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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고에너지물질의 노화는 흔히 연료의 산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개시제로 손꼽히는 THPP (Titaniuum Hydride Potassium 

Perchlorate)와 ZPP (Zirconium Potassium Perchlorate)에 대한 

노화 효과를 밝히고있다. 실제 노화현상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상대습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차주사열량법을 통해 열분석 및 반응속도상수를 

추출하였으며, 표면분석기법을 통해 노화 기간과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연료가 산화되고 산화제가 분해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THPP 시료에 대해 발열량 성능 검증 및 분석을 ZPP 

시료에 대해서는 수명 계산을 진행하였다. ZPP 시료는 약 

100 년까지 성능을 유지했지만, 높은 상대습도에서 노화된 시료의 

수명이 극도로 연장되고 발열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졌다. 이는 

연소 불발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높은 수분 함량에서의 ZPP 시료 

보관은 낮은 발열량 및 감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주요어: 수분열노화 (Hygrothermal aging), 시차주사열량측정법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프리드만등전환법 (Friedman 

isoconversional method), 고에너지물질 (Energetic materials), 노

화분석 (Ag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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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고에너지물질의 노화는 고에너지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화

합물의 산화, 가수 분해, 화학 반응 또는 다른 환경적인 요소로 인

해 구조적인 변형이 발생하여 원래의 성능보다 저하되는 현상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노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때문에 고에너지물

질을 흔히 다루는 군사 응용 분야에서는 수년에 이르는 짧은 저장 

기간동안에는 쉽게 노화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노화 연구는 지

난 수십 년 동안 20년 이상의 긴 보관 시간을 가진 샘플에 대해 집

중해왔다 [1-3].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 고에너지물질에 

대해 가속노화기법을 사용하여 기대 수명을 비롯한 다양한 노화 현

상에 대해 연구 및 노력을 해오고 있다 [4-13]. 이 때, 가속 노화

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기 온도 조건보다 높은 온도에서 고

에너지물질을 저장하여 화학적 변화 또는 열역학적 파라미터들의 

동향을 관찰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속 노화 연구에서는 노화 된 시료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rrhenius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가속 인자 

(AF, Acceleration Factor)는 보편적으로 자연상태에서 저장된 시

료의 수명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수명을 예측하는 다른 방법

인 van’t Hoff 방정식은 가속 노화로 인해 화학적 변화가 발생한 고

체 추진제의 자연 노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여

겨진다. 

고에너지물질에 대한 가속 노화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있지



 

 

 

２ 

만, 이러한 물질이 저장되는 실제 환경에서는 습도가 본질적으로 대

기 중에 존재한다. 점화제나 화약이 디바이스 장치에 완벽하게 밀봉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물질들은 밀봉 과정 전에 잠시 동안이라도 

외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14]. 때로는 밀봉 메커니즘이 장

기간 보관 시에 손상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고에너지물질

의 노화에 대한 상대습도의 영향은 노화 효과를 보다 정확하고 현

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고에너지물질에 대한 노화 효과를 이해하기위해, 본 논문에서는 

열 적으로 안정하고 NASA 표준 개시제 및 우주항공 및 추진 산업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Titanium Hydride Potassium 

Perchlorate (THPP)와 Zirconium Potassium Perchlorate (ZPP)

물질을 사용하였다 [14-17]. THPP와 ZPP 모두 금속 연료, 산화

제와 바인더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은 고에너지물질들은 연료와 

산화제 사이의 산화 환원 반응을 생성하여 발파 압력, 빛 방출, 폭

발음 및 반응열에 해당하는 목표 성능에 도달하도록 설계된다. 그러

나 이러한 고에너지물질들이 노화를 겪게 되면, 열역학적특성의 변

화 및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화학적 조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화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미세한 조성의 변화라고 하더

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성능 

저하를 불러일으켜 결국 시간과 재정적으로 모두 막대한 손실을 초

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에너지물질에 대한 노화 분석은 필수적으로 

고려 되어야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THPP와 ZPP같은 고에너지물질에 대한 상세한 

노화 효과를 밝히는 것으로 한다. 우선, THPP시료와 같은 경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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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상대습도 (RH 100%)조건에서 노화 된 경우를 다루었으며, 

ZPP 시료와 같은 경우는 수분이 다뤄지지 않은 열 노화에서부터 

RH 30%, RH 70%, RH 100%의 노화 조건에서 노화 시킨 다양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화 조건에 따른 동역학적 분

석 및 상세한 열 분석으로부터 얻은 파라미터와 성능, 그리고 기대

수명등이 본 연구에서 설명된다. 

고에너지물질의 노화 영향을 보다 실질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노

력으로, 습도의 영향을 포함한 상당한 노화 연구가 확립되어오고 있

다 [18-26]. Lee 등[14]은 다양한 실험 기법을 적용하여 고습도 

(RH 100%)조건에서 노화된 ZPP를 분석하면서, 습기 노화 메커니

즘을 화학적으로 밝혀냈다. 해당 연구는 수분 노화의 결과로 금속 

연료인 지르코늄이 산화 되었다는 것을 대표적인 결과로 보여주었

지만, 노화된 ZPP 샘플에 대한 상세한 반응 분석과 이에 해당하는 

반응속도 파라미터는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고에너지물질에 대

한 동역학적 분석과 상세한 열적반응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더 

상세하고 정확한 노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노화 효과의 결

과로 금속 연료뿐만 아니라 산화제의 변화도 다루어 노화가 산화제

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THPP는 발

열량 검증을 통한 성능 분석과 ZPP는 실험에서 도출한 활성화에너

지 값과 van’t Hoff’s rule을 바탕으로 가속 인자를 계산하여 수명 

계산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은 먼저 대표적인 열 분석 장치인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를 사용하여 고에너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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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열적반응과정을 추출하였다. 본 실험은 비등온 DSC 실험으로 

진행되어 각 시료에 대한 발열량 값뿐만 아니라 화학 반응 과정 또

한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각각 다른 승온속도에 해당되는 DSC 신

호들을 프리드만 등전환법에 적용하여 활성화에너지와 전환률과의 

관계 (Eα-α)와 빈도 인자와 전환률과의 관계 (Aα-α)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표면분석실험인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를 수행하여 THPP 및 ZPP 시료 내의 연료와 

산화제에 대한 화학적 조성 변화를 발견해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화 현상에 따른 THPP와 ZPP라는 고에

너지물질의 주요 특성, 감도 (활성화에너지) 및 반응열의 변화를 구

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노화 효과의 원인을 표면분석기법을 통

해 검증해내고, 실제 환경에 어떠한 결과로 드러나는 지 발열량과 

기대수명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노화 조건이 적

용된 고에너지물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에 대한 노화 분석 기법

에 있어서 이전 연구들보다 더욱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２장 실    험 
 

2.1 사용된 고에너지물질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된 고에너지물질은 THPP와 ZPP, 총 

2가지 물질이 사용되었다. 두 가지 물질 모두 실험 전 200 mesh 

체를 사용하여 걸러내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70 μm 이하의 

크기를 가진다. 이 때, THPP물질의 조성은 질량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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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의 TiH2, 63%의 KClO4와 5%의 Viton b ([-

C7H2F12-]n)[27]로 구성되어있으며, ZPP물질의 조성 또한 질량을 

기준으로 하여 52%의 Zr, 42%의 KClO4, 5%의 Viton b와 1%의 

graphite로 이루어져있다. 

2.2 노화 조건 

본 논문에서 고에너지물질에 인공적으로 가한 노화란 

고에너지물질을 특정 조건을 가진 환경에 일정기간동안 노출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때, 높은 온도 조건에서 고에너지물질을 

노출시키게 되면 상온에 있는 물질을 오랜기간동안 보관했을 때 

나타나는 성능이나 성분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가속노화라고 일반적으로 일컫는다. 그리고 이 가속노화조건에 

상대습도라는 조작 변인을 추가하게 되면 이를 수분열노화라고 

한다. 습도는 일반 대기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고에너지물질의 노화현상을 실제 환경에 맞게 반영하고 

노화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노화 조건은 상대습도레벨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1과 표 2에는 THPP와 ZPP시료 마다 

해당되는 상세한 노화 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이 때, 본 논문에서는 

THPP는 상대습도가 100%일 때만을, ZPP는 총 4가지의 다양한 

노화 조건에서 모두 고려하였다. 비록 시료 마다 결과에 대한 1:1 

비교는 어렵겠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노화 조건에 대한 

THPP 결과도 다룸으로써 시료에 대한 상대적인 변화 경향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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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샘플에 가해진 노화조건에서 노화 온도는 71 ℃로 

미국항공우주학회 [28]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정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상대습도 조건은 상대습도는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서부터 30%, 70%, 10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노화 

기간은 최소 2주부터 최대 8달의 기간이 존재하는데, 이때 열 

노화의 노화 기간은 4달, 8달로 수분 열 노화의 노화 기간인 2주, 

8주, 16주에 비해 길다. ZPP 내에서도 열 노화와 수분열노화의 

정량적인 노화 분석은 어렵겠지만, ZPP에 대한 열 노화 자체의 

특징과 변화 경향성은 분석 가능하다. 그리고 THPP와 ZPP 모두 

RH 100%에서의 조건은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상대습도 

조건에서 수분이 시료에 끼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 23] 그리고 편의상 각 샘플은 표 1과 표 2에 표기된 

일련의 시료명(#Tn, # Zn)으로 대체하여 부르기로 한다. 

정리하면, 본 논문에서 사용된 샘플은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THPP는 총 3 샘플, ZPP는 총 12 샘플로 이루어져있다. 

Sample 
No. 

Aging condition Utilized 
in XPS Aging type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Aging 
duration 

#T0 - - - O Unaged sample 
#T1 71 100% 10 weeks O Hygrothermal 

aging #T2 12 weeks O 

표 1 THPP 시료에 대한 노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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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Aging condition Utilized 
in XPS Aging type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Aging 
duration 

#Z0 - - - O Unaged sample 
#Z1 

71 

- 4 months O Thermal aging #Z2 8 months O 
#Z3 

30% 
2 weeks O 

Hygrothermal 
aging 

#Z4 8 weeks O 
#Z5 16 weeks - 
#Z6 

70% 
2 weeks O 

#Z7 8 weeks O 
#Z8 16 weeks - 
#Z9 

100% 
2 weeks O 

#Z10 4 weeks O 
#Z11 12 weeks O 

표 2 ZPP 시료에 대한 노화 조건 

 

2.3 실험 방법 

2.3.1 DSC 실험 

각 샘플에 대한 열량 측정 실험은 Mettler Toledo 사의 DSC-

3+을 통해 진행되었다. 샘플에 대한 승온속도는 THPP 는 0.5, 1, 2, 

4 ℃/min 이고 ZPP 는 1, 2, 3, 4 ℃/min 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승온속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ZPP 의 경우 

0.5 ℃/min 의 경우에는 DSC signal peak 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조금 더 높은 값인 1 ℃/min 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가열온도범위는 30 ℃에서 600 ℃이며, 시료와 

외부공기와의 반응 차단하기 위해 85 ml/min 의 질소 유량을 흘러 

보내주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DSC 실험 중 시료 질량이 

과다하거나 승온 속도가 높은 경우 자기가열효과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실험 측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29, 30],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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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게와 승온속도를 

설정해줘야 한다[3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기가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반복 실험을 진행하였고, 약 2~3 mg 에 해당하는 

최적의 무게를 찾아내어 실험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DSC 

결과에서는 실험 중 자체가열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 

가열속도마다 균일한 발열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DSC 실험은 

질량에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료를 담는 팬은 40 μm standard pierced aluminum pan 을 

사용하였으며, 시료를 담을 때 샘플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열이 한 

곳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팬 바닥에 시료가 고루 평평하게 분포하도록 위치시켰다. 그리고 

THPP 또는 ZPP 와 같은 고에너지물질의 경우, 가열시킬 때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전도되는 열보다 가열되면서 

물질자체에서 기화되는 열이 더 크기 때문에 팬을 개방시킨 채로 

실험하기보다는 lid 에 0.1mm 의 지름으로 된 구멍을 뚫어 밀폐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각 샘플에 대한 

반복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시료에 대해서 적어도 3 번 이상 

반복 실험을 진행하였다. 

2.3.2 XPS 실험 

XPS 실험에 앞서 THPP 와 ZPP 샘플이 파우더시료이기 때문에 

SPEX Sampleprep 사의 자동 유압식 가압기(3635 X-Press)와 

파라핀 바인더를 사용하여 pellet 을 제작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THPP 와 ZPP 시료의 화학적 조성 및 정량적 값은 micro 

focused monochromatized Al Kα X-ray sources (1486.6e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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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분석기가 장착된 영국의 VG Company 의 Sigma Probe 

SYSTEM X-ray 광전자 분광기로 측정되었다. 

2.4 반응속도모델 계산 

2.4.1 Isoconversional method 

등전환법 (isoconversional method)이란, 4 개 이상의 각각 다른 

일정한 가열 속도 또는 일정한 온도에서 진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한 전환율 (α)에 도달했을 때, 그 값에 해당하는 온도의 

역수 (1/T)로부터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와 같은 반응속도상수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29]. 

등전환법은 다양한 계산 방법으로 구성되는데, 대표적으로 

미분등전위방법 (differential isoconversional method)과 

적분등전위방법 (integral isoconversional method)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식 (1)을 통해 등전환법을 대표할 

수 있다. 

식에서 α 는 반응진행정도 즉, 전환율을 나타내며, t 는 시간, T 는 

온도, R 은 이상기체상수, E 는 활성화에너지 (kJ/mol), A 는 빈도 

인자 (s-1), 마지막으로 f(α)는 반응 모델을 의미한다. 이 때, 본 

논문에서 다루는 방법은 nonisothermal condition 이 포함된 방법 

즉, 서로 다른 4 개 이상의 승온속도를 통해 구하는 

미분등전위방법으로, 식 (2)와 식 (3)을 사용하여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가 구해지게 된다. 

exp ( )d EA f
dt RT
a a-æ ö= ç ÷

è ø
 (1) [29] 



 

 

 

１０ 

이 때, β 는 승온속도 (℃/min)를 의미한다. 

그리고 kinetic parameter, 즉 반응속도상수를 구하는 과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그림 2.1 과 같이 

4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가열속도를 가진 DSC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에 대한 모든 α 값을 계산을 하고, 그림 2.2 와 같이 온도에 

따른 시료의 반응속도를 추출해낼 수 있다. 또한 그림 2.3 과 같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반응의 시작과 종료를 α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2.2 에 나타난 반응속도에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을 y 축으로 설정하고 온도의 역수를 x 축으로 설정하면 그림 

2.4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4 는 미분등전환법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프리드만 분석 (Friedman analysis) [32]을 

나타낸 그림으로써, 각 승온속도에 해당되는 일정한 전환률을 

직선으로 이어 각 전환률에 대한 활성화에너지는 직선의 기울기로, 

빈도 인자는 y 절편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림 2.5 는 이러한 

미분등전환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전환률에 따른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 값을 보여준다. 

dT const
dt

b = =  (2) [29] 

exp ( )d EA f
dT RT
ab a-æ ö= ç ÷

è ø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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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 4 개의 다양한 승온속도에서 측정된 DSC 신호 

 

그림２.2 4 개의 다양한 승온속도에 해당하는 DSC 신호에 대한 반응속도  

 

그림 ２.3 각 승온속도에 해당하는 온도에 따른 전환율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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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4 Friedman analysis 기법 

 

그림 ２.5 Friedman 등전환법을 통해 도출한 전환율에 따른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 

 

2.4.2 Friedman analysis 

Friedman analysis [32]란, 동역학적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미분등전환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식 (1)에 

자연로그를 취함으로써 구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식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ln ln[ ( ) ]
i i

Ed f A
dt RT

a
a

a a

a aæ ö = -ç ÷
è ø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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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man analysis 는 앞서 등전환법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대표적으로 그림 2.4 와 같이 각 무수히 많은 전환률에 대해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와 같은 특성파라미터들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성화에너지값과 빈도 인자값을 도출할 때 

프리드만 등전환법이 내장되어있는 AKTS software 

program[33]을 사용하여 구하였으며, 논문에서 다룬 데이터는 

전환률이 0.2 에서 0.8 까지 일 때의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화학반응 시작과 종결지점에서는 파라미터 값이 

안정되지 않아 발산하려는 경향이 있어 값이 많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34]. 

제３장 DSC 실험을 통한 열 분석 
 

3.1 DSC 열 분석도 분석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있는 THPP와 ZPP의 열 분석도를 구하기 

위해 설정된 DSC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각 샘플을 대표하는 열 

분석도는 1 ℃/min의 승온속도로 30 ℃에서 600℃까지 가열을 

하였으며, 실험 중 외부공기와의 반응을 차단하기위해 80 ml/min의 

질소 유량을 흘러 보내주었다. 베이스 라인은 AKTS software 

program을 사용하여 설정하였으며, 베이스라인 종류는 반응이 

시작하고 종료하는 시점의 순간을 반영하기위해 sigmoidal 

tangential 형태를 사용하였다 [5]. 

3.1.1 THPP 

그림 3.1은 sample #T0, 즉 THPP시료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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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석도이다. THPP 시료는 노화 조건과 상관없이 한 개의 

흡열피크와 세 개의 발열피크로 구성되어있다. THPP는 300 ℃에서 

흡열반응을 시작하다가 약 510 ℃에 도달했을 때 반응이 

종료되었다. 이 때, 300 ℃ 부근에 위치하는 흡열반응은 KClO4가 

사방형에서 입방형으로의 상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8].  

  본격적인 열 분석도 분석에 앞서서, 앞선 연구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Kai-Tai 등[35]은 DSC와 TGA를 이용하여 완속 가열시 

Viton 첨가유무에 따른 텅스텐-과염소산칼륨의 반응 특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Viton이 첨가되었을 때, 

발열피크의 개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DSC 열 분석도로 발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발열피크는 텅스텐과 

과염소산칼륨 그리고 Viton의 연소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반응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발열피크는 Viton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에 

의한 발열 반응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400 ℃ 부근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발열 

현상은 Kai-Tai 등[35]과 비슷한 경우로써, TiH2, KClO4와 

Viton의 연소반응으로 발생한 피크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450 ℃~500 ℃ 부근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두 번째 

발열피크는 Viton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의 반응이라고 여길 수 

있다. 실제로 Viton은 400 ℃ 부근에서 분해 반응을 일으키며 

해당온도에서 거의 100% 질량이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4]. 

이때 TiH2와 KClO4의 화학량론적 반응의 경우[36], 541.5 ℃ 

부근에서 관측된 한 개의 발열피크로 TiH2와 KClO4가 이 부근에서 

연소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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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 THPP 시료에 대한 DSC 열 분석도 

 

THPP시료의 조성은 화학량론적 비보다 약간 커 농후한 상태이며, 

바인더 또한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조성 차이로 인해 발열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 범위가 이론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발열 반응 구간에서 산화제인 KClO4가 분해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KClO3와 산소 분자로 나눠져 TiH2가 

TiO2로 산화하는 연소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TiO2와 

같은 금속산화물이 존재할 때 KClO3에서 KClO4로 재결합하는 촉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Rudloff 등[37]이 발표한 바가 있다. 

따라서 주요 연소 반응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촉매반응으로 인하여 KClO4가 생성되어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04 ℃ 부근의 세 번째 발열 현상은 

촉매 효과로 인해 생성된 KClO4가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결과 또한 Sorensen등[8]에 의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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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ZPP 

ZPP시료는 THPP시료와는 다르게 열 분석도의 형상이 노화 전과 

후로 큰 차이를 보였다. ZPP시료 또한 마찬가지로 산화제로써 

KClO4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300 ℃에서 KClO4의 상 변화가 

관측되었다 [8]. 그리고 그림 3.2(a)에서 볼 수 있듯이 노화 

되지않은 샘플에서는 크게 두 개의 발열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앞서 THPP 열 분석도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발열 현상은 Viton을 포함한 연료와 산화제의 발열 반응이며, 

두 번째 발열 현상은 Viton을 제외하고 남은 연료와 산화제의 연소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 그림 3.2(b)에서 노화된 

ZPP시료에서 500 ℃ 부근의 KClO4의 발열 반응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8]. 이는 노화로 산화된 연료의 급격한 생성으로 인해 

조성이 희박해져 산화제가 연료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잔류하여 

발열 반응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３.2 ZPP 시료에 대한 DSC 열 분석도  

(a) Sample #Z0, (b) Sample #Z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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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Heating rate effect 

그림 3.3은 4개의 다른 가열속도에서 실험된 THPP시료와 노화 

되지 않은 그리고 노화된 ZPP시료에 대한 DSC 열 분석도를 나타

낸다. 실험결과 모든 발열 구간의 반응시작부분과 반응종료부분이 

가열 속도가 상승할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반응함을 볼 수 있다. 반

면, 300 ℃ 부근에서 KClO4의 상 변화를 나타내는 흡열반응은 가열 

속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발열 반

응이 승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온도 범위로 이동하는 현

상을 ‘Heating rate effect’라고 한다. 가열 속도에 따른 피크의 

위치 변화는 동역학적 과정에서만 관찰되므로, 가역 과정인 KClO4 

 

그림 ３.3 Heating rate effect (a) Sample #T0, (b) Sample #Z0, (c) 
Sample #Z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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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전이 반응의 흡열피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25]. 

3.2 열특성 파라미터 변화 

고에너지물질에 대한 노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노화 기간이 

지남에 따라 발열피크온도의 변화경향성을 확인해보았다. THPP 

시료는 승온속도가 1 ℃/min 일 때에, ZPP시료는 승온속도가 

3 ℃/min 일 때로 설정하여 발열 반응이 발생하는 온도범위를 

알아보았다. 

3.2.1 발열피크온도 변화 

그림 3.4는 노화 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THPP시료의 발열 반응 

구간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THPP 

시료의 첫 번째 발열피크의 온도는 400 ℃에서 407 ℃ 로 약 

7 ℃가 증가하였으며, 두 번째 발열피크의 온도는 10주 노화된 

샘플에서는 약 480 ℃에서 472 ℃로, 그리고 12주 노화된 

샘플에서는 468 ℃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세 번째 피크 또한 

505 ℃에서 499℃, 496 ℃로 감소하는 경향을 가졌다. 

 

그림 ３.4 THPP 시료에 대한 발열피크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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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일수가 증가할 때, ZPP시료에 대한 발열피크 변화 동향은 

그림 3.5에 제시되어 있다. 상대습도가 낮은 조건 (열 노화, RH 

30%)에서는 노화 될수록 발열 반응 구간이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열 노화 시에는 두 가지 발열 반응 모두 낮은 온도 

구간에서 발열 반응이 발생하였지만, RH 30% 조건에서는 두 번째 

발열 반응만 약 5 ℃정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가졌다. 그런데 이 

때, RH 70% 조건에서는 노화 됨에 따라 낮은 온도 쪽으로 약간 이

동하다가 16주 노화된 샘플에서 갑자기 발열 반응이 높은 온도 범

위로 방향을 바꾸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RH 70%조건에서 16주

동안 노화된 샘플에서는 RH 100%의 경우와 같이 잔류해 있던 

KClO4의 분해 반응이 발생하였다. 이 결과를 근거로 노화 기간이 

증가할수록 연료 산화가 두드러져 희박한 상태가 되어 반응하지 못

하고 남아있는 산화제가 발생함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H 

100% 조건에서는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 모두 높은 온도에

서 발열 반응이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열노화시에는 낮은 온도구간에서도 발열 반응이 쉽게 일어

나지만, 상대습도가 높아질수록 연소 반응이 가능한 온도 범위가 점

차 증가하여 연소 시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열류량 값 또한 상대습도가 증가할 수록 점점 작아

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높은 습도에서 노화된 

ZPP시료의 감도와 발열량이 다른 노화종류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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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5 ZPP 시료에 대한 발열피크온도 변화. (a) 열 노화, (b) RH 30%, 
(c) RH 70%, (d) RH 100% 

 

3.2.2 발열량 변화 

DSC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AKTS software program을 

사용하여 모든 샘플에 대해 발열량을 계산해보았다. 베이스라인 

타입은 sigmoidal tangential 타입을 사용하여 반응의 시작점과 

종료점의 열류량이 변화하는 기울기를 값에 반영하였다. 

반응개시온도와 반응종결온도는 온도에 대한 열류량 데이터를 1차 

미분하여 값이 급격하게 바뀌는 점을 기준으로 구할 수 있었다. 

표 3은 THPP시료에 대한 발열량 값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THPP시료가 노화가 진행될수록 발열량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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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과는 다른 경향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분 노화가 

진행될수록, THPP의 발열량은 감소하지 않고 10주 때 약 2200 

J/g의 최대 발열량을 가졌다가 12주에서는 1750 J/g으로 

감소하였다. 

표 4는 노화 종류와 노화 기간에 따른 ZPP시료의 발열량 값을 

나타낸다. ZPP의 경우 일반적인 노화 경향인 노화 기간이 오래될수

록 발열량도 그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가졌다. 

그리고 상대습도 레벨이 증가할수록 이에 해당되는 샘플의 발열

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에서 열 노 

Sample No. Heat of reaction (J/g) Aging type 
#T0 1848±102 Hygrothermal aging 

(RH 100%) #T1 2178±218 
#T2 1749±175 

표 3 THPP 시료에 대한 발열량 값 

 

Sample No. Heat of reaction (J/g) Aging type 
#Z0 2721±213 Unaged 
#Z1 2299±116 Thermal aging #Z2 1934±54 
#Z3 2378±110 Hygrothermal aging 

(RH 30%) #Z4 2171±142 
#Z5 2152±161 
#Z6 2422±79 Hygrothermal aging 

(RH 70%) #Z7 2122±142 
#Z8 1853±14 
#Z9 2395±95 Hygrothermal aging 

(RH 100%) #Z10 1872±81 
#Z11 1809±131 

표 4 ZPP 시료에 대한 발열량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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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샘플은 각각 4달, 8달 동안 노화 시킨 샘플이지만 (#Z1, #Z2) 

이에 반해 RH 70%와 RH 100% 조건에서 노화 시킨 ZPP시료는 

최소 2주에서 최대 16주 노화 시킨 샘플 임에도 불구하고 열 노화 

샘플보다 더 낮은 발열량을 가졌다. 따라서 노화에서 상대습도레벨

은 발열량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함을 알 수 있다. 

3.3 반응속도 상수 계산 

본 논문에서는 4가지의 다른 승온속도 조건에서 얻은 DSC 실험 

데이터를 종합하여 isoconversional method와 Freidman method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인 반응속도 파라미터 값을 

추출하였다. 각 시료에 해당하는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는 

AKTS Software program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었다. 

3.3.1 활성화 에너지 계산 

그림 3.6은 THPP시료에 대한 활성화에너지 값을 보여준다. 이 

때 모든 반응 구간에 대해 THPP에 대한 활성화에너지값을 

추출했을 때 correlation coefficient (R2) 값이 낮아 정확한 값을 

계산해내지 못해 DSC 열분석도에서 제시된 첫 번째 발열현상인 

Viton reaction과 그 후 이어지는 반응을 Main reaction으로 나누어 

각 반응에 해당하는 활성화에너지 값을 계산하였다.  

결과를 보면, 노화 일수가 증가할수록 Viton reaction에 해당하는 

활성화에너지값은 점차 증가하였지만, Main reaction에 해당하는 

활성화에너지값은 노화 10주 차 때는 상승하다가 12주 차가 

되었을 때에는 감소하였다. DSC 열 분석도 결과를 참고하면, Viton 

reaction을 나타내는 첫 번째 발열반응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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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온도범위에서 발생했지만, Main reaction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시작됐다. 본 결과를 통해 Viton이 포함된 

반응은 노화 될수록 더 높은 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즉 

활성화에너지 또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ain 

reaction은 노화 되지않았을 때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에너지값이 내려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표 5에서는 각 반응에서 THPP시료에 대한 

활성화에너지의 최솟값에서 최댓값까지의 분포, 평균 활성화에너지, 

그리고 표본상관계수가 나타나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샘플에 주목하였는데, 첫 번째는 29/71의 비율로 섞인 

TiH2+KClO4 [36]이며 두 번째는 32.4/67.6의 비율로 섞인 

TiH2+KClO3 [36]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된 THPP 시료에 

대한 조성은 32%의 TiH2와 63%의 KClO4로, 비교 논문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연료와 산화제 비율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배합비에 따라 활성화에너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든 THPP시료는 참고 값보다 낮은 

활성화에너지값을 가졌다. 이 때, Viton의 발열 반응이 포함된 

반응은 그 활성화에너지가 현저히 낮았는데, 이를 근거로 Viton이 

THPP시료의 활성화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함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그림 3.7에 나타나있는 노화 조건에 따른 ZPP시료의 

경우의 활성화에너지 값을 보면 상대습도레벨이 증가할수록, Z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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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6 THPP 시료에 대한 활성화에너지 

 

Sample No. Eα range 
(kJ/mol) 

Eaver 
(kJ/mol) R2 Reaction type 

#T0 124-173 142.50 0.9933 
Viton reaction #T1 156-181 161.35 0.9951 

#T2 172-197 186.30 0.9970 
#T0 246-321 266.05 0.9911 

Main reaction #T1 243-316 294.42 0.9923 
#T2 198-244 220.32 0.9720 

TiH2+KClO4 535.90 [36] 
TiH2+KClO3 341.50 [36] 

표 5 THPP 시료에 대한 활성화에너지 값과 표본상관계수 

 

시료의 활성화에너지값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증가하는 이

유로는 DSC 열 분석도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5를 참고하

면, 열 노화와 RH 30% 조건에서는 노화 될수록 발열 반응이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RH 70% 조건에서 2주와 

8주 노화 시킨 시료까지는 낮은 온도 범위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났

지만, 16주이상 노화 시키자 반응 범위가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며, 

반응 종료 전에 KClO4 발열 반응이 나타났다. RH 100% 조건에서는 

모든 샘플들이 노화 시킬수록 높은 온도 범위에서 연소 반응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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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화 기간과 상대습도레벨이 높아질수록 연료의 산화가 

촉진되며, 연소 반응이 가능하기위해서는 더 많은 열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활성화에너지도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추진제나 점화제가 성능을 발현하기위해서는 감도와 발열량 유지가  

 

그림 ３.7 ZPP 시료에 대한 활성화에너지 

 

Sample 
No. 

Eα range 
(kJ/mol) 

Eaver 
(kJ/mol) R2 Aging type 

#Z0 130-170 140.84 0.9963 Unaged 
#Z1 91-148 125.47 0.9967 Thermal aging #Z2 61-108 89.81 0.9942 
#Z3 113-197 125.17 0.9923 Hygrothermal 

aging (RH 
30%) 

#Z4 100-118 111.13 0.9969 
#Z5 94-128 118.36 0.9937 
#Z6 132-244 152.78 0.9879 Hygrothermal 

aging (RH 
70%) 

#Z7 123-188 133.47 0.9958 
#Z8 27-323 173.39 0.9608 
#Z9 135-174 158.49 0.9885 Hygrothermal 

aging (RH 
100%) 

#Z10 159-251 208.22 0.9899 
#Z11 167-302 221.26 0.9975 

표 6 ZPP 시료에 해당하는 활성화에너지값과 표본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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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그런데 본 결과를 통해 상대습도레벨이 증가할수록 

ZPP물질의 감도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2 빈도 인자 계산 

빈도 인자값 역시 활성화에너지값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그림 3.8과 표 7은 THPP시료에 수분 노화를 가할 때 나타나는 

빈도 인자 변화를 보여준다. 활성화에너지값과 마찬가지로 Viton 

reaction은 노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빈도 인자가 증가하였고, 

Main reaction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 높은 온도범위에서 반응하려면, 분자간 또는 원자간의 충돌 

속도도 높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더 낮은 온도범위에서의 

반응은 낮은 충돌속도에도 충분히 반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수분 노화가 THPP시료의 반응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므로, 수분 

노화가 THPP시료에 화학적인 방면뿐만 아니라 열적반응 메커니즘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３.8 THPP 시료에 대한 빈도 인자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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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A range 
(1/s) 

Aaver  
(1/s) R2 Reaction type 

#T0 15-23 18.54 0.9933 
Viton reaction #T1 20-25 21.54 0.9951 

#T2 23-28 25.86 0.9970 
#T0 32-43 35.00 0.9911 

Main reaction #T1 31-44 40.33 0.9923 
#T2 24-32 28.30 0.9720 

표 7 THPP 시료에 해당하는 빈도 인자 값과 표본상관계수 

 

그림 3.9와 표 8은 노화된 ZPP시료에 해당하는 빈도 인자를 보

여주고 있다. ZPP의 빈도 인자 값도 활성화에너지와 유사한 경향을 

가졌다. 앞의 THPP시료의 경우와 유사하게 노화로 인하여 ZPP의 

활성화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가졌다.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본래 요구되는 활성화에너지 그 이상의 값을 가져야하므로, 이를 충

족하기위서는 분자간 또는 원자간 충돌이 증가하게 되고 연소가 일

어나는 온도 구간은 따라서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노화 기간이 오래될수록, 노화 조건에서 상대습도 레벨이 

증가할수록 활성화에너지 값뿐만 아니라 빈도 인자 값도 더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분 노화에

서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노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복

잡한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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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9 ZPP 시료에 대한 빈도 인자 값 

 

Sample 
No. 

A range 
(1/s) Aaver (1/s) R2 Aging type 

#Z0 14-24 17.13 0.9963 Unaged 
#Z1 12-31 14.91 0.9967 Thermal aging #Z2 2-21 8.56 0.9942 
#Z3 11-29 15.21 0.9923 Hygrothermal 

aging (RH 
30%) 

#Z4 8-20 11.86 0.9969 
#Z5 7-31 13.41 0.9937 
#Z6 14-38 20.00 0.9879 Hygrothermal 

aging (RH 
70%) 

#Z7 12-33 16.66 0.9958 
#Z8 0-74 24.50 0.9608 
#Z9 14-48 17.12 0.9885 Hygrothermal 

aging (RH 
100%) 

#Z10 15-34 24.40 0.9899 
#Z11 5-35 13.94 0.9975 

표 8 ZPP 시료에 해당하는 빈도 인자 값과 표본상관계수 

 

제４장 XPS 실험을 통한 표면 분석 
 

4.1 정성분석 

그림 4.1은 THPP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으로, 노화 되지않은 THPP샘플에 대하여 XPS 실험을 통해 구한 



 

 

 

２９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결과로부터 모든 THPP 

시료에 대해서 주요 성분으로 불소 (F), 산소 (O), 티타늄 (Ti), 

포타슘 (K), 탄소 (C)와 염소 (Cl)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700 eV에 있는 피크는 불소에 대한 피크이며, 

이때의 불소는 탄소와 수소, 불소로 이루어진 Viton b ([-

C7H2F12-]n)[27] 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나타낸다. 

그림 4.2는 ZPP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으로, 노화 되지않은 ZPP샘플에 대하여 XPS 실험을 통해 구한 

실제 조성 결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결과로부터 모든 ZPP 

시료에 대해서 주요 성분으로 불소 (F), 산소 (O), 포타슘 (K), 

탄소 (C), 염소 (Cl)와 지르코늄 금속 (Zr)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４.1 THPP 시료에 대한 정성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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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2 ZPP 시료에 대한 정성분석 결과 

 

4.2 정량분석 

4.2.1 연료 성분 변화 

일반적으로 금속 연료와 산화제로 이루어진 화약이나 추진제를 

비롯한 물질에 대한 노화를 다룰 때, 주요 노화 효과로 금속 연료의 

산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때 티타늄이나 지르코늄 같은 금속은 

반응성이 매우 좋고 민감하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금속들은 공기에 노출 되자마자 겉 표면에 얇은 산화 막이 

형성된다 [39, 4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속 연료에 대한 산화 

정도를 확인하기위해서 각 고에너지물질들의 금속 연료에 대해 

XPS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티타늄과 

지르코늄은 공기에 노출 시 산화 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THPP에서는 TiO2 신호를, ZPP에서는 ZrO2 신호만을 

측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상대습도와 노화 기간에 따라 산화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에 금속 연료의 산화 정도를 척도로 XPS를 

통해 노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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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은 THPP시료의 연료 즉, Ti에 해당하는 모든 XPS 

신호를 나타낸다. 본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크는 TiO2 (458.50 

eV, 464.19 eV)에 해당하는 피크로 노화를 시키지않은 샘플에서 

이미 TiO2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10주 

노화된 샘플까지는 TiO2가 소폭 증가하다가 12주 노화 시킨 

샘플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THPP시료의 

발열량은 12주 노화 시킨 샘플에서 10주 노화 시킨 샘플의 

발열량에 비해 20% 정도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발열량의 

감소 원인을 다음의 XPS 결과를 통해 연료의 급격한 산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그림 4.4는 상대습도를 달리하는 4가지 노화 조건에 따라 

ZPP의 연료인 Zr 원소에 대한 XPS 정량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ZPP 역시 노화 시키지 않은 시료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에 노출

되는 문제로 인해 표면에 ZrO2 산화 막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때, 열 노화와 RH 30%, RH 70% 조건에서는 ZrO2 증가가 

 

그림 ４.3 THPP 시료에서 Ti 원소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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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ratio를 기준으로 약 최소 30%에서 최대 40%정도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RH 100% 경우 12주 동안 노화가 진

행되었을 때, 노화 되지않은 샘플에 대비해서 최대 80%정도 ZrO2 

함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화 기간과 상대습도가 비례해서 증가

할 때, Zr의 산화 효과가 더욱 심화됨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ZPP가 높은 상대습도 조건에서 노화 될 때 발열량이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발열량 저하 효과

는 아래의 결과를 토대로 연료의 급격한 산화를 원인으로 들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４.4 ZPP 시료에서 Zr 원소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 (a) 열 노화, (b) 
RH 30%, (c) RH 70%, (d) R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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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산화제 성분 변화 

보통 추진제나 화약의 노화 효과와 성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금속 연료의 산화로 알려져 있으며, 금속 산화에 대한 연구 또한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금속 연료와 산화제는 혼합되어 최종 

품으로 출시되어 보관된다. 따라서 노화 과정에서 산화제는 금속 

연료에 산소를 제공하여 금속 연료의 산화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매개물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노화 효과에 의해 산화제가 

분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할 수 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연료와 산화제의 배합비에 변이를 일으켜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산화제 

성분 또한 고려해야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료뿐만 아니라 산화제 (KClO4)에 대해서도 

XPS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5는 THPP시료에 대해 산화제, 

즉 KClO4 (293.40 eV)에 대한 신호를 나타낸다. 산화제는 TiO2 

신호와 반대의 경향성을 가졌다. 10주 노화 시킨 샘플까지는 

KClO4를 의미하는 Cl 함량이 약간 감소하다가 노화 12주차 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THPP에 끼치는 수분 

노화의 효과로 산화제 분해 및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THPP샘플은 32%의 TiH2, 63%의 KClO4 

및 5%의 Viton b의 질량비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몰 비로 

환산해보면, TiH2와 KClO4는 1:0.709로 이루어져있다. 이때, 각 

시료의 구성성분 중 Ti와 KCl의 몰 비는 노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속 산화나 산화제 분해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XPS 실험 검증 과정에서 Ti:KCl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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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T0에 대한 Ti:KCl 비는 1:0.708의 값을 가지며, 

이때의 각 시료의 몰 비의 오차가 0.00014%로 XPS 실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가 신뢰성을 가짐을 검증하였다. 

한편 그림 4.6은 ZPP시료에서 노화가 산화제에 끼치는 효과를 

보여주고있다. 열 노화 시 KClO4를 나타내는 Cl함량은 노화가 진행

될수록 sample #Z0 대비 atomic ratio를 기준으로 약 88%, 77%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면 KClO3 함량은 약 20~30%, KCl 

함량 또한 약 30%정도 증가하였다. RH 30% 노화 조건의 경우에는 

KClO4 함량이 노화 기간이 길어질수록 sample #Z0 대비 약 2%, 5% 

정도 아주 소량 감소하였고, KClO3와 KCl 또한 약 3% 내외로 증가

하는 등 sample #Z0와 유사한 조성을 가졌다. 그런데 RH 70%로 

상대습도를 증가시키자 KClO4 함량은 sample #Z0대비 33%에서 

47%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KClO3은 약 24% 증가하다가 5% 

증가하며 증가세가 하락하였고, KCl 함량은 15%에서 64%로 급격

하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RH 100%의 경우 노화 기간이 길어질 

 

 

그림 ４.5 THPP 시료에서 산화제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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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KClO4를 포함한 KClO3와 KCl 모두 감소하는 경향성을 가졌

다. KClO4 함량은 12주 동안 노화 시킨 샘플에서 sample #Z0과 

비교해서 약 58% 정도 감소하였으며, KClO3는 그보다 더 한 66% 

가량 하락한 값을 가졌으며, KCl 함량 또한 약 10% 정도 감소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보아, RH 30% 경우를 제외하고 열 노화

와 수분열노화 모두 ZPP의 산화제인 KClO4에 대해 분해 반응을 일

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이 때, 산화제가 분해되거

나 악화되는 정도는 노화 기간과 상대습도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영

향을 받지만, 특히 상대습도 레벨이 증가할수록 산화제 노화 효과가 

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RH 100%의 경우 Cl 함량이 

sample #Z0에 비해 대폭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실 

 

그림 ４.6 ZPP 시료에서 산화제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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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루어보아 산화제가 수분 노화 과정 중에서 수분 또는 공기와 

반응하여 분해되거나 새로운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５장 노화 샘플에 대한 성능 또는 수
명 분석 

 

본 논문에서는 THPP시료와 ZPP시료에 대해 각각 다른 성능 분

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THPP는 XPS, DSC, 그리고 NASA 

Chemical Equilibrium with Applications (CEA) code [41]를 이용

한 실험적 발열량과 이론적 발열량의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ZPP는 DSC 데이터로 구한 활성화에너지와 발열량 값, 그리고 

van’t Hoff’s rule을 기반으로 한 가속 인자를 사용하여 특정 발열량 

값을 기준으로 하여 ZPP시료의 수명 계산을 진행해보았다. 

5.1 NASA CEA code를 통한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는 THPP시료에 대해서 발열량을 성능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성능 분석 실시 및 검증을 진행하였다. 

우선, XPS 정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THPP시료에 대한 수분 

노화의 효과를 다음 표 9와 같이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분 

노화가 진행될수록 연료 산화와 산화제 분해에 대한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반면 THPP시료에 대한 연공 비는 감소하였다. 

표 9와 같이 XPS로부터 구한 노화 기간에 따른 THPP시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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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iO2 KClO4 (F/O)molar 
#T0 14.0 33.4 1.07 
#T1 19.4 32.9 0.94 
#T2 32.2 30.7 0.60 

표 9 THPP 시료의 화학 조성 및 연공비 

 

대한 조성과 표 3에서 제시된 DSC로부터 추출한 발열량을 토대로 

THPP 열 성능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졌다. 발열량은 고에너지물질 

자체에서 연소 과정 중에 생산해내는 파라미터 중 하나로, 실제 연

구에서 노화된 추진제 또는 불꽃점화제의 특성 및 성능을 비교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9, 19]. 

실험을 통해 구한 발열량은 표 3과 그림 5.1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sample #T2, #T0, #T1의 순서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발

열량이 이 순서대로 변화하는 경향은 산화제에 대한 연료비의 경향

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9에 제시되어 있는 각 샘플에 대한 연공

비는 수분열노화의 효과로 인해 KClO4가 KClO3로 분해되었다고 가

정하여 각 시료에 대해 TiH2를 연료로 KClO4와 KClO3의 합을 산

화제로 설정하여 계산을 진행하였다. 

  이 때, sample #T1의 연공비는 0.94로 세 개의 샘플 중에서 

화학양론적비 1.0에 가장 가까운 값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연공비가 

화학양론적비에 가장 가까울수록 이론적으로 완전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최대이기 때문에 발열량이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근거로 본 실험에서 구한 sample #T1의 발열량이 가장 높

은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 반면, sample #T2는 연공비가 0.60으로 

화학량론적비에 가장 먼 값을 가지므로 반응열이 가장 낮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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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 실험으로 통해 구한 발열량과 일치하는 경

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DSC로부터 구한 실험 발열량 값을 검증하기 위해서, NASA CEA 

program[41]을 사용하여 각 샘플에 대한 이론적인 발열량을 구하

였으며, 각 시료에 대해 해당하는 이론 발열량 값은 표 10에 표기

되어 있다. 발열량이 고에너지물질의 성능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CEA program은 이 열 성능을 예측하는 데에 사

용되었다. CEA program은 1기압의 일정한 압력과 298.15 K의 온

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초기 값을 입력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노

화 지속 기간을 갖는 THPP샘플에 대한 반응열의 값은 XPS 실험

에 의해 추출된 조성을 토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CEA program으

로 인해 구한 이론적 반응열을 DSC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며, 본 논

문에서 진행한 실험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때 각 

시료의 생성 엔탈피는 Chase등[42]과 Zumdahl등[43]에서 제시되

어 있는 값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데이터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Case Sample Heat of reaction (J/g) 

Present experiment 
#T0 1848±102 
#T1 2178±218 
#T2 1749±175 

NASA CEA code 
#T0 190,443 
#T1 191,217 
#T2 186,830 

표 10 THPP 시료에 대한 DSC 실험 발열량 값과 NASA CEA code 를 
사용하여 구한 이론적인 발열량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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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Formation enthalpy (kJ/mol) 
TiH2 -144.35 

KClO3 -391.40 
KClO4 -430.12 

표 11 THPP 조성에 대한 생성 엔탈피 값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실험 및 CEA 데이터로부터 얻은 발열량은 

그 값에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경향성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때, CEA코드를 사용하여 얻은 열량은 수천 캘빈에 해당하는 단열

화염온도상태에까지 도달했을 때의 발열량을 의미하고, 실험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열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발열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험값과 이론 값의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발열량의 경향성 파악에 중점을 두었

다.  

  실험적, 이론적 결과 모두 sample #T1인 경우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을 가졌고, sample #T2 일 때에 가장 낮은 발열량 값을 가

졌다. 실험데이터와 CEA 데이터의 발열량의 변화 경향성이 유사했

기 때문에, 0주에서 12주 사이의 발열량 값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

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HPP시료에 대한 발열량은 해당 노

화기간동안 실제 노화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도 10주 노화 시킨 샘

플 부근에서 최대 발열량을 가지며 12주 이상 노화 시 발열량이 감

소하는 추세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샘플이 노화 될수

록 발열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제시하고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노화예측방법은 다음과 같다. DSC실험을 통

해 구한 실험적 발열량 값과, 실험에 직접 사용된 샘플 조성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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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량을 XPS기법과 NASA CEA program을 통해 구해 노화트렌드

를 1:1로 모델링하고 비교 및 검증을 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THPP추진제와 이론값의 발열량 증감 경향이 일치함을 확

인하였으며, THPP시료에 수분 노화를 가할 때, 노화 기간에 따라 

발열량이 선형적인 감소추세가 아니라 증가 후 감소하는 변동성 있

는 추세를 가졌는데, 이론 발열량도 이와 같은 추세를 보여 발열량 

위주로 추진제의 성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그림 ５.1 DSC 실험을 통해 구한 발열량과 NASA CEA 프로그램을 통해 
구한 이론적 발열량의 비교 

 

5.2 가속 인자를 이용한 수명 계산 

ZPP시료의 경우, DSC로부터 구한 활성화에너지 값과 발열량 

값을 토대로 노화된 ZPP시료에 대한 수명 계산이 이루어졌다. 

활성화에너지를 아레니우스식 기반의 관계식에 대입하여 가속 

인자를 얻게 되면, 그 가속 인자를 일반적으로 노화된 추진제의 

수명 계산에 사용되는 van’t Hoff’s rule [9, 44]에 대입하여 

활성화에너지에 따른 실제 수명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４１ 

이 때, 최적 수명에 대한 기준으로는 발열량을 설정하였고, 노화 

되지 않은 샘플의 발열량과 비교해서 노화된 샘플의 발열량이 약 

75% 수준의 발열량을 가질 때를 ZPP시료의 수명이 다했다고 

가정하였다. 보통 ZPP추진제를 제작할 때, 약 2배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설계와 공정이 이루어진다 [45].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50%의 발열량을 가져도 마진을 다하고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분 과 온도 외에도 진동, 충격, 온도사이클링과 같은 다양한 

노화조건들이 성능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열량 기준을 

75%로 설정하게 되었다. 

수명 계산 결과, 노화된 ZPP시료들은 그림 5.2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수적으로 발열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추진제나 점화제에 사용되는 노화 모델은 선형, 지수, 

로그, 멱수 모델 등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ZPP시료 모두 

지수노화모델을 따랐다. 지수노화모델은 식 (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수명 계산 과정 중에서 얻은 가속 인자와 수명 값은 표 

12에 제시되어 있으며, 노화 모델 fitting시 도출된 식과 그에 따른 

상수 값과 표준편차는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y =  +  (exponential model) (5) 

 

모든 ZPP시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상대습도레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차이가 

있었다. 열 노화 시킨 샘플은 상온 (25 ℃)에서 보관될 때 약 

170년동안 80%의 발열량을 유지하였다. RH 30%에서의 

조건에서는 열 노화 조건에서 노화된 샘플보다 급격하게 노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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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약 25년이 되는 시점부터 성능의 80%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발열량이 감소하는 

속도는 더욱 더 완만 해졌지만, 샘플 자체 발열량이 75% 이하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습도가 가장 높은 RH 100%의 

경우에는 발열량이 감소하는 속도가 가장 느렸지만, 발열량이 약 

70%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실제로는 2,000년 또는 넘어서 

10,000년 가까이 측정이 되었다. 이는 RH 100%에서 비이상적으로 

증가된 수명은 노화된 샘플이 수명이 가장 길고 안전한 시료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극심한 상태의 수분 노화로 인하여 감도가 매우 

높아지고 발열량이 작아져 불폭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게 더 적절할 것이다. 

모든 노화 조건을 종합해보았을 때, ZPP시료에 대한 전반적인 

수명은 약 118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반적인 탄약 또는 추진제에 

대한 보관 기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ZPP가 다소 고성능을 오랫 

 

그림 ５.2 노화된 모든 ZPP 시료에 대한 수명 예측 

 



 

 

 

４３ 

Sample 
No. 

AF  
(Acceleration 

factor) 

Heat degradation 
ratio (%) Life span (year) 

#Z1 3.5796 0.8449±0.1180 117.87 
#Z2 3.5945 0.8096±0.1370 180.22 
#Z3 3.5687 0.8739±0.1181 13.34 
#Z4 3.0941 0.7979±0.1243 27.67 
#Z5 3.3300 0.7909±0.1313 77.60 
#Z6 4.7247 0.8901±0.1071 48.49 
#Z7 3.8093 0.7799±0.1228 72.02 
#Z8 5.8257 0.6810±0.0634 1016.80 
#Z9 5.0070 0.8802±0.1126 63.33 

#Z10 8.3003 0.6880±0.0907 1943.00 
#Z11 9.4766 0.6648±0.1087 9523.80 

표 12 ZPP 시료에 대한 가속 인자 및 수명 데이터 

 

Aging type Root square (R2) Constant 
coefficient 

Standard 
error 

Thermal 
aging 1.0000 

=0.7664, =0.2337, =-0.0094 
- 

RH 30% 0.9752 
=0.7840, =0.2180, =-0.0777 

0.0132, 
0.0184, 
0.0147 

RH 70% 0.9216 
=0.6787, =0.3254, =-0.0130 

0.0335, 
0.0465, 
0.0036 

RH 100% 0.6276 
=0.6648, =0.3352, =-0.0011 

0.0971, 
0.1157, 
0.0018 

표 13 노화 모델 피팅 시 도출된 상수 및 표준편차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고에너지물질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 보관

될 시에는 온도와 습도 외 여러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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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제 수명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제６장 결    론 
 

고에너지물질 노화의 주된 이유로는 보관기간 동안 혼합 및 적재 

과정 중에 대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금속 연료의 산화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 진행된 고에너지물질에 대한 

가속노화연구에서는 수행된 열 및 수분 노화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THPP와 ZPP시료에서 이산화 티타늄과 지르코늄 결정의 바깥 껍질

에서부터 일부분이 산화되기 시작하고, 노화 시간과 수분 함량 모두

에 따라 금속 연료의 산화가 명백히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선, DSC 실험을 통해 노화 기간 및 상대습도 조건에 따른 

THPP와 ZPP시료에 대한 열적 반응에 대한 분석과 노화 기간에 따

라 발열피크들의 이동 경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THPP시료의 경우 

노화 될수록 바인더가 포함된 반응은 높은 온도 영역으로, 바인더가 

포함되지 않은 반응은 증가하다가 낮은 온도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ZPP시료의 경우 노화 될수록 낮은 습도레벨에서는 낮은 온도 영역

으로, 습도레벨이 증가할수록 높은 온도영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RH 70% 조건에서 16주 동안 노화 시킨 샘플에서 갑자기 

극변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경향성은 뒤에서 설명되는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 값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노화가 고에너

지물질의 감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열량 분석에서는, THPP의 경우 노화 10주차 때 

가장 최대 발열량 값을 가지고, 12주차 샘플에서는 급격히 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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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량을 가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10주 동안 수분 노화를 가한 

THPP시료가 수분 노화 효과에 의해 조성비가 변화하였고, 이 변화

한 조성비를 통해 계산된 연공비가 화학량론적값에 가장 가까운 값

을 가졌기 때문에 발열량 또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에너지물질에서 노화 효과는 무조건 발열량 감소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발열량 증가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

실을 제시할 수 있다.  

ZPP시료에 대한 발열량의 경우, 노화 기간과 상대습도정도에 따

라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가속노화조건에서 노출 시간이 가장 긴 

샘플에서는 약 30%의 발열량 감소가 목격되었다. 이러한 발열량의 

변화한 이유는 지르코늄의 산화, 산화제의 감소 및 노화 된 시료의 

화학량론적 조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RH 100% 조

건에서는 DSC 열분석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추가적으로 잔여 

산화제의 발열 분해 반응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 기

간이 길어질수록 발열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따랐다. 그리고 또한 수

분 노화는 열 노화에 비해 반응열 감소가 가속되어, 주 단위의 짧은 

노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열의 약 34%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8달 동안 열 노화 시킨 시료 (Sample #Z3)가 약 3달동안 수

분노화시킨 시료 (Sample #11)과 비슷한 발열량을 가지는 것을 보

면 RH 100%라는 조건이 발열량 감소를 약 2.7배정도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리드만 등전환법을 적용하여 노화된 THPP와 ZPP시료에 

대한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를 계산하였다. THPP의 경우는 바

인더가 포함된 반응과 포함되지 않은 주요 연소반응으로 나누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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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를 구하였는데, 바인더가 포함된 반응은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가 노화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메인 반

응은 발열량 변화와 같이 10주차 때 가장 높은 값을 갖다가 12주

차 때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노화 효과로 인해 THPP시료의 

연료 산화나 산화제 분해 현상이 발생하여 연소가 가능하기 위해서

는 더 높은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원자 및 분자간의 충돌 수가 증가하게 되며 반

응은 더 높은 온도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후에 이어서 발

생하는 메인 반응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KClO4의 분해 반응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분해된 산화제(KClO3)는 기존 산화제

보다 더 반응성이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증가된 KClO3

가 활성화에너지의 감소를 불러일으켰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 ZPP 시료 같은 경우 노화 기간과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높은 상

대습도가 ZPP 내에 존재하는 연료의 산화와 산화제분해에 영향을 

더욱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준다. 뿐만 아니라, 노화 기간과 

상대습도가 길어질수록 파라미터의 범위 또한 증가하였는데, 이는 

극심한 노화 조건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화학반응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표면분석기법으로 사용된 XPS 실험을 통해 고에너지물질

에 포함된 연료와 산화제 성분에 대해 정성, 정량분석을 진행해보았

다. 실험 결과로부터 THPP와 ZPP시료 모두 노화 기간이 증가할수

록 금속 연료의 산화와 산화제인 KClO4 분해 현상이 심화된다는 사

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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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물질 노화에 대한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의 변화 경향성

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 확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노화 될수록 고에

너지물질의 조성이 화학량론적인 값을 점차 벗어남을 확인함으로써, 

노화가 발열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있다. 

이러한 실험값을 바탕으로, THPP는 발열량 성능 분석을 ZPP는 

수명 계산을 진행하였다. THPP의 경우 DSC로부터 구한 실험 발열

량과 NASA CEA program에 XPS 기법으로부터 얻은 조성을 입력

하여 각 샘플에 대한 이론적인 발열량을 계산하고 비교 및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험적 발열량과 이론적 발열량은 일치하는 경

향을 가졌고, 실험으로부터 구한 발열량 값을 검증함으로써 노화 중

에도 발열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었다. 

 ZPP의 경우에는 DSC로부터 구한 활성화에너지 값을 이용하여 

가속 인자를 구하고, 이 가속 인자를 van’t Hoff’s 식에 대입하여 

각 노화된 ZPP샘플에 대한 실제 수명을 계산해보았다. 각 조건에서 

노화된 샘플들은 지수적으로 발열량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상대습도가 높아질수록 발열량이 감소하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

지지만 발열량은 기준 성능인 75% 이하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RH 70%나 RH 100%의 경우 수명이 몇 천년 가까이 

계산되는 것으로 보아, 높아진 활성화에너지가 ZPP샘플에 영향을 

미쳐 ZPP샘플이 발열량뿐만 아니라 감도 부분에서도 설계된 성능 

값을 벗어나는 수치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수명분석에서 

ZPP시료의 수명은 약 118년 정도 예상되지만, 원래의 기대 성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낮은 상대습도 조건에서 저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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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 노화와 자연 노화의 상관관계에서 적합성을 따지는 것에 대

해 회의적인 논쟁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고에너지물질에 대한 노

화 추세, 조성 변화, 산화 정도 등을 포함하는 노화 분석 기법에 대

해 온도 및 습도의 영향을 추가시켜 고에너지물질의 노화에 대한 

연소 성능 및 특성, 다양한 저장 조건에 대한 예상 수명 등의 유용

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비록 THPP시료는 많은 노화 조건에서   다

뤄지지 않았고, ZPP시료에서도 열 노화와 수분 노화 조건에서 노화 

기간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여 일대일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지만, 이 

부분들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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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the hygrothermal aging effects on the variation of thermodynamic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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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of energetic materials indicates the fuel oxidation, which 

can lead to performance degradation. The current study 

elucidates the aging effects of THPP (Titanium Hydride 

Potassium Perchlorate) and ZPP (Zirconium Potassium 

Perchlorate), one of the most common initiators. Various types 

of relative humidity (RH) should be considered to simulate actual 

aging phenomena accurately. Therefore, in this paper, thermal 

analysis and kinetic parameters were extracted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Surface analysis showed that as 

the aging period and RH increased, the fuel oxidized and the 

oxidant decomposed. Finally, reaction heat verification for THPP 

and lifetime prediction for ZPP were conducted. ZPP remained in 

performance for about 100 years, but at high RH, the life span 

was extremely extended and the heat value was also reduced. 

The result may lead to combustion failure, storage of ZPP at high 

RH may promote low heat value and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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