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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양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반응성 물질의 내부 반응 유동 해석을 

위해 하이브리드 입자 레벨 셋 알고리즘과 함께 오일러리안 유체 역학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가지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열분석 실험을 기반으로 내부 물질의 열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모델을 

구축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열폭주 

가능성을 파악하였고 시스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까지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고출력 

레이저에 의한 폭발물 폭발 거동 분석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레이저 모델링 기술과 대기 전파 모델링 기술이 코드에 적용되었고, 

각 조건에 따른 레이저 특성과 그에 따른 폭발물의 폭발 거동에 대한 

2차원 계산을 가능하게 하여 각 조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하였다. 이 두 연구를 통해 두 시스템의 내부 반응성 물질의 

유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하였다. 

 

 

주요어 : 하이드로다이나믹해석 (Hydrodynamic analysis),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 (Latent-type thermal energy storage system), 

열폭주 (Thermal runaway), 상변화 물질 (Phase change material), 

레이저킬 (Laserkill), 대기 전파 모델링 기술 

 

 

학   번 : 2020-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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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열적 시스템 내부의 고에너지의 반응성 물

질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것의 연소 과정을 수치적으로 해

석하였다. 고에너지물질은 외부에서 열 등의 에너지가 작용하면 

열적 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연료나 산

화제로 사용이 된다. 특히, 폭굉(Detonation) 현상이 일어난다면 

고온, 고압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에너지물질은 화약, 로켓 뿐만 

아니라 열적 시스템 등 높은 에너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열적 시스템의 안전성 확

보 또는 레이저 무기의 효과 분석을 위한 반응성 물질의 내부 유

동 해석을 위한 코드 개발이 필요하였고, 2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먼저, 첫 연구 주제는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열화학적 안전

성 검토를 위한 내부 물질 반응 모델 수치해석이다. 최근 ‘탄소 중

립’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

스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상변화 물질을 활용하여 상변화 시 발생하는 잠열을 이용해 에너

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원리를 가진 시스템이다. 특히, 이 상변화 

물질은 반응 시에 어떠한 공해 물질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굉장히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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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발전 시스템이나 열 저장 탱크 등에 주로 사용되며, 우리 주변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저장시

스템의 연구가 그러하듯 주된 연구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고밀

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고효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에 

저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나 검토에 관련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저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1-5] 

 

두 번째 연구 주제 고출력 레이저 효과도 분석 기법으로, 레이

저 특성(출력/빔 크기 등)에 따른 폭발물의 폭발 특성 기법 개발 

및 전산 해석 코드 개발 연구이다. 최근 각국은 레이저를 차세대 

대공 방어 체계로 개발하고 있다.특히, 한 발당 가격이 높은 미사

일과 달리 레이저 무기는 초기 비용은 높을지라도 설치 후에는 유

지 비용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레이

저 무기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미군의 경우, 이미 레이저 무기를 

실천배치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레이저 요격 체계인 아이언 빔

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레이저 무기가 개발 중에 

있는데, 앞선 국가들보다 기술력은 낮은 상태이다. 레이저 무기 개

발을 위해 레이저 무기의 효과도를 분석할 수 있는 전산 해석 코

드 개발이 필요하여 해당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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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내용 
 

 2.1 잠열시스템의 열화학적 안전성 검토를 위한 내부  

물질 반응 모델 수치해석 

 

2.1.1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내부 물질 구성 성분 

먼저, 시스템의 문제점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아래 그림과 같이 시스템의 내부 구성 물질이 화약의 구성 성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림 2.1.1 화약과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구성 물질 비교 

 

그림 2.1을 보면, 화약의 구성 성분은 반응의 연료 역할을 하는 

숯, 강력한 산화제 역할을 하는 질산칼륨 그리고 점화 온도를 낮

춰 반응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그리고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구성 성분은 열전도성 증가 역할

을 하는 팽창흑연, 상변화물질 그리고 상변화 물질에 열을 공급하

는 역할을 하는 열매유로 이루어져 있다 [11]. 잠열 에너지저장시

스템의 구성 성분을 보면 화약의 구성 성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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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 시스템에서는 두 물질이 분리되어 있

어 혼합될 수 없지만 만약에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두 물질이 만

나게 된다면 화약과 같이 반응성이 높은 고에너지 물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잠열 에

너지저장시스템의 구조를 검토하여 두 물질이 혼합 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기로 결정하였다.  

 

2.1.2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구조 

 

 

그림 2.2를 보면,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단면도가 있다. 이 

시스템의 내부 물질이 혼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관은 두께가 

그림 2.1.2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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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m로 매우 얇아 충격에 취약하고, 시스템 내에 총 64개가 

있어 물질이 만날 확률이 높다. 만약 외부 충격에 의해 관에 

균열이 생겨 두 물질이 혼합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폭연에서 

폭굉으로의 전이를 나타내는 DDT(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의 조건에 따라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다. 

[12, 13] 

 

2.1.3 DDT 조건으로 시스템 검토 

폭연(Deflagration)이란 연소의 전도 속도가 음속 이하인 폭발

을 말하며, 폭굉(Detonation)이란 연소의 전도 속도가 음속 이상

인 폭발을 말한다. 보통 폭굉의 압력은 폭연의 수십 배에 달하기 

때문에 폭굉이 발생한다면 매우 큰 압력에 의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12, 13] 

DDT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조건으로는 총 4가지가 있다. 첫 번

째 조건은 시스템의 반경이 작을수록 DDT 발생 확률이 높은데, 

앞서 2.1.2에서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두 물질이 혼합 

될 확률이 높은 관의 직경이 85mm로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은 성립한다. 두 번째 조건은 압력이 높을

수록 DDT 발생 확률이 높은데, 이 시스템은 밀폐된 시스템으로 

내부에서 압력이 발생한다면 중첩되어 고압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성립한다. 세 번째 조건은 시스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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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 DDT 발생 확률이 높은데, 이 또한 

설계도를 확인한 결과 관 내부의 수 많은 부품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세 번째 조건 또한 성립한다. 마지막 조건은 높은 

점화 에너지의 존재이다. 만약 이 시스템에서 높은 점화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DDT의 4가지 조건은 모두 성

립하게 되고 시스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조건이 성립될지 파악하기 위해 열분석 실

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1.4 열분석 실험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내부 물질이 혼합되었을 때의 열화학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시차 주사 열량 측정

법이라고도 불리며, 이 실험을 통해 반응 속도식과 발열량이 추출

된다. DSC 실험에 사용되는 물질은 밀폐형 팬을 통해 구속된다. 

팬에 구속된 물질은 일정한 온도 상승에 의해 가열되며, 이로 인

한 열화학적 반응으로 발열량을 측정하게 된다. 밀폐된 팬이 사용

되는 이유는 고에너지의 물질의 생성 압력의 크기가 약 10atm 정

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압력을 견디고 열분해 현상을 측정하

기에 개방형 팬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DSC 실험 장치는 Mettler Toledo사의 DSC 3+가 사용되었고, 실

험에 사용된 시료는 아래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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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실험에 사용된 혼합 시료 

Sample name PCM(%) HTF(%) 

LTES 0 0 100 

LTES 20 20 80 

LTES 50 50 50 

LTES 80  80 20 

LTES 100 100 0 

 

시스템의 구성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총 5가지의 시료를 준

비하여 열분석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림 2.3과 표 2.2와 같은 결

과를 얻었다. 

 

 

 

 

표 2.1.2 모든 시료의 발열량 

그림 1.1.3 모든 시료의 DSC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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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 HTF Heat of reaction (J/g) 

100:0 1055.6 ± 103.4 (exo) 

80:20 950.8 ± 94.4 (exo) 

50:50 474.9 ± 19.6 (exo) 

20:80 186.7 ± 17.0 (exo) 

0:100 278.0 ± 5.9 (endo) 

 

그림 2.3를 통해 우리는 시료 LTES 80이 다른 시료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높은 반응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 

2.2를 통해 열매유인 HTF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열량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2가지 결과를 통해 우리는 

소량의 열매유(HTF)가 상변화 물질(PCM)과 만나면 반응을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스템 내에서 DDT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었다. 

 

2.1.5 DDT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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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DDT 시나리오 

 

앞선 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2.4와 같이 DDT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먼저 10mm의 얇은 관을 사이에 두고 두 

물질이 존재하는데, 두 물질의 높은 압력 차이와 상변화 물질 

내에 생긴 빈 공간(Air pocket)에 의해 관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이 균열로 인해 압력이 높은 열매유가 상변화 물질 쪽으로 분출이 

시작되고, 상변화 물질의 빈 공간 내에 압력이 중첩되게 되면서 

고온, 고압의 상태인 핫스팟(Hot spot)으로 발전하게 된다. 

상변화 물질 내의 여러 핫스팟이 생기게 되고, 이 핫스팟이 

점화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열폭주가 시작되게 되어 폭굉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0-D 수치해석을 통해 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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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와 DDT 시나리오를 검증하기로 결정하였다. 

 

2.1.6 0-D 수치해석 

 

 

그림 2.1.5 열분석 실험을 통해 얻은 reaction kinetics 

 

그림 2.5와 같이 추출된 반응 속도 상수들과 표 2.2의 발열량이 

시스템의 구성 물질의 반응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0-D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지배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v

dT d
C Q

dt dt


 = −  

(1) 

exp
Ed

A
dt RT




  
= − 

 
 

(2) 

 

여기서 ρ, C, T, α, Q, A , E 는 각각 밀도, 비열, 온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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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의 질량 분율, 발열량, pre-exponential factor, activation 

energy이다. 초기 점화 온도는 1200K로 설정하였고, 계산에 

사용된 밀도와 비열 값은 아래 표 2.3에 정리하였다. 

 

표 2.1.3 모든 시료에 대한 물성치 값 

Sample  

name 

Density (kg/ ) Specific heat 

(J/kg·K) 

LTES100 

LTES 80 

LTES 50 

LTES 20 

LTES 0 

1,850 1,401.4 

1,654 1,639.1 

1,360 1995.7 

1,066 2352.3 

870 2590.0 

 

표 2.3에서 계산된 밀도와 비열은 모두 물질의 질량 분율에 

따라 계산된 값이다. 이를 바탕으로 0-D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아래 그림 2.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2.1.6 0-D 수치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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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을 보면 모든 시료에 대한 0-D 계산 결과를 알 수 있

다. 앞선 열분석 실험과 동일하게 LTES 80 시료가 다른 시료에 

비해 반응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열매유의 비율이 높아

질수록 발열량이 낮아져 물질의 최종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선 열분석 실험에서 얻은 소량의 열매유가 상

변화 물질과 만난다면 높은 반응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검증할 수 

있었고, DDT 시나리오 또한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

으로 2-D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시스템 내부 물질의 

반응을 확인하여 정확한 폭발 압력을 측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1.7 2-D 수치해석 

2-D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지배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 ( u )
0r z ru u

t r z r

    
+ + + =

  
 

 

(3) 

2 2( ) ( P) (u u )
0r r z z ru u u

t r z r

     + 
+ + + =

  
 

 

(4) 

2( ) ( u ) ( P)
0z r z z r zu u u u u

t r z r

      +
+ + + =

  
 

 

(5) 

( ) ( ) ( )( )
0

r z r
u e P u e P u E pe

Q
t r z r

  
 

• +  +    +    + + + − =
  

 
 

(6) 

exp( )r z
Eu u

A
t r z RT




 


 
+ + = −

  
 

 

(7) 

 

여기서 ru , zu , P , e , Q는 각각 radial 속도, vertical 속도, 압

력, 내부에너지 그리고 발열량이다. 그리고 공간 차분과 시간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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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3차 Convex ENO 기법과 3차 Runge-Kutta (RK) 기법

을 사용하였다 [15]. 두 물질의 경계면을 추적하고, 두 물질 사이

의 경계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level-set 기법과 ghost fluid 

기법이 적용되었다 [16]. 그리고 수치해석에 사용된 상태방정식

(EOS)은 반응 전에는 고체 상태의 상변화 물질을 감안하여 

Mie-Gruneisen EOS(식 8)를 사용하였고, 반응 후에는 JWL 

EOS(식 9)를 사용하였다. 

 

( )unreacted H HP p e e= + −  

2

2

0

0 0 0

1 1 1 1 1
Hp C S

    

    
= − − −    

    
 

22

2

0

0 0 0

1 1 1 1 1
2He C S

    

    
= − − −    

    
 

1/2

0

p
C



 
=  

 
, shock particleS dU dU= , 0shock particleU C SU= +  

 

 

 

 

 

(8) 

1 21 21 1
R v R v

reacted

wR wR wE
P A e B e

V V V

− −   
= − + − +   

   
 

 

(9) 

그리고 계산에 사용된 반응 전, 후 EOS의 파라미터는 아래 

표 2.4와에 2.5에 정리하였다. 

 

표 2.1.4 Unreacted EOS 파라미터 

 0 ( / )C m s  S    

Unreacted 2,206.9 1.99574 0.99023 

 



 

 14 

 

 

 

표 2.1.5 Reacted EOS 파라미터 

 ( )A GPa  ( )B GPa  
1R  2R  w  

Reacted 3,381.72 7 7 1.35 0.13 

 

계산 도메인은 아래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 

실제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 내부에 있는 관의 길이(2m)와 직경

(0.085mm)와 같은 도메인으로 만들었고, 밀폐 시스템인 것을 감

안하여 아래 표 2.6과 같이 모든 면을 Wall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

다 

 

 

 

 

 

 

 
그림 2.1.7 2-D 계산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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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2-D 계산 도메인 경계 조건 

Boundary Boundary condition 

Upper Wall B.C (No heat transfer) 

Lower Wall B.C (No heat transfer) 

Left Wall B.C (No heat transfer) 

Right Wall B.C (No heat transfer) 

 

그림 2.7에서 보면, 관의 약 75%가 LTES 80 시료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25%는 공기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관 하단 LTES 

80에 1200K의 열원을 가해주었다. 그리고 모든 면은 막혀있어 

밀폐 시스템으로 도메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위 계산 도메인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는 아래 그림 2.8과 표 2.7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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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2-D 수치해석 결과 

 

표 2.1.7 2-D 수치해석 결과 

 화약 구조해석 결과 열해석 결과 

밀도 3( / )kg m  1641 - 1641 

폭굉 속도 ( / )m s  3849 - 3837 

폭굉 압력 ( )GPa  5.5 5.42 5.26 

 

위 그림 2.8과 표 2.7은 2-D 수치해석 결과이다. 계산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 성분이 유사한 화약의 폭

굉 속도와 폭굉 압력과 비교하였다. 이를 보았을 때, 오차 범위가 

10% 이내로 매우 근사한 값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 구조해석 연구실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도 오차범

위 10% 이내의 결과값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폭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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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결과 및 논의 

열분석 실험을 통해 잠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내부 구성 물질이 

특정 비율에서 높은 반응성을 가지는 것과 열매유의 비율이 높아

질수록 발열량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DDT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열분석 실험결과와 DDT 시나리오를 검증하기 위해 0-D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실험 결과와 같이 특정 비율에서 높은 반

응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 결과를 검증할 

수 있었고, 2-D 수치해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DDT 시나리오를 검

증할 수 있었다.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열폭주 [17, 18]는 현재 소화 기술로 제어하기에 어렵기 때

문에 지연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열폭주의 지연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급속한 냉각이 있다. 하지만 실제 잠

열 에너지저장시스템의 높이는 2m, 가로 길이는 1m로 매우 크기 

때문에 급속한 냉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두 번째 

방법은, 밀폐된 시스템의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면 

내부 기체를 외부로 분출하여 내부 압력을 낮추는 장치 설치이다. 

이를 통해, 내부 압력을 낮춰 열폭주의 지연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내부 물질이 혼합되어도 반응

을 하지 않는 반응성이 낮은 물질로 내부 물질을 교체하는 것이다. 

위 3가지 방안을 통해 열폭주의 지연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시스

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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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내용 
 

 2.2 고출력 레이저 효과도 분석 기법 연구 

 

2.2.1 레이저 특성 및 대기 조건 처리 

전산 해석 코드 개발 시 레이저 특성(출력, 빔 크기)과 대기 전

파 모델링 기술을 아래 그림 2.2.1과 같이 경계 조건으로 처리하

여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석 대상 또한 입력 조건으로 처리하

여 원하는 폭발물의 폭발 거동 모사가 가능한 코드를 개발하였다. 

 

 

그림 2.2.1 경계 조건화 도식도 

 

이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레이저 특성과 대기 전파 모델링 

기술을 반영하고 사용에 용이한 전산 해석 코드를 개발할 수 있다. 

 

2.2.2 대기 전파 모델링 기술 (에어로졸) 

먼저, 에어로졸에 의한 대기 전파 모델링에 대해서 문헌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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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았다. 아래 그림 2.2.2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가 광

학 에너지를 흡수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19, 20] 

 

 

그림 2.2.2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의 광학 에너지 흡수량 

 

공기의 대부분은 질소와 산소이나 이들은 대칭 분자 결합을 가

진 선형 동핵 분자라서 쌍극자 모멘트를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이

다. 따라서, 전파되는 광학 에너지는 이들을 진동시키지 않는다. 

즉, 질소와 산소는 광학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이산화탄소와 물

이 광학 에너지 흡수의 주된 요인이다. 아래 그림 2.2.3은 파장에 

따른 대기 외란의 영향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20, 21] 

 

 

그림 2.2.3 파장에 따른 대기 외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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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을 통해 특정 파장에서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것과 파

장이 클수록 산란의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파장에 따른 대기 외란의 영향을 알 수 있다. 

 

2.2.3 대기 전파 모델링 기술 (산란) 

대기 산란이란, 파동 또는 빠른 속도의 입자가 분자, 원자 등과 

충돌하여 운동 방향을 바꾸고 흩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산란

체의 크기에 따라 아래 표 2.2.1과 같이 산란의 종류가 달라진다. 

 

표 2.2.1 산란체의 크기에 따른 산란의 종류 

Type of scattering Size of scatterer 

Rayleigh scattering Electron size of scatterer 

Mie scattering Same size with wavelength 

 

그리고 아래 그림 2.2.4는 각 산란의 종류에 따른 모양과 설명

이다. [21] 

 

 

그림 2.2.4 산란의 종류에 따른 모양 

 

먼저, Rayleigh scattering은 대기의 기체 분자에 의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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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파장과 관련하여 값이 달라진다. 그리고 Mie scattering은 

수증기, 얼음 알갱이, 매연 등에 의해 발생하고 빛의 파장보다는 

입자의 밀도와 크기에 관련하여 값이 달라진다. 

 

2.2.4 대기 전파 모델링 기술 (Thermal blooming) 

 

Thermal blooming이란, 고출력 레이저가 대기를 통과하면서 근

처의 대기를 가열하고 이 영향으로 레이저가 굴절해 초점이 흐려

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통해 아래 그림 2.2.5와 같이 바람 부

는 쪽은 빠른 공기의 이동으로 흡수율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가 형성되어 온도 차이에 의한 굴절률이 발생하여 Thermal 

blooming이 발생하게 된다. [21] 

 

 

그림 2.2.5 Thermal blooming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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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Thermal blooming에 의한 효과는 레이저 무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래 그림 2.2.6과 같이 왼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가정

하였을 때, 실제 물체에서 조사되는 레이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그림 2.2.6 Thermal blooming 예시 

 

바람이 왼쪽에서 불 때의 laser beam profile을 나타낸 그림이

고, 바람의 세기에 따라 laser beam profile의 모양과 세기가 달라

지게 된다. [20] 

 

2.2.5 대기 전파 모델링 기술 (난류) 

난류 모델링도 Thermal blooming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난

류에 의해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굴절률 차이가 

발생하여 물체에서 조사되는 laser beam profile이 변화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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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1] 

 

2.2.6 대기 전파 모델링 기술 (강우) 

강우에 의한 효과 또한, 레이저 무기 개발 시 중요한 모델링 기

술이다. 강우에 의해 물체에서 조사되는 laser beam의 세기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 표 2.2.2와 같이 강우량에 따라 

레이저 세기가 투과되는 자료가 있다. 또한, 아래 그림 2.2.7과 같

이 특정 파장에서 강우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21] 

 

표 2.2.2 강우량에 따른 레이저 세기 투과 정도 

Rainfall rate (cm/h) Transmittance for 1800m path 

0.25 0.88 

1.25 0.74 

2.5 0.65 

10.0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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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특정 파장에서의 강우 영향 정도 

 

2.2.7 대기 전파 모델링 수식 정리 

실제 코드에 적용한 수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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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은 Beam quality에 관련한 식이고, 식 11은 Turbluence, 

식 12는 Molecular scattering, 식 13은 Aerosol scattering, 식 

14는 Aerosol thermal scattering, 식 15는 Thermal blooming 

due to water vapor absorption, 식 16은 Aerosol-induced 

thermal blooming에 관련한 식이다. 식 10을 통해 초반 빔의 특

성으로부터 빔의 반경을 얻을 수 있고, 식 12, 13을 통해 산란에 

의해 레이저 세기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또한, 식 11, 14, 15, 16

을 통해 산란이나 에어로졸 흡수, 난류 그리고 Thermal blooming

에 의한 레이저의 반경 변화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추가로 아래 

그림 2.2.8과 같은 레이저 빔의 모양인 Gaussian과 Flat-top모양

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림 2.2.8 레이저 빔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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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계산 도메인 

계산 도메인 아래 그림 2.2.9와 같다. 실제 지뢰와 같이 내부에

는 화약이 들어있고, 외부는 철로 패키징 되어 있는 구조를 생각

하여 도메인을 제작하였다. 레이저는 패키징 되어 있는 철에 조사

되고, 철에서 열전도를 통해 열이 퍼져 내부 화약에 전달되어 화

약이 반응하는 원리이다. 

 

 

그림 2.2.9 레이저 무기 계산 도메인 

 

그리고 레이저의 특성은 출력 1.5kW(연속형), 레이저 빔 직경

은 150mm로 적용하였고, 지배방정식과 상태방정식은 앞선 2.1절

의 내용과 같다. 그리고 결과는 아래 그림 2.2.10과 같다. 

 

 

그림 2.2.10 레이저 무기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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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앞서 식 10~16에서 언급한 대기 전파 모델링 기술

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 결과이다. 이제는 앞서 언급한 대기 전파 

모델링 기술을 반영하여 어떤 상황 및 조건에서 내부 화약이 반응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2.2.9 대기 전파 모델링을 반영한 계산 결과 

아래 그림 2.2.11은 거리에 따른 레이저 빔 세기 변화를 반영한 

그림이다. 그림에서는 5km의 거리가 반영되었고, 위 그림 2.2.10

과 달리 내부 화약이 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선 

레이저 빔 조건에서는 5km 거리에 있는 지뢰를 폭발시키기는 어

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2.11 거리 함수를 반영한 계산 결과 (5km) 

 

아래 그림 2.2.12, 2.2.13는 각각 Turbulence 함수를 반영하여 

물체에 조사되는 레이저 빔의 직경 변화를 반영한 계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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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Turbulence를 반영한 계산 결과 1 

 

 
그림 2.2.13 Turbulence를 반영한 계산 결과 2 

 

그림 2.2.12와 2.2.13을 통해 Turbulence 함수를 적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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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물체에 조사되는 레이저 빔의 반경 변화를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2.2.14는 레이저 물체에 조사되는 단면의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2-D 수치해석이지만, 3-D 계산과 같이 

모든 면에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2.2.14 레이저가 조사되는 단면에서의 계산 결과 

 

2.2.10 결과 및 논의 

이 연구를 통해 고출력 레이저 효과도 분석 기법 연구를 위한 2

차원 전산 해석 코드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빔의 크기 

및 출력과 같은 레이저 빔의 모델링 기술과 대기 산란, 에어로졸, 

난류, 강우 모델링, Thermal blooming 등과 같은 대기 전파 모델

링 기술이 반영되었다. 실제 계산 결과, 해당 모델링 기술 등이 잘 

반영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차원 계산이 좀 더 정확하겠지만 현

재 2차원 계산만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

해 레이저가 조사되는 단면에서의 계산 결과도 수행하였다. 앞으

로 3차원 계산이 완료된다면, 좀 더 정확한 코드가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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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Software for Analysis of 

Reactive Substances in Various Systems 
 

Haewoong Jung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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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using the Eulerian fluid 

dynamics method with hybrid particle level set algorithms for 

internal reaction flow analysis of reactive materials used in 

various systems. In this study, a total of two systems were 

studied. First, in order to review the safety of the latent heat 

energy storage system, the thermochemical properties of the 

internal material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thermal analysis 

experiment, and a numerical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data obtained therefrom. Through this, the possibility of 

thermal runaway of the energy storage system was identified, 

and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safety of the system. In 

addition, preventive measures were proposed to prevent this. 

Second, it is a study to secure a technology for analyzing 

explosive explosive behavior by a high-power laser. To this 

end, the laser modeling technology and atmospheric 

propagation modeling technology were applied to codes, and a 

code was developed to analyze the effect of each condition by 

enabling two-dimensional calculation for th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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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explosive behavior. Through these two 

studies, a code capable of performing flow analysis of internal 

reactive substances in both systems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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