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다물질 해석 기법을 이용한 금속의

압력 및 온도 기반 연소 코드 개발

및 적용

2021 년 1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우주항공공학과

한 상 엽



다물질 해석 기법을 이용한 금속의

압력 및 온도 기반 연소 코드 개발

및 적용

지도 교수  여 재 익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1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우주항공공학과

한 상 엽(성명)

한상엽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 년 12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i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금속을 다량 함유한 고에너지 물질의 압력 기반 연소 및

온도 기반 연소를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금속이 가지는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고에너지 물질 내에서 가지는 후연소 효과, 등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금속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속의 연소

반응식을 압력 기반과 온도 기반의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Ignition & 

Growth 모델, 아레니우스 모델을 적용하였다. 각각에 대해서 금속을

첨가한 고위력 폭약의 폭압 예측, 고체 추진제의 용융층(Melt 

layer)에서의 구조적, 열적 거동 모사를 주제로 수치해석을 진행했다.

금속, 고전 폭발물, 공기, 바인더 등의 다물질 해석을 위해 물질 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Level-set method 와 Ghost fluid method가 코드에

적용되었다. 압력 기반의 반응식으로 해석을 진행한 경우, 연소

방정식에 사용되는 계수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금속 및 고에너지물질의 함량이나 종류에 따라 반응 메커니즘이 달라져

anaerobic 반응이 우세해질 경우 압력 기반의 반응식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지만 적절한 상황에 적용된다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금속 연소를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도 기반의 반응식으로

해석을 진행한 경우, 금속 입자 반응 생성물 가스로 인한 유체역학적

압력의 생성과 입자의 변형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열압효과(Thermobaric effect), 금속 첨가 고위력 폭약(Metal 

augmented charge), 금속 입자 표면 연소(Metal particle surface 

burning), 레벨셋 기법(Level-set method), ZPP, 메조스케일

수치해석(Meso scale simulation)

학   번 : 2020-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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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본 연구에서는 금속을 다량 함유한 고에너지 물질의 압력 기반 연소 및

온도 기반 연소를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기존 연료 및 폭발물에 비해

마이크로 금속 입자들이 가지는 매우 높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Al, Zr, 

B 그리고 Mg과 같은 금속입자들의 연소 특성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금속 입자의 반응은

파티클의 크기, 기계적 물성치, 화학반응 특성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Sippel[1] 등은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알루미늄 입자의 표면 연소를

촬영하고 나노 알루미늄, 각진 형태의 알루미늄, 구형의 알루미늄과

코팅된 알루미늄의 서로 다른 연소 특성을 확인했다. Beckstead[2,3]는

알루미늄이 함유된 고체 추진제 내에서 알루미늄의 수치해석 연소

모델을 제시했다. 고에너지 물질 내에서 반응하는 알루미늄의 경우는

김보훈[4,5] 등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이들은 메조스케일에서 레벨셋

기법을 활용하여 폭발물 내부에 함유되어있는 알루미늄의 후연소 반응을

수치적으로 모사했다.

본 연구는 금속 입자의 연소를 압력에 의해 주도되는 반응과 온도에

의해 주도되는 반응 두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고에너지물질에

함유된 금속의 연소가 대표적인 압력 주도 반응으로, RDX, HMX, TNT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적인 화약의 1차 폭굉 후 생성되는 열압효과에

의해 Al, Mg, Zr과 같은 금속 입자가 후연소하게 된다. 하지만,

열압효과에 따른 금속 입자의 연소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고폭화약의 종류에 따라 aerobic 과정 및 anaero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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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비율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물질의

압력 기반 화학식을 금속에 적용하여 입자의 후연소에 의한 압력을

예측하는 코드의 기반을 마련했다.

로켓 부스터, PMD(Pyrotechnic Mechnical Device) 등에 자주

사용되는 고체 추진제에서 금속 연료의 온도 기반 연소가 이루어지게

된다[6]. 이 경우에는 고폭약의 연소인 폭굉(detonation)과 달리 매우

느리게 폭연(deflagration)하기 때문에 온도 기반의 아레니우스 식을

적용하여 해석되었다. 과거 선행논문에서는 고체 입자를 하나의

연속체로 가정하여 macroscale 및 continuum scale에서의 해석을 통해

추진제의 연소 속도를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는 mesoscale에서 입자의

크기와 기계적인 특성을 각각 고려했다. 따라서 금속 입자들이 연소할

때 받는 응력으로 인해 일어나는 변형과 그에 따른 연소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1.2.1. 압력 기반 연소

그림 1과 그림 2는 고전 화약 RDX의 폭발로 인해 점화되는 Al의 압력

기반 연소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그림 1 RDX에 의해 점화되는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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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l 압력 기반 연소 메커니즘

RDX에 강한 flyer를 통해 충격파를 가하면, RDX는 강한 폭굉파를 내며

step 1에 따라 폭발하게 된다. 뒤이어 Al은 step 2에 따라 그 폭굉파의

영향으로 강한 충격파를 받게 되어 점화된다. RDX와 맞닿아 있는 앞부

분이 가장 먼저 연소를 하게 되고 그 연소의 영향으로 나온 강한 압력으

로 인해 가장 바깥쪽의 알루미늄도 순차적을 반응하게 된다.  

1.2.2. 온도 기반 연소

그림 3은 금속 입자들의 온도 기반 표면 연소의 개략도를

보여준다[7,8]. 외부 열원에 의해 가열된 표면에서 금속 입자들은 빠른

속도로 반응하며 생성물 기체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 위로 상승하게 되고

동시에 아직 반응하지 않은 저온의 고체 추진제에 열전달을 통해

아래층의 입자들이 뒤이어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석에서는 ZPP 

(52wt% Zr, 42wt% KClO4, 5wt% Viton B, 1wt% graphite)가 고체

추진제로 사용되었다. 참고논문 [9]에서 촬영한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미지에 따르면, 제조공정에서 고체 연료 Zr과

산화제 KClO4는 서로 뭉쳐 하나의 큰 원형의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생긴 각각의 덩어리들 사이를 Viton으로 불리는 바인더가

채운다. 따라서 Zr 과 KClO4를 하나의 큰 예혼합된 고체 연료라

가정하고 그림 3과 같은 개략도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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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체 추진제 내부 금속 표면 연소 개략도

제 2 장 압력 기반 연소

제 1 절 수치해석 기법

2.1.1. 지배방정식

2차원 직각좌표계에서의 압축성 오일러 방정식의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아래의 식 (1), (2)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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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x yu u 는 각각 밀도, x,y 방향으로의 속도이다. , ,E Ql 는 각각

운동에너지가 포함된 단위 질량당 총 에너지, 1 step 반응의 생성물 질

량분율, 단위 질량당 반응열을 의미한다. 반응률은 뒤에 언급할 Ignition 

& Growth 관계식에 압력 및 밀도에 따라 계산되었다. RDX와 Al에 적

용되는 초기조건, 상태방정식과 반응률 계산식이 전부 다르게 때문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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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사이의 경계면 추적이 필수적인데 이를 레벨셋 기법(Level-set 

method)을 통해 계산하였다. 위의 모든 편미분 방정식의 시간 이산화에

는 3차 정확도의 Runge-Kutta 방법이 사용되었고 공간 이산화에는 충

격파와 같은 불연속면의 계산 정확도를 높이는데 주로 사용되는 3차 정

확도의 Essentially Non-Oscillatory 방법[10]이 사용되었다.

2.1.2. 상태방정식

위의 지배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해 각 물질에 대한 상태방정식이 필수적

이다. 고체 상태의 아직 반응을 완료하지 않은 RDX와 Al에 대해서는

식(3)과 같이 충격파 하의 고체의 압력을 잘 예측하는 Mie-Grüneisen 

상태방정식이 사용되었다. RDX 폭굉으로 인한 생성물 기체의 경우는 폭

굉생성물의 상태방정식으로 잘 알려진 JWL(Jones-Wilkins-Lee) 상

태방정식이 식(4)에서와 같이 사용되었다.

(3)

(4)

식(3)의 μ = ρ/ρ0 – 1 이고 c0는 고체 내의 소리 속도를 의미한다. s0 는

Hugoniot의 기울기이고 Γ0 는 Mie-Gruneisen gamma이다. 식(4)의

A, B, R1, R2, w는 폭발물에 따른 JWL의 계수이고 열화학적 평형상

태를 계산하는 CHEETAH 코드로부터 아래의 표 1과 같은 계수를 얻

었다.

표 1 상태방정식 계수 – RDX, Al

[ ]2 0
0 0 0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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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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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RDX Al

물성치 ρ0 (kg m−3)

cv (J kg−1 K)

1910

1100

1770

170

Mie–Grüneisen

계수

c0 (m s−1)

s0

Γ0

3070

1.79

0.7

5451.8

1.29

1.97

JWL 계수

A (GPa)

B (GPa)

R1

R2

w

409.435

7.47

3.61

1.04

0.37

5510

-3.09

7.0

2.0

0.37

또한, 반응 중인 물체의 압력은 질량분율에 따라 mixture rule을 통해

식(5)와 같이 계산되었다.

(1 ) unreacted reactedp p pl l= - +    (5)

2.1.3. 압력 기반 연소 반응 모델

RDX와 Al의 압력 기반 연소는 폭발물의 연소율을 잘 계산하는 것으

로 알려진 Ignition & Growth 관계식[11]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Ignition & Growth 관계식의 너무 많은 계수로 인해 최적화가 힘들다

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행논문에서 검증된 간단화된 Ignition & 

Growth 관계식[12]이 실제로 아래의 식(6)과 같이 사용되었다.

(1 ) (1 )a bI G Pl l m l= - + -&    (6)

I, a, G, b는 반응모델의 계수를 의미하고 μ = ρ/ρ0 – 1로 물질의 압축비

율을 의미한다. P는 압력 기반 연소 모델의 압력을 의미한다. RDX는

잘 알려진 고전 폭약으로서 아래의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검증된

계수가 존재하지만 폭발 메커니즘이 완벽히 규명되지 않은 Al은 세

개의 케이스를 나누어 수치해석을 진행했다. 

표 2. Ignition & Growth 관계식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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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RDX Al(case 1) Al(case 2) Al(case 3)

I(μs-1)

a

G(μs-1Mbarb)

b

58

4.0

380

1.1

0.33

4.0

755

1.995

2

3.0

100

1.995

2

3.0

0.03

0.1

2.1.4. 경계면 추적 기법

고체 물질 간의 경계면을 추적하기 위해 아래의 식(7)로 계산되는 레

벨셋 기법을 사용하였다.

0V
t

f
f

¶
+ ×Ñ =

¶

ur
  (7)

f 는 각 노드에서 물질의 경계면까지 이르는 거리를 나타내는 레벨셋

함수이다. 여기서 물질의 내부에 있다면 f < 0이 되고 물질의 바깥쪽

에 있다면 f > 0이 된다. 물질 경계면에서의 f 값은 0이 되고 식(7)

을 보존방정식에서 도출되는 속도 벡터에 따라 계산하여 각 노드에서

의 레벨셋 값을 계산함으로서 물질의 경계면을 추적하게 된다. 보존방

정식의 변수들은 물질의 경계면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하게 된다. 

특별히, 물질 경계에서의 엔트로피의 불연속면은 충격파 계산의 수치

해석 오류의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매우 세밀한 계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물질 경계면에서 Ghost fluid method가 개발되었다. Ghost 

fluid method의 자세한 적용은 선행논문 [13]를 참고할 수 있다.

제 2 절 하이드로코드 검증

2.2.1. 실험 및 수치해석 도메인

고전 폭약 RDX의 개활지에서의 폭풍파 위력 측정은 잘 알려진 실험으

로 선행 연구에 의한 데이터가 존재해 본 연구에서 쓰인 하이드로코드에

대한 검증으로 쓰이기 적합하다. 아래의 그림 4와 같은 개활지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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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X에 의한 폭풍파의 압력 측정을 수치해석하고 실험데이터와 비교했

다.

그림 4 개활지 2kg RDX 폭풍파 측정 실험

2kg의 RDX를 1.57m 높이에서 폭파시켜 동일 높이에 각각 3m, 5m, 

7m, 9m 떨어진 압력 센서에서 위력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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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결과

그림 5 개활지 2kg RDX 폭풍파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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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각 시간대에서의 압력 컨투어를 보여준다. 초기 RDX의 폭

발로 인해 퍼져나가는 충격파와 그것이 바닥에 부딪혀서 생성되는 반

사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반사파는 입사파보다 빠르기

때문에 입사파와 반사파가 만나면서 생성되는 강한 압력의 불연속면인

Mach stem이 형성되고 Triple point 또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3m, 5m, 7m, 9m의 각 압력 센서에서의 시간에 따른 압력을

보여준다.

그림 6 폭풍파 수치해석 압력 그래프

처음 폭풍파를 지날 때 빠르게 최대 압력에 도달하고 서서히 감소하다

가 그 뒤에 반사파에 의해 두 번째 국소 최대 압력을 받는다. 3m 지

점은 폭발물과 매우 가까이 있어 처음 들어오는 충격파가 반사파에 비

해 굉장히 강하지만, 5m 및 7m 지점은 반사파에 의한 압력이 입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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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9m 지점

은 mach stem의 높이가 1.57m보다 커서 단 하나의 압력 최대값을

가지는 것이 확인된다. 표 3은 각 지점에서의 실험값과의 최대압력 비

교를 나타낸다.

표 3. 폭풍파 수치해석 압력 비교

압력 센서 수치해석 압력(kpa) 실험 측정 압력(kpa)[14] 오차

3m 지점

5m 지점

7m 지점

9m 지점

276.4

159.5

149.8

138.9

274.6

163.6

147.2

137.7

0.6%

2.5%

1.7%

0.8%

제 3 절 수치해석 결과

2.3.1. 수치해석 도메인

아래 그림 7은 원통형의 RDX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의 Al의 폭발시험

을 나타낸 것이다. 원통형의 닫힌 vessel 내에서 이루어진 실험으로

RDX의 폭발에 의한 Al의 연소를 확인한다. Al의 연소 방정식 계수는 위

표2에서의 case1, 2, 3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림 7 RDX, Al 폭발실험의 수치해석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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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결과

아래의 그림 8-1,2,3은 2.1.3의 표2에서 각각의 case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8-1 RDX, Al 폭발실험의 수치해석 case 1 결과



13

그림 8-2 RDX, Al 폭발실험의 수치해석 case 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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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RDX, Al 폭발실험의 수치해석 case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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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case1의 결과 해석도

Case 1의 경우, 알루미늄은 RDX의 폭굉으로 인한 충격파로 인해

2700kg/m3의 초기 밀도에서 3100 kg/m3의 밀도까지 압축되는 것이 확

인되었다. 하지만 Ignition 단계에 머무를 뿐, Growth 단계까지 진전되

지 못하고 고체 상태의 Al이 RDX의 폭발 생성물 가스로 인해 밀려나기

만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다음의 그림 9-2는 Case 2의 수치해석 결과

에 대한 해석도이다.

그림 9-2 case2의 결과 해석도

반면, case2의 경우는 Growth 단계까지 발전했으나 초기에 강한 충격

파가 지나가는 짧은 시간동안 Al의 반응이 마무리되었다. 만약, Al에 충

분하게 강한 압력과 온도가 주어지고 anaerobic 반응이 전체 반응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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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아

니다.

그림 9-3. case3의 결과 해석도

Case3의 경우는 Al이 Ignition을 거쳐 Growth까지 발전하면서 그 반

응 속도가 case2의 경우보다 느려 90%의 Al이 연소하는데 약 2ms

의 시간을 소요했다.

제 4 절 결론

금속을 다량 첨가한 고에너지물질이 가지는 여러 이점으로 인해 많은

선행 연구에서 금속 첨가물의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해왔다. 고에너지

물질의 폭굉에 의한 반응성 금속은 크게 공기를 포함한 aerobic 반응

과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고에너지물질의 폭굉 생성물 가스와 반응하

는 anaerobic 반응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anaerobic 반응은 굉

장히 빠른 시간내에 일어나며 기존의 온도에 의한 반응식으로 해석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체 Al을 I&G 모델을 통

한 압력 기반 반응식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코드를 제작하였다. Al을

I&G 모델로 해석한 결과 여러가지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실

험값과의 비교를 통해 계수의 최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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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의 함량이 매우 높아질 경우 공기와의 aerobic 반응이 전체 반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이러한 코드 기반의 해석은 힘들 것이라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anaerobic 반응이 지배적인 폭약에 대해

계수의 최적화를 이루어낸다면 비교적 간단한 모델식을 통한 해석으로

빠르게 Al의 반응으로 인한 압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 온도 기반 연소

제 1 절 수치해석 기법

3.1.1. 지배방정식

2.1.1의 지배방정식과 동일한 보존방정식으로 구성되었다.

3.1.2. 상태방정식

지배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해 각 물질에 대한 상태방정식이 필수적이다.

Melt layer에 있는 금속 입자와 바인더는 모두 액체상태라 가정하고 식

(8)와 같이 Tait 상태방정식이 사용되었다. 또한, 금속 입자의 연소 생

성물 기체에는 식 (9)와 같이 Nobel-Able 상태방정식이 적용되었다.

0

(( ) 1) An
unreactedP B

r

r
= - +     (8)

( 1)
reacted

e
P

v b

g -
=

-
     (9)

반응 중의 금속 입자는 mixture rule에 따라 그 압력이 계산되었다. 아

래의 표 4는 상태방정식 계수를 나타낸다.

표 4 상태방정식 계수 – Zr + KClO4, Viton B

계수 Zr + KClO4 Vit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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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치 ρ0 (kg m−3)

cv (J kg−1 K)

3806

536

1770

170

Mie–Grüneisen

계수

A(MPa)

B(MPa)

n

0.1

1.36

2.55

0.1

2.5

4

JWL 계수
g
b

1.2

0.001

1.2

0

3.1.3. 온도 기반 연소 반응 모델

온도 기반 연소 반응식은 in-house 열량 측정 장치(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를 통해 추출되어 단일 단계 전체 반응 메커니

즘에 활용되었다. 식(10)에 나와있는 아레니우스 법칙을 따른다.

( ) exp( )aEAf
RT

l l= -&    (10)

열량 측정 장치를 통해 추출된 pre-exponential 계수 ( )Af l 와 활성

화 에너지 aE 는 l 에 대한 함수로 아래의 그림 10와 같이 나타난다.

온도는 보존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 총 에너지와 속도로부터 아래와

같은 식(11)을 통해 되었다.

2 20.5( )v x yE C T u u= + +     (11)

그림 10. ZPP 아레니우스 식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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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치해석 결과

3.2.1 0D 수치해석

2차원 해석을 하기 전에 반응으로 인한 운동량을 무시하고 아래의 식

(12)와 (13)을 이용하여 0차원에서 수치해석을 진행했다.

T
C Q

t t

l
r

¶ ¶
= -

¶ ¶
     (12)

( ) exp( )a
E

Af
t RT

l
l

-¶
=

¶
     (13)

비열 C는 536J/kg-K, DSC 실험에서 반응열 Q는 2721kJ/kg으로 측

정되었다. 그림 11는 초기 온도가 900K으로 설정되었을 때, ZPP의 시

간에 따른 반응률 및 온도를 나타낸다.

그림 11. 900K으로 가열된 ZPP의 온도 및 반응률 그래프

ZPP의 반응시간은 약 2.7ms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전체 반응시간 중

에서 초기의 대부분의 시간은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고 약

1500K에 도달했을 때, 반응 속도가 순간적으로 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을 마쳤을 때에 단열 화염 온도는 4517.9K으로 계산되었

다.

3.2.2 2D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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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ZPP 단일 입자 해석 결과



21

그림 13. ZPP 다중 입자 해석 결과

0차원 수치해석에 의하면, ZPP는 1500K부터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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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용융층(melt layer)를 중심으로 본 2차원 수치해석에서는 용융

층의 입자와 바인더의 초기 온도를 1500K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2은

1500K의 용융층에서 단일입자가 다른 입자의 어떠한 방해도 없을 경

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준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금속 입자는 생

성물 기체의 압력으로 인해 공기의 경계로 올라간다. 또한, 반응이 진

행되는 동안 입자의 압력은 빠르게 변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반응

표면에서는 3MPa의 압력을 유지한다. 

그림 13는 실제 ZPP의 금속 입자와 바인더 간의 질량분율을 맞췄을

때의 용융층에서의 반응 양상을 나타낸다. 1µs의 입자를 살펴보면, 반

응 표면에 가까운 입자들은 빠르게 응집하는 반면 용융층의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입자들은 비교적 긴 시간동안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µs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구조적 변형은 거의 일어

나지 않고 느린 속도로 반응을 지속한다. 또한, 압력 컨투어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초기 1.5µs에는 300MPa에 해당하는 매우 큰 압력이 형

성되었다가 반응 생성물 기체가 확장하면서 서서히 줄어든다. 아래의

그림 14는 포인트 1~3에서의 시간에 따른 압력 그래프를 나타낸다.

포인트 1~3의 위치는 각각 (x,y) = (0.15mm, 0.1mm), (0.15mm, 

0.25mm), (0.15mm, 0.5mm)이다.

그림 14. Point 1,2,3의 압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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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용융층에 아랫부분에 가까울수록 강한 압력을 받게된다. 하지

만 5µs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구조적 거동이 마무리되고 반응이 느려

지면서 모든 포인트에 20MPa의 압력이 유지된다.

제 3 절 결론

금속 연료의 용융층에서의 구조적, 열적 거동에 대한 메조스케일 수치

해석이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는 주로 금속 입자를 완벽한 원형으로 가

정한 뒤 해석을 진행하거나 혹은 비교적 얇은 용융층을 무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level-set 및 ghost fluid method를 활용하여 물질간의 경

계면을 추적하고자 했다. 수치해석 결과, 금속 입자 반응 생성물 가스

로 인한 유체역학적 압력의 생성과 입자의 변형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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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Investigation on Pressure and 

Temperature Based Metal Combustion using 

Multi Material Analysis Method 

`Sangyeop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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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pressure-based combustion and temperature-

based combustion of high-energy materials containing large 

amounts of metals were numerically analyzed. Metal is used in 

various fields due to their high energy density and after burning

effect in high-energy materials. In this paper, Ignition & Growth 

model and Arrhenius model were applied by dividing the combustion 

of metal into two types, pressure-based and temperature-based.

For multi-material analysis such as metals, classical explosives, air, 

and binders, the Level-set method and the Ghost fluid method that 

track the interface between materials were applied to the code. For 

pressure-based combustion, various types of results were obtained 

depending on the coefficients used. It is expected that the 

pressure-based reaction equation coefficient of metals can be 

found through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results. For 

temperature-based combusti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hydrodynamic pressure caused by the product gas of the metal 

particles and the deformation of the particles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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