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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에너지물질의 노화는 흔히 연료의 산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성능

저하를

개시제로

초래할

손꼽히는

수

있다.

THPP

본

연구에서는

(Titaniuum

가장

Hydride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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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하였으며,
증가할수록

통해

표면분석기법을

연료가

산화되고

통해

열분석
노화

산화제가

및

반응속도상수를

기간과

상대습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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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번: 2017-2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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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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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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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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노화라고

성분

일반적으로

변화들이
일컫는다.

발생하게
그리고

이

되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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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
#T1
#T2

Aging condition
Temperature Relative
Aging
(℃)
humidity duration
10 weeks
71
100%
12 weeks

Utilized
in XPS

Aging type

O
O
O

Unaged sample
Hygrothermal
aging

표 1 THPP 시료에 대한 노화 조건

６

Sample
No.
#Z0
#Z1
#Z2
#Z3
#Z4
#Z5
#Z6
#Z7
#Z8
#Z9
#Z10
#Z11

Aging condition
Temperature Relative
Aging
(℃)
humidity duration
4 months
8 months
2 weeks
30%
8 weeks
16 weeks
71
2 weeks
70%
8 weeks
16 weeks
2 weeks
100%
4 weeks
12 weeks

Utilized
in XPS
O
O
O
O
O
O
O
O
O
O

Aging type
Unaged sample
Thermal aging

Hygrothermal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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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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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등전위방법

계산

방법으로

(differential

구성되는데,

isoconversional

대표적으로
method)과

적분등전위방법 (integral isoconversional method)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식 (1)을 통해 등전환법을 대표할
수 있다.

da
æ -E ö
= A exp ç
÷ f (a )
dt
è RT ø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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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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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 const
dt
da
æ -E ö
b
= A exp ç
÷ f (a )
dT
è RT ø

(2) [29]

b=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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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에너지와 빈도 인자 값을 보여준다.

１０

얻은

전환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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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１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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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
æ da ö
ln ç
÷ = ln[ f (a ) Aa ] RTa ,i
è dt ø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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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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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만

활성화에너지값과

등전환법이

빈도

인자값을

내장되어있는

AKTS

도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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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고

종료하는

시점의

베이스라인

순간을

종류는

반영하기위해

반응이

sigmoidal

tangential 형태를 사용하였다 [5].
3.1.1 THPP
그림

3.1은

sample

#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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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THPP시료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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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
#T1
#T2

Heat of reaction (J/g)
1848±102
2178±218
1749±175

Aging type
Hygrothermal aging
(RH 100%)

표 3 THPP 시료에 대한 발열량 값

Sample No.
#Z0
#Z1
#Z2
#Z3
#Z4
#Z5
#Z6
#Z7
#Z8
#Z9
#Z10
#Z11

Heat of reaction (J/g)
2721±213
2299±116
1934±54
2378±110
2171±142
2152±161
2422±79
2122±142
1853±14
2395±95
1872±81
1809±131

Aging type
Unaged
Thermal aging
Hygrothermal aging
(RH 30%)
Hygrothermal aging
(RH 70%)
Hygrothermal aging
(R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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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있기

때문에

수

때보다

낮은

활성화에너지값이

온도에서도
내려가는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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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H2+KClO4

첫

[36]이며

두

번째는
번째는

29/71의
32.4/67.6의

비율로
비율로

섞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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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
#T1
#T2
#T0
#T1
#T2
TiH2+KClO4
TiH2+KClO3

Eα range
(kJ/mol)
124-173
156-181
172-197
246-321
243-316
198-244

Eaver
(kJ/mol)
142.50
161.35
186.30
266.05
294.42
220.32
535.90
341.50

R2
0.9933
0.9951
0.9970
0.9911
0.9923
0.9720

Reaction type
Viton reaction

Main reaction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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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0
#Z1
#Z2
#Z3
#Z4
#Z5
#Z6
#Z7
#Z8
#Z9
#Z10
#Z11

Eα range
(kJ/mol)
130-170
91-148
61-108
113-197
100-118
94-128
132-244
123-188
27-323
135-174
159-251
167-302

Eaver
(kJ/mol)
140.84
125.47
89.81
125.17
111.13
118.36
152.78
133.47
173.39
158.49
208.22
221.26

R2

Aging type

0.9963
0.9967
0.9942
0.9923
0.9969
0.9937
0.9879
0.9958
0.9608
0.9885
0.9899
0.9975

Unaged
Thermal aging
Hygrothermal
aging (RH
30%)
Hygrothermal
aging (RH
70%)
Hygrothermal
aging (R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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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
#T1
#T2
#T0
#T1
#T2

A range
(1/s)
15-23
20-25
23-28
32-43
31-44
24-32

Aaver
(1/s)
18.54
21.54
25.86
35.00
40.33
28.30

R2
0.9933
0.9951
0.9970
0.9911
0.9923
0.9720

Reaction type
Viton reaction

M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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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0
#Z1
#Z2
#Z3
#Z4
#Z5
#Z6
#Z7
#Z8
#Z9
#Z10
#Z11

A range
(1/s)
14-24
12-31
2-21
11-29
8-20
7-31
14-38
12-33
0-74
14-48
15-34
5-35

Aaver (1/s)

R2

Aging type

17.13
14.91
8.56
15.21
11.86
13.41
20.00
16.66
24.50
17.12
24.40
13.94

0.9963
0.9967
0.9942
0.9923
0.9969
0.9937
0.9879
0.9958
0.9608
0.9885
0.9899
0.9975

Unaged
Thermal aging
Hygrothermal
aging (RH
30%)
Hygrothermal
aging (RH
70%)
Hygrothermal
aging (R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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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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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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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
#T1
#T2

TiO2
14.0
19.4
32.2

KClO4
33.4
32.9
30.7

(F/O)molar
1.07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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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nt experiment

NASA CEA code

Sample
#T0
#T1
#T2
#T0
#T1
#T2

Heat of reaction (J/g)
1848±102
2178±218
1749±175
190,443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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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H2
KClO3
KClO4

Formation enthalpy (kJ/mol)
-144.35
-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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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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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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ZPP시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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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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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Acceleration
factor)
3.5796
3.5945
3.5687
3.0941
3.3300
4.7247
3.8093
5.8257
5.0070
8.3003
9.4766

Sample
No.
#Z1
#Z2
#Z3
#Z4
#Z5
#Z6
#Z7
#Z8
#Z9
#Z10
#Z11

Heat degradation
ratio (%)

Life span (year)

0.8449±0.1180
0.8096±0.1370
0.8739±0.1181
0.7979±0.1243
0.7909±0.1313
0.8901±0.1071
0.7799±0.1228
0.6810±0.0634
0.8802±0.1126
0.6880±0.0907
0.6648±0.1087

117.87
180.22
13.34
27.67
77.60
48.49
72.02
1016.80
63.33
1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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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４８

참고문헌
[1] Sućeska, M, et al. Study of mechanical properties of naturally
aged double base rocket propellants. Cent. Eur. J. Energ. Mat.
7, 47-60 (2010).
[2] Ganev, R. & Glavchev, I. IR spectroscopy characterization of
single-base propellants during their natural aging. J. Tech.

Phy. 45, 301-8 (2004).
[3] Nazarenko, O. B., Amelkovich, Y. A. & Sechin, A. I.
Characterization of aluminum nanopowders after long-term
storage. Appl. Surf. Sci. 321, 475-80 (2014).
[4] Sanborn, W., Boyd, D., Sorensen, D. & Quebral A. The
Accelerated Aging of the Pyrotechnic Materials THPP and
ZPP. In 44th AIAA, ASME, SAE, and ASEE Joint Propulsion
Conference and Exhibition (2008).
[5] Kim, Y., Ambekar, A. & Yoh, J. J. Toward understanding the
aging

effect

of

energetic

materials

via

advanced

isoconversional decomposition kinetics. J. Therm. Anal.

Calorim. 133, 737-744 (2017).
[6] Judge, M.D. An investigation of composite propellant
accelerated ageing mechanisms and kinetics. Propellants

Explos. Pyrotech. 28, 114-119 (2003).
[7] Oyumi, Y., Kimura, E. & Nagayama, K. Accelerated aging of
plateau burn composite propellant. Propellants Explos.

Pyrotech. 22, 263-268 (1997).
[8] Sorensen, D. N., Quebral, A. P., Baroody, E. E. & Sanborn,

４９

W.B. Investigation of the thermal degradation of the aged
pyrotechnic

titanium

hydride/potassium

perchlorate.

J.

Therm. Anal. Calorim. 85, 151-156 (2006).
[9] Trache, D. & Khimeche K. Study on the influence of ageing
on thermal decomposition of double-base propellants and
prediction of their in-use time. Fire Mater. 37, 328-336
(2013).
[10] Kivity, M., Hartman, G. & Achlama, A. Aging of HTPB
propellant. In 41st AIAA, ASME, SAE, and ASEE Joint
Propulsion Conference and Exhibition (2005).
[11] Christiansen, A., Layton, L. & Carpenter, R. HTPB
propellant aging. J. Spacecr. Rockets. 18, 211-215 (1981).
[12] Rouch Jr, L.L. & Maycock, J. N. Explosive and pyrotechnic
aging

demonstration.

NASA

Report,

NASA-CR-2622,

(1976).
[13] Gorzynski Jr, C. S. & Maycock, J. N. Explosives and
Pyrotechnic Propellants for Use in Long-Term Deep Space
Missions. J. Spacecraft. Rockets 11, 211-212 (1974).
[14] Lee, J. W. et al. Study on the Aging Mechanism of Boron
Potassium Nitrate (BKNO3) for Sustainable Efficiency in
Pyrotechnic Mechanical Devices. Sci. Rep. 8, 11745 (2018).
[15] Poulsen, B., Rink, K., Rink, K., "Modeling the energy release
characteristics

of

THPP

based

initiators",

46th

AIAA/ASME/SAE/ASEE Joint Propulsion Conference &
Exhibit, 2010.
[16] Lee, J. S. et al. A study of zirconium/potassium perchlorate

５０

primer mixtures. Thermochim. Acta, 173, 211-218 (1990).
[17] Bement, L. J. Multhaup HA. Determining functional
reliability of pyrotechnic mechanical devices. AIAA journal
37, 357-363 (1999).
[18] Babar, Z.U.D. & Malik, A.Q. Accelerated ageing of SR-562
pyrotechnic composition and investigation of its thermo
kinetic parameters. Fire Mater. 41, 131-141 (2017).
[19] Brown, S.D. et al. Studies on the ageing of a magnesium–
potassium nitrate pyrotechnic composition using isothermal
heat flow calorimetry and thermal analysis techniques.

Thermochim. Acta 401, 53-61 (2003).
[20] Lee, J. et al. Aging Mechanism of Zirconium Potassium
Perchlorate Charge in Pyrotechnic Mechanical Devices.

Nanosci. Nanotech. Let. 10, 735-740 (2018).
[21] Kadiresh, P. & Sridhar, B. Experimental study on ballistic
behaviour of an aluminised AP/HTPB propellant during
accelerated aging. J. Therm. Anal. Calorim. 100, 331-335
(2009).
[22] Wang, L., Shi, X. & Wang, W. The influences of combinative
effect of temperature and humidity on the thermal stability
of pyrotechnic mixtures containing strontium nitrate as
oxidizer. J. Therm. Anal. Calorim. 117, 985-992 (2014).
[23] Guo, S., Wang, Q., Liao, X. & Wang, Z. Study on the influence
of moisture content on thermal stability of propellant. J.

Hazard. Mater. 168, 536-541 (2009).
[24] Tuukkanen, I. M. et al. A study of the influence of the fuel

５１

to oxidant ratio on the ageing of magnesium–strontium nitrate
pyrotechnic compositions using isothermal microcalorimetry
and thermal analysis techniques. Thermochim. Acta 426,
115-121 (2005).
[25] Oh, J., Ambekar, A., & Yoh, J. J. The hygrothermal aging
effects of titanium hydride potassium perchlorate for
pyrotechnic combustion. Thermochim. Acta 665, 102-110
(2018).
[26] McDonald, B. A. Study of the effects of aging under humidity
control on the thermal decomposition of NC/NG/BTTN/RDX
propellants. Propellants

Explos.

Pyrotech. 36,

576-583

(2011).
[27]

Dupont,

https://docplayer.net/storage/40/21066967/1542079679/kk
Ym4obz_8UYYEBCvkCOJQ/21066967. pdf.1-25 (2010).
[28] Standard: Criteria for Explosive Systems and Devices on
Space

and

Launch

Vehicles

(AIAA

S-113-2005).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AIAA,
Reston, VA, (2005).
[29] Vyazokin, S. B. et al. ICTAC Kinetics Committee
recommendations for performing kinetic computations on
thermal analysis data, Thermochim. Acta 520, 1-19 (2011).
[30] Vyazokin, S. B. et al. ICTAC Kinetics Committee
recommendations

for

collecting

experimental

thermal

analysis data for kinetic computations, Thermochim. Acta
590, 1-23 (2014).

５２

[31] Lyon, R.E., Safronava, N., Senese, J., & Stoliarov, S.I.,
Thermokinetic model of sample response in nonisothermal
analysis, Thermochim. Acta 545, 82-89 (2012).
[32] Friedman, H. L. Kinetics of thermal degradation of char‐
forming plastics from thermogravimetry. Application to a
phenolic plastic. J. polym. sci., Polym. symp. 6, 183-195
(1964).
[33] AKTS AG, http://www.akts.com. AKTS-Thermokinetics
software.
[34] Ambekar, A. & Yoh, J. J. Chemical kinetics of multicomponent pyrotechnics and mechanistic deconvolution of
variable activation energy. P. Combust. Inst. (In press)
https://doi.org/10.1016/j.proci.2018.05.142 (2018).
[35] Lu, K.T. & Yang, C. C. Thermal Analysis Studies on the
Slow‐Propagation Tungsten Type Delay Composition System.

Propellants Explos. Pyrotech. 33, 403-410 (2008).
[36] Shamsipur, M., Pourmortazavi, S. M., Roushani, M. & Beigi,
A. A. Thermal behavior and non-isothermal kinetic studies
on titanium hydride–fueled binary pyrotechnic compositions.

Combust. Sci. Technol. 185, 122-133 (2013).
[37] Rudloff, W. K. & Freeman, E. S., Catalytic effect of metal
oxides on thermal decomposition reactions. II. Catalytic
effect of metal oxides on the thermal decomposition of
potassium chlorate and potassium perchlorate as detected by
thermal analysis methods. J. Phys. Chem. 74, 3317-3324
(1970).

５３

[38] Ambekar, A. & Yoh, J. J. Kinetics deconvolution study of
multi-component pyrotechnics. Thermochim. Acta 667, 2734 (2018).
[39] Brochu, M. et al. Pressureless reactive sintering of ZrB2
ceramic. J. Eur. Ceram. Soc. 29, 1493-1499 (2009).
[40] Zhang, Y. et al. Surface characterizations of TiH2 powders
before and after dehydrogenation. Chen, Appl. Surf. Sci. 410,
177-185 (2017).
[41] B.J. McBride, S. Gordon, and B.J. McBride, NASA Ref. Publ.
1311 184 (1994).
[42] Chase MW, National Institute of S, Technology. NISTJANAF

thermochemical

tables.

[Washington,

D.C.];

Woodbury, N.Y.: American Chemical Society;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1998).
[43] Zumdahl, S. & DeCoste, D. J. Chemical principles: Nelson
Education; 2012.
[44] Bohn, M. A. Prediction of In‐Service Time Period of Three
Differently Stabilized Single Base Propellants. Propellants

Explos. Pyrotech. 34, 252-266 (2009).
[45] Standard: Criteria for Explosive Systems and Devices on
Space

and

Launch

Vehicles

(AIAA

S-113-2005).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AIAA,
Reston, VA, (2005).

５４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hygrothermal aging effects on the
variation of thermodynamic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Juyoung Oh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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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