과정

DSC 실험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는 Fig. 1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여기서 화학반응률 와 

생성물질의 질량분율 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

Sample
Heating

rate

Temperat

ure

range

Sample

mass

97.5%

RDX

0.5, 1.0,

2.0 and

4.0

℃/min

30~450

℃

0.2 ~ 1.7

mg

95%

HMX

0.5, 1.0,

2.0 and

4.0

℃/min

35~400

℃

0.1 ~ 1.7

mg

BPN

2.0, 4.0

and 8.0

℃/min

35~600

℃

0.2~1.0

mg

Table 1. Non-isothermal experiment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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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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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SC 실험 데이터의 시간에 대한 함수

를 나타내고 는 DSC 데이터를 이용하여 반

응열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 역할을 하는 함수

이다. 기준선은 DSC 데이터의 시작점에서의 접

선 와 마지막 지점에서의 접선 가 

각각 생성물의 질량분율 를 통해 중첩되어 있

는 형태이다. 즉 화학반응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시작점에서의 접선의 영향을 더 많

이 받고 반응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끝점

에서의 접선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떠

한 시점에서의 화학반응률 는 순간의 에너

Fig. 1 DSC signal and baseline.

지방출률/총 방출에너지로서 DSC 데이터의 적

분을 통해 구해지며 마찬가지 원리로 특정 시간

에서의 생성물의 질량분율  또한 어떤 시점까

지의 방출에너지/총 방출 에너지로서 데이터의 

적분을 통해 구해진다.

DSC 실험을 특정 온도 상승률에 대해 한 번 

수행할 경우 하나의 데이터가 도출된다. 그러나 

한 번의 실험을 통한 화학반응변수의 결정은 매

우 큰 오차를 가질 위험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여러 번의 DSC 실험을 수행하고 반응속도변수

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선은 여러 번 수

행된 DSC 실험의 평균치를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측정된 HMX 기반 화약에 대한 

DSC 실험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결과를 보면 온도 상승률이 높을수록 화학반응

이 시작되는 온도와 화학반응이 종료되는 온도

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DSC 실험 결과로부터 다음식을 통해 고

에너지 물질의 발열량을 구할 수 있다.





  (4)

Fig. 2의 각 DSC 실험결과와 할당된 기준선 

함수식으로부터 Eq. 4에 의해 알루미늄 고함유 

화약의 발열량이 측정되었다. 각 실험에 대해 4

개의 발열량이 도출되는데 이 도출된 값의 평균

값을 사용하며 편차 값이 10% 이하일 경우 

Friedman 등전환법에서는 발열량이 신뢰성을 갖

는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의 편차를 

갖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발열량과 반응속도식 

값을 도출하였다.

특정 가열 프로그램에서 한번의 DSC 실험을 

수행할 경우 결과로서   또는 

 관계도가 도출되고 다른 온도 상

승률에서 수행된 여러 번의 DSC 실험결과가 존

재할 경우 Friedman 등전환법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 변수를 도출할 수 있다[4].

Friedman 등전환법은 반응속도변수를 도출하

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반응속도식을 다음과 같은 아레니우스 형태로 

제시한다[4].




 ex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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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ln


  ln






(6)

여기서    는 특정 생성물질량분율 

에서의 시간, 온도, 활성화 에너지, 빈도인자를 

나타낸다. 는 화학반응의 메커니즘을 생성

물의 질량 분율을 통해 나타내는 함수이다. 위 

식을 ln를 y축으로 를 x축으로 삼

는 그래프에 일차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는 기울기 그리고 ln 는 y절편의 값으로

서 나타내진다.

Friedman 등전환법을 통해 도출된 생성물 질

량분율 에 따른 활성화에너지 와 ln 

의 그래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도출된 반응속도식은 Eq. 5의 형태로 표면적

으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A→B 인 일단계 화

학반응식으로 보이지만 Fig. 4와 같이 생성물의 

질량분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활성화 에

너지 값과 빈도인자 값을 갖는 매우 정밀한 반

응속도식 그리고 화학반응 모델을 나타냄을 확

인할 수 있다. 보통 한쌍의 활성화 에너지와 빈

도인자가 한 단계의 화학반응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추출된 반응속도식은 전

체화학반응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기술해내는 속

도식임을 알 수 있다.

3. 노화효과 예측

고에너지 물질은 노화 현상으로 인한 반응열 

및 반응 속도 매개 변수와 같은 성능 특성의 변

Fig. 2 Heating rate DSC experi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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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겪는다. 상온 조건에서 고에너지 물질은 매

우 느린 속도로 분해된다. 고에너지 물질의 노화

현상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되는 것으로서 실

온 보관 조건에서의 노화에 대한 실험적 입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화현상을 이론적으로 예측하

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Arrhenius 접근법이다. Arrhenius 접근법은 열 

가속 노화 실험이 수행되는 온도 (보관 온도)과 

가열온도 사이의 반응 속도 비율을 사용하여 고

에너지 물질의 저장 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Arrhenius 접근법은 식 (7) 및 (8)로 나타내어진

다.

  (7)







exp








 (8)

t1 및 t2는 온도 T1 및 T2에서의 저장 수명이고,

k1 및 k2는 각각 온도 T1 및 T2에서의 반응 속

도이다.

Arrhenius 접근법은 단일 쌍의 반응속도변수를 

사용하고 반응 진행도 및 온도에 대한 이러한 

반응속도변수의 종속성을 무시하므로 한계성이 

지적되어왔다.

수명 예측을위한 또 다른 보편적 인 방법은 온

도에 대한 반응속도변수의 의존성을 고려한 

Berthelot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 또한 여전

히 반응진행도에 대한 반응변수의 영향은 고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oconversional 반응속

도식을 이용하여 고에너지 물질의 성능변화를 

예측하였다.




exp


 (9)

Fig. 3 Isoconversional kinetics



- 552 -

Isoconversional 방법의 경우 Arrhenius 매개 

변수는 반응 진행도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반응 

진행에 대해 동일한 값의 반응열을 사용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 진행이 특정 저장 기

간 후 폭발물의 잔여 열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가정하였다.

고에너지 물질은 항공 우주 산업 표준에 따라 

1 개월 동안 71 ℃에서 보관하는 동안 성능의 

변화가 없을 경우 3년간의 추가 저장 수명을 보

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1 ℃에서 1 개월

간 저장한 후 고에너지 물질의 성능변화를 예측

하였다. 예측은 식 (9)와 isoconversional kinetics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계산 되엇다. 그 결과 모든 

고에너지 물질의 경우 71 ℃에서 1 개월 보관 

후에도 성능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4는 특정 온도에서 수십년에 걸쳐 고에너

지물질을 저장하였을 경우 계산 된 반응 진행도

를 나타낸다. 20 년 후에 반응 진행도 0.01을  

고에너지물질의 성능 저하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래프로부터 149.0 ℃ 이하의 온도에서 97.5 %

의 RDX를 저장하면 20 년 동안 폭발성능은 유

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95 %

HMX는 20 년간 성능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110 ℃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것이 확

인되었다. BPN의 경우는 160 ℃로 계산되었다.

Fig. 4는 HMX가 고온에서도 분해반응이 상대적

으로 RDX 보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HMX가 상대적으로 RDX 보다 둔감한 화

약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Fig. 4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고려

한 고에너지 물질은 30 ℃의 실온에서 저장 될 

때 노화효과가 거의 없다. 이러한 고에너지물질

의 실제 사용에서는 화재, 진동 또는 전체 시스

템의 실제 형상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Fig. 4 Reaction progress calculation with isotherm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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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수명이 예측 된 값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을 통해 고에너지 물질의 저장 및 

활용에 대한 대략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4. 결    론

DSC실험과 Friedman 등전환법을 이용한 고에

너지 물질의 반응속도식 추출 방법에 대해 제안 

하였고 반응속도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추출된 반응속도식은 고에너지 물질의 

화학반응 과정을 몇 단계로 가정하는 방법이 아

닌 전체적인 반응 과정을 질량분율에 따라 기술

한다는 점에 있어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을 갖는

다. 이를 활용하여 고에너지 물질의 노화효과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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