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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4가지의 분광분석법을 활용하여 파이로물질의 노화

를 연구를 수행하였다.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 (LIBS)을 통하여

연료의 사전 산화량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Zr을 연료로 포함하

는 ZrNi계 점화제 및 지연제에 대하여 ZrO 신호를 통한 검량곡선을

구축함으로써 ZrO2의 함량을 수치적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XPS와

XRD를 통해 물질의 각 요소의 노화에 따른 화학적인 영향을 조사

하였다. 이를 통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료의 산화와 산화제의

분해를 확인하였다. 반면, 수분 노화된 연료의 표면에 대한 SEM 분

석을 수행하여 수소취화와 같은 높은 습도조건이 유발하는 물리적

인 노화 매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광분석을 기반으로 수분

가속노화 수준에 따른 물질의 조성변화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NASA CEA (Chemical equilibrium application) 프로그램을 통한

반응열 (heat of reaction)을 평가하고 이를 기존의 열량분석법 결과

와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노화 수준에 따른 열 성능 저하를 추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분광분석을 통한 평가 기술은 파이로물질

의 노화 평가에 있어 기존의 열량분석법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어 : 파이로 물질, 노화, 분광분석법, 레이저 유도 플라

즈마 분광법 (LIBS), 반응열 (Heat of reaction)

학번 : 2018-2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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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파이로 물질 (pyrotechnic materials)은 일반적으로 연료, 산화제,

바인더로 구성되어 이들의 조합에 따라 설계된 발열 특성을 활용하

여 다양한 시간 지연 및 화학반응을 통해 높은 에너지의 폭발력을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민간 및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왔다. 이

에너지 물질은 광범위한 온도에서 온도의 상승에 따른 순차적인 열

생성과 이를 통해 의도된 성능을 정확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 보통 지르코늄 (Zr), 티타늄 (Ti), 붕소 (B), 알루미늄 (Al)과 같

은 여러 고반응성 금속들은 분말 형태에서 폭발적인 성질을 가지므

로 불꽃 혼합물에서 연료로 주로 사용된다. 풍부한 산소환경 조건에

서 이 금속들은 빠르게 연소된 후 높은 열 안정성과 화학적으로 불

활성인 금속산화물로 변하게 된다. 여기서 적절하게 선정된 산화제

는 분해과정에서 연속적인 산소 공급을 통해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

하며 파이로 시스템의 연소 효율을 더욱 향상시킨다. 이로 인해, 파

이로 혼합물은 고체 분말 형태에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방출시키

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제안되어왔다 [1, 2].

하지만, 파이로 물질의 장기 보관시 활성화 에너지가 크게 감소하

며 의도한 연소에서 벗어나는 노화 (ag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연소율 (burning rate), 반응률 (reaction rate), 발열량 (exothermic

heat) 등과 같은 열적 물성치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또한, 산화에 의

한 노화로 반응물의 사전소비가 이뤄지며 에너지 방출이 감소된다.

이로 인해 연소 불안정 또는 불발 (실화)과 같이 의도된 성능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파이로 산업에서 이러한 노화는 궁극적

으로 물질의 신뢰성 감소로 인한 수명저하와 예산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듯 파이로 물질의 노화는 비단 국방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슈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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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변화를 야기시키는 노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타겟 조건에 대한 노화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임

의의 샘플을 의도적으로 처리하는 가속노화기술이 활용된다. 짧은

기간 동안 조건부 노화가 진행된 샘플을 분석함으로써 물질의 저장

수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3, 4].

금속 연료/산화제로 구성된 파이로 물질에 대한 다양한 노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수분은 파이로 물질의 노화를 유발하는

유력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수분은 물질의 패키징 단

계 혹은 일반 보관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요인이며, 이에 초

점을 맞춘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Lee [5]는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FTIR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EM-eds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를 활용하여 50% 상대

습도 (RH, relative humidity), 71oC 조건에서 노화된 BKNO3

(boron/potassium nitride)를 분석하였고, 높은 습도가 붕소 표면에

산화물을 형성시켜 에너지 감소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원인으로 지

목하였다. 한편, Kim et al. [6]은 H2O 혹은 O2에 의한 산소공급이

증가됨에 따라 화염온도를 측정하여 순수한 Zr/KClO4가 다른 물질

에 비해 산화물 생성에 민감성이 높음을 증명하였다. 나아가, 산소

가 첨가됨에 따라 H, OH, ClO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Babar

et al. [7]은 70% 상대습도, 70oC 조건에서 노화된 Mg/NaNO3 고체

에 대하여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한 표면에 미

세 균열의 형성과 XRD (x-ray diffraction)에 의한 Mg의 산화를 확

인하였다. Oh et al. [8]은 DSC, XPS를 통해 노화 수준에 따른

Zr/KClO4의 동역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ZrO2의 증가에 따른 재료의

저장 수명을 추정하였다. Wang et al. [9]은 수분노화 수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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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제의 임계온도를 도출하고 파이로 물질의 열 안정성에 미치는

수분의 악영향을 밝혀냈다. Muhammad et al. [10]은 과염소산 암모

늄계 복합 추진제의 수분 함량이 인장강도 및 연성과 같은 물질의

기계적 물성치 저하를 유발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이전 연구

들은 수분이 파이로 물질의 연료 산화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하였으

나, 그 노화 메커니즘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지 못했다. 또한, 여기

서 분광분석은 열량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한된 방식으

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분광법을 활용하여 파이로 물질의 노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노화 수준에 따른 조성 및 열 성능을 추정하는

통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70% 상대습도, 71oC 조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노화된 ZrNi계 deivce에 활용되는 점화제 (pyrotechnic

igniter) 및 지연제 (pyrotechnic delay)가 분석되었다. 점화제의 경

우, LIBS의 ZrO 분자신호를 통한 연료의 산화량 분석이 수행되었

다. 여기서, AUC를 통한 분자신호의 변환과 표준샘플 (standard

sample)을 통한 검량곡선의 구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수분노화

수준에 따른 연료의 사전산화량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지

연제의 경우, 동일한 LIBS 접근법이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XPS와

XRD를 통한 화학적 노화메커니즘 규명을 수행하였다. 각 구성요소

마다 수분노화에 따른 화학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연료의 산화와 함

께 산화제의 분해를 증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였다. 이와 달리, 수

분노화된 샘플에 대하여 수행된 SEM 분석을 통해 크랙의 발생과

같은 물리적 노화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LIBS와 XPS 결과

를 기반으로 조성을 추정하여 노화 정도에 따른 물질 함량의 변화

를 수치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NASA CEA (chemical

equilibrium application)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정된 조성에 기반하여

물질의 열 성능을 예측하였다. 이는 기존의 열량분석법인 DS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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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파이로

물질 평가에 있어 제안된 분광분석법은 기존 열량분석이 수행한 열

성능 평가를 넘어 노화메커니즘 및 조성평가까지 효과적으로 수행

하였다.

제 2 장 ZrNi계 점화제의 노화 분석

2.1 실험 방법

그림 2.1 LIBS setup에 대한 계략도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은 레이저로 샘플을 조사시켜 소량의 ablation과

함께 플라즈마 상으로 여기시킨 후, excited state에서 ground state

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을 계측하여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분

광기법이다. 그림 2.1은 LIBS setup에 대한 개략도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64 nm Q-switched Nd:YAG laser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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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250-Ec, Applied Spectra Inc.)를 활용하였다. 이 때, 각 레이저

샷은 5 ns의 레이저 펄스 및 10 mJ의 에너지로 구성하였다. 빔 영

역의 발산을 줄이기 위해 beam expander를 두었으며, 색수차를 줄

이며 포커싱 하기 위해 15x manification objective (LMM-15X-P01,

Thorlabs)를 설치하였다. 각 레이저 샷마다 레이저 펄스 (5 ns), 레

이저 에너지 (10 mJ), 샘플에 조사된 레이저 크기 (100 μm) 및 조

사에너지 (2.54 × 1012 W/m2)를 일정하게 설정하였다. 한편, 분광부

의 경우 198∼1050 nm 플라즈마 파장대를 계측할 수 있는

6-channel charge coupled device spectrometer (CCD, Applied

Spectra Inc.)를 활용하였다. 샘플은 일정한 초점거리를 유지하는

xyz-stage 위에서 측정되었다. 이때, 분광계로 들어가는 광은 slit에

의해 스펙트럼 성분으로 분해되고, 이는 분할 된 픽셀에 따라 파장

의 함수로서 신호를 디지털화함으로써 해석된다. 각 스펙트럼은

nanosecond laser에서 발생하는 thermal effect에 대한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약 1 mm의 간격을 가지고 샘플에 조사된 100 번의 레

이저 샷으로부터 획득한 스펙트럼을 평균하여 구성하였다. 플라즈마

의 고온 고압에 의한 신호세기 변화를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기압과 온도 조절이 가능한 챔버를 사용하였다.

Component
Concentration (%)

#1 #2 #3 #4 #5 #6
ZrO2 100 80 60 40 20 0

Paraffin 0 20 40 60 80 100

표 2.1 ZrO2와 Paraffin binder의 혼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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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Component
Standard sample

Aging sample
Concentration (wt. %)

Pyrotechnic
igniter

Zr 41 x
Natural aging
for 1, 6, 7, 8 

years

ZrO2 41 (1-x)
Fe2O3 49
SiO2 10

(Note : x indicates Zr/(Zr+ZrO2) ratio (0<x<1))

표 2.2 LIBS 분석을 위한 표준 샘플 및 노화 샘플의 유형

표 2.1 은 ZrO2/Paraffin binder 혼합물에 대한 기본적인 화학 조

성을 나타낸다. LIBS 분석에 불활성물질인 파라핀 분말을 ZrO2 분

말에 혼합한 샘플이 ZrO 분자 신호를 확인하고 정량분석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표 2.2 는 ZrNi계 점화제에 대한 샘플 조건을 보여준다.

기본적인 조성은 Zr (41%), Fe2O3 (49%), SiO2 (10%) 이며, 두가지

유형의 샘플이 준비되었다. 표준 샘플의 경우 검량곡선을 통한 정량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고, 다른 구성요소의 조성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Zr: ZrO2의 비율을 조절해가며 구성하였다. 한편, 노화 샘플은

1∼8 년간 자연노화된 4가지 샘플로 준비되었다.

혼합 분말은 Spex model 3635를 통해 약 10톤에서 2.5분의 dwell

time과 1.5분의 release time에서 펠렛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평평한

표면을 만들어 일정한 초점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때, H와 C로 구성된 파라핀 바인더 (CnH2n+2)가 LIBS의 불활성 물

질이라는 특성과 분말간 결합을 위해 활용되었다. 각 펠렛 샘플마다

3 mg의 점화제와 3 g의 파라핀이 사용되었다.

한편, XRD 실험은 고해상도 X-ray diffractometer (HR-XRd,

Rigaku SmartLab, Japan)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Diffractometer는

Cu Kα (λ=1.541Å)를 사용하여 9 kW에서 작동되었다. 스캐너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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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미지 검출기 (Hypix-3000)

을 통하여 15∼90° 영역에서 0.5°/min의 스캔속도 및 0.02°/min의 스

캔 스텝으로 스펙트럼을 레코딩 하였다. 한편, XRD 패턴은 ICDD의

PDF-2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하는 Rigaku PDXL 응용 소프트웨

어를 통해 해석되었다.

2.2 실험 결과 및 분석

2.2.1 LIBS의 ZrO 분자 신호의 타당성 평가

그림 2.2 ZrO2: binder 혼합비에 따른 LIBS에 대한 ZrO 분자

신호 스펙트럼

Transitions Band origin (nm)
Experimental Theoretical

b3Φ4–a3Δ3 (0,0) 622.649 623.390
b3Φ3–a3Δ2 (0,0) 634.142 635.001
b3Φ2–a3Δ1 (0,0) 647.001 647.977

표 2.3 ZrO2 샘플에 대한 ZrO transition의 band origin에 대한

실험적 및 이론적 측정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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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ZrO 분자신호에 대한 validation을 위

해 ZrO2의 함량변화에 따른 ZrO 신호를 획득하였다. 그림 2.2는

ZrO2의 함량변화에 따른 LIBS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LIBS에 불

활성물질인 파라핀바인더가 일정한 함량을 유지시키기 위해 활용되

었다. 여기서, 다양한 ZrO transition 영역 중에서 약 623∼660 nm

에 해당하는 ZrO α (0,0) band의 b3Φ4–a3Δ3, b3Φ3–a3Δ2, b3Φ2–a3Δ1

subsystem에 대한 ZrO의 전이를 확인하였다 [11]. 이 신호는 Zr이

나 O와는 별개의 신호로써 Zr과 O가 breakdown 이후 plasma

cooling process에서 재결합될 때 Zr-O bonds로써 새로운 오비탈을

형성하며 발생한다. 또한, 전자 에너지 준위만을 가져 peak 신호를

가지는 Zr이나 O 원자가 아닌 회전 및 진동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어 다음과 같이 band 형태의 상당히 복잡한 신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금속-산소 결합에 대한 신호는 이전의 여러 문헌을 통하여

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밴드는 band origin 과 가까운 곳

에서 피크 값 이후 점차 감소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12-14]. 표

2.3은 ZrO transition에 대한 이론적인 값과 비교한 실제 측정된 값

에 대한 band origin을 나열하였다. 실험값은 새로운 전이가 확인된

지점에서 측정되었고, 전이 발생시 원자의 핵간거리의 차이로 인해

약간씩 변경될 수 있다 [15]. 예상한대로, ZrO2의 신호가 상승함에

따라 ZrO 신호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신호는

Zr:ZrO2의 비율에 의존한다.

한편, 그림 2.2에서 제시된 ZrO 신호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해

area under the curve (AUC)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우리

는 해당 지역의 AUC 결과에 대한 baseline으로 LIBS에 비활성 물

질인 파라핀 바인더의 스펙트럼을 설정하였다. 그림 2.3은 ZrO2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b3Φ - a3Δ 시스템의 ZrO α (1,0) bands의 검량

곡선을 나타냅니다. 이 때, OriginPro software (Origin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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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Pro 8.5.1, USA)를 통해 데이터 프로세싱을 수행하였다. 또한,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denoise method를 적용하였다. x축은 ZrO2

함량, y축은 AUC 결과값을 나타내며 y=289x-31 (R2=0.97)로 표현

된다. 여기서 R2은 검량곡선에 대한 linearity를 의미하며 신호에 대

한 정량분석 정확도를 의미한다. 그래프의 점과 선은 각각 AUC 결

과와 deviation을 의미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ZrO2 샘플의 LIBS분

석으로부터 분자 신호의 정량화가 가능하므로, 방법을 확장하여 파

이로 물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2.3 ZrO2 농도에 따른 ZrO 분자신호의 AUC 결과에 대한

검량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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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LIBS의 ZrO 신호를 통한 연료 산화량 추정

그림 2.4 점화제에 대한 LIBS 분석 (ZrO 분자신호). (a)

standard sample, (b) aging sample.

본 분자신호 검출 접근법은 노화된 파이로 물질의 신뢰성 평가와

관하여 ZrNi계 점화제 분석에 적용되었다. ZrO 분자 신호는

기본적으로 1) plasma cooling process에서 Zr과 O의 재결합과정,

2) 공기에 의한 O와 Zr의 반응 등에 의해 생성된다. 한편, ZrO

신호의 방출은 3)에서와 같이 비단 ZrO2 뿐 아니라 Zr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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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물질이 ZrO 신호 생성에 미치는 영향은 Zr과 ZrO2에

대해 다를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ZrO 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Zr가 ZrO2의 농도 변화에 대한 본 실험을

고안하였다. 그림 2.4는 점화제의 LIBS 스펙트럼에 대한 ZrO

신호의 결과이다. b3Φ-a3Δ system에 대한 3가지 subsystem에

해당하는 신호가 성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4(a)에서 ZrO2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ZrO의 신호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4(b)에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ZrO의 신호가

점차 커짐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둘을 매칭시켰을 때 점화제의

노화는 Zr의 ZrO2로의 산화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자신호를 통하여 Zr 및 ZrO2의 정량적인 함량을

산출하고자, 정량분석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area under the curve

(AUC) method를 통해 ZrO 신호를 적분의 형태로 변환시켰다.

여기서 baseline은 LIBS에 불활성물질인 순수한 파라핀바인더에

대한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2.4는 두 유형의 점화제의

ZrO 신호에 대한 AUC 결과이다. 또한, 표 2.4를 기반으로 구축된

검량곡선 및 노화샘플의 함량추정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 2.5에

나타내었다. x축은 Zr이 ZrO2로 노화된 정도를 나타내며

[ZrO2/(Zr+ZrO2)], y축은 AUC을 의미한다. 검량곡선은 y=269.7+6439

(R2=0.93)의 선형 직선으로 나타났다. 한편, aging sample에 대하여

수분에 의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ZrO2가 증가함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5는 그림 2.5를 기반으로 노화 수준에 따라

Zr이 ZrO2로 산화된 함량을 수치적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수분이

작용하였을 때 Zr은 ZrO2로 급격히 산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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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technic
igniter

Area under the curve
(AUC)

Standard deviation

Standard
sample

2:8 9645.0 920.4
4:6 8292.6 1557.6
6:4 6112.0 388.5
8:2 5362.3 399.8
10:0 4365.8 416.6

Aging
sample
(years)

1 4470.6 309.9
6 5397.0 589.5
7 6039.4 984.9
8 6648.8 899.5

표 2.4 점화제에 대한 AUC 결과

그림 2.5 표준샘플 (검은색)의 검량곡선 및 이와 비교한 노화샘

플 (빨간색)의 ZrO 신호에 기반한 AU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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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igniter
(weeks)

ZrO2 concentration (%)

2 43.6 [23.1]
4 62.7 [33.2]
6 72.3 [38.3]
8 78.2 [41.4]

표 2.5 노화된 점화제의 노화수준에 따른 ZrO2 함량 추정결과.

([-]는 점화제의 전체 조성에 대한 ZrO2 함량을 나타냄.)

2.2.3 XRD 신호를 통한 LIBS 결과의 타당성 평가

그림 2.6 점화제의 노화 수준에 따른 XRD 패턴

XRD는 x-ray 빔의 각도에 따라 산란된 강도를 관찰함으로써

표적 샘플의 화학적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성분분석에 사용된다.

그림 7은 ZrNi계 점화제에 대한 XRD 패턴을 나타낸다. JCPDS

37-1484에 의해 ZrO2 crystal phase (m-ZrO2)에 해당하는 2θ=24.2°,

28.2°에서 강한 회절 패턴을 볼 수 있다. 또한, 25.4°의 회절 패턴

강도의 차이는 ZrO2 결정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결핍된

산화지르코늄 (ZrO0.35)에서도 관찰되었다 (JCPDS 17-038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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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제에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ZrO2 회절 피크에 해당하는

신호들은 점진적인 상승을 이룬다. XRD 결과는 ZrO2의 상승을

보여주며 LIBS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시킨다.

제 3 장 ZrNi계 지연제의 노화 분석

3.1 실험 방법

그림 3.1 ZrNi계 지연제 노화 연구를 위한 분광분석 실험개략도

표 3.1은 ZrNi계 지연제의에 대한 기본적인 화학 조성과 LIBS 연

구를 위한 표준샘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지연제는 BaCrO4

(53%), Zr (15%), Ni (17%), KClO4 (14%), Rareox #14 (1%)로 구성

되어있으며, LIBS의 경우 Part 2 와 마찬가지로 다른 요소의 조성

은 일정히 유지한채 Zr: ZrO2의 비율을 조정해가며 구성하였다. 노

화 샘플의 경우, 70% 상대습도, 71oC에서 가속노화된 4가지 샘플로

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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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Ni계 지연제 분석을 위해 LIBS, XPS, XRD, SEM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때, LIBS와 XRD의 실험 방식은 Part 2의 점화제

연구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XPS 분석에는 AXIS SUPRA 장비 (Kratos Analytical Ltd.,

UK)를 사용하였다. 해당 장비는 높은 에너지 해상도에서 단색

알루미늄 Kα x-ray 소스를 수행한다. XPS 스펙트럼 구성은 20

eV의 pass energy에서 순수한 은의 Ag3d5/2에 기초하여

보정되었다. 또한, 챔버 내 샘플은 xyz 방향과 θ, Φ 회전으로

정교하게 작동되었다. 샘플 분석 챔버와 load-lock 챔버는 각각

5×10-10과 5×10-8 torr로 낮게 유지되었다. 나아가, binding energy에

대한 모든 원소 정보는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었다.

SEM 분석은 25일 노화된 지연제의 ZrNi 합금의 표면특성이 30

kV 가속전압과 진공 조건하에서 FE-SEM (JEOL JSM-7800,

Japan)에 의해 추정되었다. 매우 높은 수준의 S/N 비율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빔의 초고해상도 mode를 통해 샘플 표면을

관찰하였다. SEM 이미지는 전자 에너지를 감지하기 위한 상부

전자 검출기 (UED), 상부 2차 전자 검출기 (USD), channeling

contrast를 획득하기 위한 후방 산란 전자 검출기 (BED) 그리고

조명 효과에 대한 표면 거칠기의 정보를 얻기 위한 대물렌즈

Substance Component
Standard sample

Aging sample
Concentration (wt. %)

Pyrotechnic
igniter

Zr 41 x
Natural aging
for 1, 6, 7, 8 

years

ZrO2 41 (1-x)
Fe2O3 49
SiO2 10

(Note : x indicates Zr/(Zr+ZrO2) ratio (0<x<1))

표 3.1 LIBS 분석을 위한 지연제의 표준 샘플 및 노화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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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하부 전자 검출기 (LED)를 통해 획득되었다.

한편, 분광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열량분석법인

DSC를 통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상용화된 DSC (Mettler Toledo

Inc., DSC-3 모델)를 사용하여 30∼600oC 의 온도 범위에서 열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열 흐름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ICTAC

(International Confederation for Thermal Analyses and

Calorimetry standards)에 따라 획득되었습니다. 또한, 일정한 열 속

(10 K/min) 및 N2 flow (80 mL/min)하에 표준 피어싱 된 알루미늄

팬 (40 um의 직경)에서 소량의 샘플 (2 mg)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DSC 곡선은 실험을 세 번 평균화하여 플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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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결과 및 분석

3.2.1 노화메커니즘 규명

3.2.1.1 LIBS 분석

그림 3.2 LIBS의 ZrO 신호로부터 수분노화 수준에 따른 Zr 연료

산화량 추정과정. (a) ZrO 신호 획득, (b) 검량곡선 기반의 ZrO2
함량 추정, (c) 노화수준에 따른 Zr 및 ZrO2 함량변화.

그림 3.2는 LIBS를 통한 Zr의 산화수준을 결정하는 실험과정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전체적인 과정은 점화제에서와 동일하다.

먼저, 그림 3.2(a)에서처럼 표준샘플과 노화샘플에 대한 ZrO

분자신호를 획득하였다. ZrNi계 지연제에서 ZrO 분자 신호는

b3Φ-a3Δ 시스템의 b3Φ4-a3Δ3과 b3Φ3-a3Δ2 subsystem에 대한 ZrO α 

(1,0)에 해당하는 623∼634, 634∼647 nm에서 명확하게 관측된다.

표준샘플의 경우 ZrO2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ZrO 신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노화 샘플에서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ZrO 신호가 상승하였다. 한편, 그림 3.2(b)에서는 검량곡선을 통한

ZrO2 함량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표준샘플의 AUC 결과를 바탕으로

검량곡선을 구축하였고, 이를 노화샘플과 매칭함으로써 함량을

예측하였다. 여기서 선형 피팅은 방정식 y=177.4x+12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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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97)을 따른다. 그림 3.2(c)는 수분 노화가 진행됨에 따른 Zr과

ZrO2의 함량변화를 나타내었다. 수분에 의해 Zr이 ZrO2로 사전산화

되는 것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3.2.1.2 XPS, XRD 분석

그림 3.3 다양한 수준의 수분 유발 노화에서 ZrNi계 지연제의

Cl2p3/2 XPS 피크.

XPS와 XRD 분석은 노화에 따른 각 구성요소의 화학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림 3.3은 수분가속노화에 따른 KClO4

에 대한 XPS 결과이다. 여기서 KClO4의 낮은 조성으로 인해 XRD

에서는 분석이 힘들었다. 샘플의 Cl2p3/2 XPS 스펙트럼은 208.30

eV, 205.90 eV, 197.80 eV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노

화되지 않은 pristine 샘플에서 KClO4와 함께 KClO3와 KCl이 관측

되는데 이는 상온에서도 분해가 될수 있는 약한 Cl-O 결합에서 기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KClOx (0≤x≤

4)의 모든 함량이 감소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KClOx의 물에

대한 높은 용해성에서 기인한다. Hori et al [17]은 KClO4로부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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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된 ClO4-가 Fe metal을 FeO 혹은 Fe2O3로 산화시키며 Cl-로 전환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역시 ZrNi 합금에 효과적으로

용해된 KClO4로부터 생성된 ClO4-이 Zr과 Ni을 산화시키며 Cl-로

환원되었다. 이후, 수분가속노화에 의한 탈수과정으로 인해 용해된

ClOx-는 종래의 고체상의 KClOx로 쉽게 변환되지 않기에 총 KClOx

함량은 감소하게 된다. 결국, ZrNi계 지연제에 흡수된 수분은 KClO4

를 용해시키고 이후 ZrNi 합금 표면의 환원과정을 통해 K+ 및

ClOx- (0≤x≤4)로의 변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3.4 수분 노화 수준에 따른 BaCrO4 관련 성분에 대한 스펙

트럼 결과. (a) XPS, (b)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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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는 BaCrO4와 관련된 성분들의 수분가속노화에 따른 화

학적 변화를 나타냈다. 그림 3.4(a)의 XPS에서 576.70 eV에서 Cr2O3

신호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578.80-579.10 eV에서 BaCrO4 신호의

감소와 함께 나타난다. 여기서 Cr2O3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명확하

게 관찰된다. 한편 그림 3.4(b)에 표시된 XRD 패턴에서 BaCrO4 (2

θ=41.5°, 42.1°, 46.1°, 47.8°, 53.6°)와 Cr2O3 (2θ=50.1°, 54.5°, 58.9°)의

주요 피크가 명확히 확인된다 (JCPDS files 15-0376, 38-1479) [18,

19]. XPS 결과와 마찬가지로 XRD 결과 역시 수분 노출 수준에 따

라 BaCrO4와 Cr2O3 신호가 점진적으로 변화된다. 이 두 성분은 Cr

과 관련된 유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과도한 수분 조건에서 BaCrO4가

Cr2O3로 감소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BaCrO4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

성 조건에서 Ba2+ 및 CrO42-로 이온화되어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 

여기서, 수소 이온의 유입은 물질의 환원에 필수적이다. 수소이온

은 Henry’s law에 따라 가속노화과정 혹은 물에 용해된 CO2로부터

생성된 H2CO3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20].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여전히 추론적이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후, Le Chatelier’s principle에 따라 CrO42-는 Cr2O72-와 공존하

게 되며, Cr의 일부 원자가는 6에서 3으로 감소한다. 가속노화과정

에서 탈수 및 산화시 Cr (iii)은 크롬 (iii) 산화물 (Cr2O3)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다습한 산성조건하에서 Ba와 Cr2O3로 이온화 된

BaCrO4의 분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연제의 열 성능을 크게 감

소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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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수분 노화 수준에 따른 Zr과 Ni 관련 성분에 대한 스펙

트럼 결과. (a) XPS (Zr-related), (b) XPS (Ni-related), (c)

XRD (Zr-related), (d) XRD (Ni-related).

한편, Zr 및 Ni과 관련된 성분에 대한 XPS, XRD 결과를 그림

3.5에 나타내었다. 금속 연료의 화학적 변화는 그림 3.5(a, b)와 같이

Zr3d 및 Ni2p 피크에서 확인된다. Zr의 사전산화가 그림 3.5(a)에서

와 같이 Zr-3d5/2 (약 182.20eV) 및 Zr-3d3/2 (약 184.00eV)에 해당

하는 한 쌍의 궤도 이중선에서 명백하다. 그림 3.5(b)에서 약 855.0

eV 영역에 대한 신호는 노화 수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데, 이는

NiO와 Ni(OH)2의 혼합 신호를 의미하며 니켈의 노화가 수분에 노



- 22 -

출됨에 따라 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1]. XRD 결과에 대한 그

림 3.5(c, d)는 XPS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며 수분에 노출된 수준

에 따라 Zr 및 Ni의 산화물 형성을 보여준다. 그림 3.5(c)에서,

m-ZrO2 결정상 (2θ=24.2°, 28.2°, JCPDS #37-148429)의 형성이 노

화에 따라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25.4 °에서 산소가 결핍된 금

속산화물인 ZrO0.35가 형성되고 강한 회절 신호가 발생함이 확인 할

수 있다 (JCPDS #17-0385) [22]. 반면에, 그림 3.5(d)에서와 같이

NiO 신호는 8일 수분가속노화된 샘플부터 확인 가능하다 (2θ=37.3°,

43.3°, JCPDS #47-1049) [23].

초기 샘플에 대한 상당량의 ZrO2 신호는 금속의 낮은 전기음성도

와 산소의 높은 전자 친화도로 인해 산화막을 즉시 형성함으로써

발생한다 [24]. 확산 장벽 (diffusion barrier)으로서 작용하여 흡착된

산소는 금속내로 천천히 침투하여 산화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

차 두꺼워진다 [25]. 또한, 수분 및 산화제의 존재하에 해당 반응은

촉진된다. 나아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속과 ClO4-의 반응은

산화의 주요 요인이다. 그리고, 크랙 형성시 표면적이 증가함으로써

산화에 의한 노화가 악화 될 수 있는데 이는 추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Zr의 산화 달리 Ni의 산화는 수분 수준과 상대적으로 독립

적이다. Ni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XRD에서 NiO에 대한 낮은

신호강도는 산소 환경에 대한 금속의 높은 내부식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혹은 니켈 산화물이 높은 수분 조건에서 수산화물로

전환 될 수 잇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분 노출에 의한 NiO 신호의

증가는 산화물 층의 성장보다는 표면적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가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수분은 ZrNi 합금의 사전산화를 상당

히 가속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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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SEM 분석

그림 3.6 25일 수분가속노화된 샘플의 ZrNi 표면에 대한 SEM이

미지로부터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결함들. (a) micro-voids, (b)

cracks along grain boundary, (c) Major crack.

그림 3.7 수소취화 원리에 대한 개략도

그림 3.6은 25일동안 노화된 샘플에 대한 ZrNi 합금의 표면에서의

여러 유형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준다. 노화되지 않은 샘플과는

달리, 노화된 ZrNi 합금은 수소취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은 수소취화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다량의 H2O 조건은 hydrogen-ass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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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ing을 생성하기 위한 수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26].

반응성이 높은 ZrNi 합금은 운송이나 보관 중에 형성된 미세한

균열로 인해 H2O의 침입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KCl이 용해되어

생성되는 Cl-이온은 pitting corrosion을 야기할 수 있어 금속에

구멍을 뚫으며, 이는 ZrNi 합금에서 H2O의 침투를 가속시키게 된다

[27]. 그 후, 흡착된 수분으로부터 금속안으로 수소의 유입이

이루어진다. 수소 원자는 높은 확산성으로 인해 ZrNi 합금의 격자

구조를 따라 결정립 경계로 확산되어 결정립 응집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합금이 가지는 불순물은 기재 (Zr, Ni)와의 결합 불량을

야기하여 결정립계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 있기에, 수소 원자는

dislocation이나 작은 공극 등의 구조적 결함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후,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소가스가 형성되어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 합금이 심각하게 분리된다. 결국, 해당 크랙은

합금의 표면 에너지를 감소시켜 연료 표면적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수분의 영향을 받는 연료의 성능은 의도된

설계사양에서 벗어나게 된다.

3.2.2 조성 추정

본 연구에서는 앞선 분광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ZrNi계 지연제의

조성을 추정하였다. 표 3.2은 스펙트럼 결과로부터 수분가속노화에

따른 ZrNi계 지연제의 함량을 나열한다. 산화제와 관련된 성분 조성

은 XPS 분석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Zr 및 ZrO2의 함량은 LIBS 분

석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Ni의 산화는 Zr의 산화와 동일한 수준으

로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였다. Rareox #14의 경우, 매우 낮은 조성으

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료의 산화 및 산화제의 분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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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열 성능 추정

반응열 (heat of reaction, ΔH)은 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

인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3.2로부터 주어진 성분의 함량을

NASA CEA (chemical equilibrium application) 프로그램을 통하여

ZrNi계 지연제에 대한 반응열을 추정하였다. 계산에 필요한 엔탈피

요소는 Chase et al. [28]과 Cheetah [29]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하였

다. 여기서, 연소 반응에서 BaCrO4는 다른 구성요소와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지연 시간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총 질량만이 고

려되었다.

한편, 분광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보편적인 열량

분석법인 DSC를 통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림 3.8은 ZrNi계 지연

제의 수분가속노화에 대한 DSC 결과를 보여준다. 지연제에 대한

DSC 곡선은 약 325∼550oC 범위에서 ZrNi 합금과 KClO4로 인한

두 개의 부드러운 피크가 특징이다. Heat flow는 노화되지 않은 샘

플에서 가장 높으며, 노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DSC 결과

에 대하여, 반응열은 각 샘플에 대한 반응온도 범위에서 발열 피크

에 대한 tangential-sigmoidal 기준선을 구성함으로써 계산된다. 지

Aging condition 0 days 8 days 15 days 25 days

Fuel

Zr 14.22 8.85 7.33 6.47
ZrO2 0.78 6.15 7.67 8.53
Ni 16.11 10.03 8.31 7.33
NiO+

Ni(OH)2
0.89 6.97 8.69 9.67

Oxidizer

BaCrO4 52.27 50.34 48.92 46.84
Cr2O3 0.72 2.66 4.08 6.16
KClO4 8.07 7.16 6.56 5.19
KClO3 3.83 3.12 2.82 2.53
KCl 2.11 1.53 1.23 0.86

표 3.2 분광분석 결과로 추정한 수분가속노화에 따른 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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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의 연소에 대한 동적 계산은 AKTS (advanced kinetics and

technology solutions)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3.8 수분가속노화에 따른 ZrNi계 지연제에 대한 DSC 곡선.

표 3.3은 분광분석과 열량분석을 통해 계산된 ZrNi계 지연제의 수

분가속노화에 따른 반응열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반응열은 두 방

법 모두에 있어 노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그 order

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DSC의 작동온도 한계에서

비롯한다. 먼저, DSC 실험은 비이상적인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KClO4는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였다. KClO4는 1000도 이상에서

완전히 분해되지만 이는 DSC의 작동 온도보다 높기 때문이다.한편,

BaCrO4는 1500도 이상인 높은 분해 온도로 인해 DSC 장치 내에서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발열을 흡수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되며

이는 결국, 반응열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열 분해율 (heat degradation ratio, ΔHaged/ΔHno-aged)은 노화

되지 않은 샘플의 반응열 대비 노화된 샘플의 반응열의 비율을 나

타내어, 노화되지 않은 샘플에 대한 노화된 샘플의 엔탈피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 될 수 있다. 여기서, 분광분석을 통한 계산된 반응열

의 감소 추세는 열량분석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다. 분광분석 결과에

따른 노화된 샘플의 열 분해율은 60.41%, 49.81%, 45.48%이며,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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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경우, 65.04%, 54.59%, 49.70%만큼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

다. 그림 3.9는 두 방식을 통해 추정한 수분가속노화 수준에 따른

열 분해율을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두 방법으로 얻은 유사한

결과로부터, 수분으로 인한 저온 화학반응의 변화 (650oC 미만)가

ZrNi계 지연제의 열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

다. 또한, ZrNi계 지연제의 열 성능 추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분광기법을 통한 접근결과는 기존의 열량분석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3.9 분광분석 및 열량분석을 기반으로 추정한 열 분해율

(heat degradation ratio, %)

Aging
days

Spectroscopic Calorimetric
Heat of 
reaction

[J/g]

Heat
degradation

ratio (%)

Heat of 
reaction

[J/g]

Heat
degradation

ratio (%)
0 1,998.1 100 684.7 100
8 1,207.1 60.4 445.4 65
15 995.3 49.8 373.8 54.6
25 908.7 45.5 340.3 49.7

표 3.3 분광분석 및 열량분석을 기반으로 추정한 열적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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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파이로 물질의 노화에 수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노화 메커니즘, 조성, 열적 물성치를 추정할 수 있는 분광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LIBS의 ZrO 분자신호는

Zr:ZrO2의 비율에 따라 세기가 변하였으며, 수분가속노화가 진행됨

에 따라 신호가 증가하였다. AUC method와 검량곡선을 활용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하여 노화수준에 따른 연료의 사전산화량을 수치적

으로 계산하였다. 한편, XPS와 XRD 분석으로 연료의 사전산화 및

수분으로 인한 산화제의 분해인 화학적인 변화를 파악하였고, 화학

적인 노화메커니즘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KClOx는 수분에 의해 지

속적으로 분해되었고, BaCrO4 중 소량은 Cr2O3로 환원되었다. 또한,

Zr은 ZrO2, Ni은 NiO와 Ni(OH)2로 산화가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반

면, SEM 분석을 통해 수소취화현상으로서, 높은 습도조건에서 ZrNi

합금의 표면으로부터 침투한 수소이온이 연료에 균열을 발생시켜

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물리적인 노화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광분석에 기초한 조성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열적 물성치를

NASA CEA 코드를 통해 계산하였다. 또한, 이러한 열량 측정 결과

가 기존의 열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을 때, 반응열의 크기에는 차이

가 존재하였지만, 이들의 비율인 열 분해율을 통해 분석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분광기법을 통하여 파이로 물질의 열적 물

성치와 더물어 노화메커니즘과 조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

후 연구의 기초 분석방식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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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ging study on pyrotechnic materials using

spectroscopic analysis

Ji-Hoon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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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aging of pyrotechnic materials was studied by

using four spectroscopic methods. The pre-oxidation amount of

fuel was quantitatively estimated through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ZrO2 content was numerically

determined by constructing a calibration curve through ZrO

signals for ZrNi-based igniter and delay containing Zr as a fuel.

Meanwhile, the chemical effects of aging of each element of the

material were investigated through XPS and XRD. Through this,

as the aging progressed, the oxidation of fuel and the

decomposition of oxidant were confirmed. On the other hand,

SEM analysis of the surface of hygrothermally aged fuel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physical aging mechanism caused by

high humidity conditions such as hydrogen embrittlement. Based

on the spectroscopic analysis, the composition change of the

material according to the moisture acceleration aging level was

identified. In addition, the heat of reaction was evaluated by

NASA Chemical Equilibrium Application (CEA) program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conventional calorimetry. The



- 33 -

spectroscopic evaluation technique utiliz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more information than the conventional

calorimetry in aging evaluation of pyrotechnic materials.

Keywords : Pyrotechnic materials, Spectroscopic methods,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Heat of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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