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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응집에 의한 구형 Al/RDX/AP 에너지 복합체 제조 및 그 열분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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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결정화/응집(drowning-out/agglomeration, D/A) 공정을 이용하여 평균 입도 550 µm인 구형 Al/RDX/AP 에너지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SEM과 X-선 분광분석을 이용해 복합체의 표면 구조와 Al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열분석 결과 D/A 공정에 
의해 제조된 Al/RDX/AP 복합체는 물리적 혼합에 의한 복합체와 비교하여 분해 개시 온도가 약 50 ℃ 정도 낮아졌으
며, 동시에 활성화 에너지의 증가에 의해 열적 안정성도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P의 1차 분해 구간에서는 물
리적 혼합과 D/A 공정에 의한 복합체 모두 Prout-Tompkins 모델에 의해 잘 모사되었다. 그러나 AP의 2차 분해 구간에
서는 물리적 혼합에 의해 제조된 복합체는 zero-order 모델로 해석되는 반면, D/A 공정에 의해 제조된 복합체는 con-
tracting volume 모델로 해석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spherical Al/RDX/AP composites with an average size of 550 µm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drown-
ing-out/agglomeration (D/A) process. The surface morphology and dispersion of Al particles of those composites were inves-
tigated using SEM and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As a result of thermal analysis, the onset temperature of thermal 
decomposition of the Al/RDX/AP composites by the D/A process was found to decrease about 50 ℃ and their thermal stabil-
ity was shown to be relatively enhanced due to the increase of activation energy compared to those of using the physical 
mixing method. In the first decomposition region of AP, Prout-Tompkins model was shown to describe well the thermal de-
composition of both composites by the physical mixing and D/A process. On the other hand, in the second decomposition 
region of AP, the decomposition mechanisms of composites by the physical mixing and D/A process were explained by the 
zero-order and contracting volume mod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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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ammonium perchlorate (AP) 기반 고체추진제는 무기체계의 고도

화에 따라 미사일의 기동성과 둔감성 그리고 은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

술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 특히 1,3,5-trinitroperhydro-1,3,5-tri-

azine (RDX), 1,3,5,7-tetranitro-1,3,5,7-tetrazocane (HMX), 2,4,6,8,10,12-hex-

anitro-2,4,6,8,10,12-hexaazaisowurtzitane (HNIW) 등의 고에너지 물질의 첨

가는 연소 시 발생하는 기체의 무연화와 밀도 증가에 따른 비추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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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외부 자극에 의한 둔감성과 인장강도를 높일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3-4]. 이와 같은 성능은 구성 성분 간 물질 전달 효율에 큰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금속 연료와 산화제 간 물리적 거리

를 줄인 코어/쉘 구조의 복합 에너지 구조체는 열 및 물질 전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5-7]. 

근본적으로 코어/쉘 구조 복합체는 그레인(grain) 구조의 layer-by- 

layer 형태로의 연소를 유도하며[8], 연소 시 생성되는 용융 알루미늄

(Al)의 거대 응집을 억제하여 반응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코어/쉘 구조 복합체 중 매트릭스 타입은 분무건조에 의한 제법

이 보고되고 있으나, 공정 특성상 고온 또는 고전압에서 운전되기 때

문에 정적 점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9]. 최근 결정화/응집

(drowning-out/agglomeration, D/A) 공정을 이용하여 입도 제어가 가능

한 매트릭스 타입의 Al/AP와 DADNE/AP 복합체가 제조된 사례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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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chematic image of the D/A process : (a) crystallizer, (b) 
mechanical stirrer, (c) thermostat, (d) thermocouple and (e) feeding 
pump.

고되고 있다[10,11]. 

본 연구에서는 구형 Al/RDX/AP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는 D/A 공

정을 제시하고 열중량분석(gravimetric analysis, TGA)을 이용해 복합

체의 고체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반응속도론

의 활성화 에너지 Ea는 열분해 곡선과 반응모델을 비교하는 방법, 즉 

model-fitting approach로 구할 수 있다[12]. 그러나 상기 방법으로는 

질량 감쇠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 변화를 관찰할 수 없으며 특히 비등

온 조건에서의 온도 상승에 따른 반응 차수 때문에 모델 추산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Jankovic가 제안한 model-fitting 방법

[13]을 도입하여 전환율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로부터 온도 상승에 의

한 효과를 고려하여 고체 반응 모델을 추론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에너지 물질 AP와 RDX는 (주)한화에서 제

공받았으며, (주)창성에서 구입한 Al (30 µm)은 별도의 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었다. AP와 RDX의 결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

매 N-methyl-2-pyrrolidonne (NMP, > 99%)과 반용매 dichloromethane 

(DCM, 99.5%)은 (주)대정화금에서 구입하였다. Al 입자와 AP 및 

RDX 결정의 응집을 유도하기 위한 가교액으로 2차 증류수를 사용하

였다.

2.2. 실험 장치

Figure 1은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개략도이다. 이중관 결정화기

(Pyrex)는 외경 118.6 mm, 내경 83.3 mm, 부피는 500 mL이다. 용액은 

two-bladed propeller type stirrer (MS3060D)로 교반된다. 용액의 온도

는 k-type thermocouple (TC-400)로 측정되며, 항온조(PolyScience, AD078- 

20-A11B)를 이용하여 제어한다. 가교액은 실린지 펌프(REGLO ICC, 

USA)를 이용하여 일정속도로 주입한다.

2.3. 실험 방법 및 시료 분석

AP (4 g)와 RDX (2.4 g)를 NMP (20 g)에 용해시킨 후, Al (0.3 g)이 

분산되어 있는 DCM (500 g)에 일시 주입하면 AP와 RDX 결정이 석

출된다. 이때 용액을 400 rpm으로 교반하면서 온도를 20 ℃로 유지한

다. 10 min 간의 교반 후 분산매인 DCM 용액에 용해되지 않는 가교

액(증류수, 3 g)을 0.2 mL/min로 주입하면 AP, RDX, Al의 입자간 응

집이 유도된다. 10 min의 추가 교반 후 회수된 복합체는 60 ℃에서 

24 h 동안 건조된다.

결정 구조는 X-선 회절분석기(MiniFlex, Rigaku; 10~50°, step-size 

: 0.01°, scanning rate : 1.0 °/min, X-선원 : Cu tube (λ = 0.15418nm))

로 분석되고, 복합체의 형상과 단면은 주사전자현미경(JSM-6010A, 

JEOL)으로 관찰된다. 시료의 열중량 분석(Hi-Res TGA 2950, TA 

Instrument; 분석구간 : 100-500 ℃; 가열속도 : 3, 6, 9, 12 ℃/min) 결

과로 열분해 특성이 분석된다.

2.4. 분해 메커니즘 분석

시간에 따른 시료의 무게 변화로부터 전환율 α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12].



 
(1)

여기서 mt는 시간 t일 때의 질량, m0는 초기 질량, mf는 분해 완료 

후 잔존하는 질량을 각각 의미한다. 열분해 반응 속도식은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exp


 (2)

여기서 k(T)는 속도 상수, A는 전지수인자, Ea는 활성화 에너지,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온도, f(α)는 고체반응 모델을 각각 나타낸다

(Table 1).

식 (2)는 비등온 조건에서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β는 승온 속도를 나타낸다.

  




exp (4)

여기서 g(α)는 적분형태의 반응모델(Table 1)을 의미하며 T0는 분

해가 개시되는 초기 온도를 나타낸다. 식 (4)는 Coats-Redfern 근사법

을 이용하여 식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12].

ln


 


 ln

 
 

 (5)

여기서 T̅ 는 실험으로 얻은 온도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Model fitting approach에 의하면 식 (5)를 이용하여 주어진 반응 모델에

서의 1/T와 전환율에 따른 ln[g(α)/T2]를 도식하고 A와 Ea를 구하게 된다.

2.5. 반응 모델 추산

식 (4)의 g(α)를 T0부터 Tα까지 적분하여 식 (6)과 같이 I(Ea,T)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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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ifferential form f(α) integral form g(α)

power law (P2)  

power law (P3)  

power law (P4)  

Avrami-Erofeyev (A2)  ln  ln
Avrami-Erofeyev (A3)  ln  ln
Avrami-Erofeyev (A4)  ln  ln
Prout-Tompkins (B1)  ln 

one-dimensional contraction (R1)  

contracting area (R2)  

contracting volume (R3)  

1-D diffusion (D1)  

2-D diffusion (D2) ln ln
zero-order (F0)  

first-order (F1)   ln
second-order (F2)  

Table 1. Differential and Integral Form of Solid State Reaction Models

Figure 2. (a) Morphology of the Al/RDX/AP composites by the D/A 
process. (b) The cross-section and (c) high-resolution SEM images of 
the Al/RDX/AP composites.

Figure 3. EDX images of the Al/RDX/AP composites by the D/A 
process : (a) Cl and (b) Al.

Figure 4. XRD patterns of (a) the Al/RDX/AP composites by the D/A 
process, (b) Al, (c) RDX, and (d) AP particles, respectively.

  




exp 

  (6)

주어진 α에서 g(α)는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등전환방법

(isoconversional method)에 의하면 등온속도에 따라 Tα가 달라지더라

도 활성화 에너지 Ea,α는 동일한 값을 가진다. 등온속도에 관계없이 

주어진 α에서의 우변의 값은 동일하므로 Vyazovkin에 따르면 식 (7)

과 같이 정의된 φ의 최소값을 찾는 근사 코드를 사용하여 하나의 활

성화 에너지 Ea,α를 구할 수 있게 된다[12].

 
  




≠ 



  

     (7)

주어진 모델로부터 구한 식 (8)과 열분해 곡선으로부터 얻은 식 (9)

로부터 결정계수 R2를 구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mod 


(8)

exp 
  (9)

3. 결과 및 고찰

3.1. D/A 공정에 의해 제조된 Al/RDX/AP 복합체의 특성 분석

Figure 2는 D/A 방법으로 제조된 Al/RDX/AP 복합체(평균 입경 : 

555.4 µm)의 형상 및 단면사진으로 RDX와 AP의 입자가 치밀하게 응

집되어 있고, EDX 분석 결과(Figure 3)로부터 복합체 내에 AP와 Al 

입자가 잘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는 복합체의 Al과 

RDX 그리고 AP의 XRD 페턴으로 각 물질의 특성 회절 피크(Al, 2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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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G curves of neat AP at heating rates of 3, 6, 9, and 12 
℃/min, respectively.

(a)

(b)

Figure 6. (a) Activation energy calculated by the model-fitting 
approach for neat AP in the first decomposition region at heating rates 
of 3, 6, 9, and 12 ℃/min and (b) thei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

(b)

Figure 7. (a) Activation energy calculated by the model-fitting 
approach for neat AP in the second decomposition at heating rates of 
3, 6, 9, and 12 ℃/min and (b) thei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igure 8. Activation energies of neat AP.

= 38.1°; RDX, 2θ = 29.4°; AP, 2θ = 19.4°)가 잘 관찰된다.

3.2. 열분해 메커니즘 분석 

3.2.1. AP의 열분해 메커니즘 

AP의 열분해는 연속적인 두 개의 서로 다른 고체 분해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Figure 5는 순수한 AP의 TGA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저

온에서 개시되는 1차 분해 구간에서는 전체 AP 질량의 약 15 wt%가 

분해되고, 고온에서의 2차 분해 시 AP의 나머지 질량 85 wt%가 모두 

분해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반응은 보통 350℃를 기준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온 분해(low-temperature decomposition, LTD) 영역과 고온 

분해(high-temperature decomposition, HTD) 영역으로 구분한다[14]. 1

차 분해의 개시온도는 가열속도 3, 6, 9, 12 ℃/min에서 각각 267, 279, 

284, 291 ℃로 측정되었으며 2차 분해의 개시온도는 TG 곡선의 변곡

점으로부터 305, 314, 324, 328 ℃로 계산되었다[11].

LTD 영역에서는 NH4
+에서 ClO4

-로의 proton-transfer (NH4
+ClO4

- ⇌ 
NH3-H-ClO4 ⇌ NH3-HClO4)에 의해 분해가 개시되며 주로 결정의 내

부에서 일어난다[11]. 주요 기체 생성물은 NH3, H2O, N2O, O2이며 내

부 압력이 20 atm에 도달하면 핵 생성은 멈추게 된다. 그러나 HTD 

구간에서는 주로 결정표면에서 분해가 일어나며 이때 주요 분해 생성

물은 HCl, H2O, N2O, NH3, Cl2, NO, O2, NO2, ClO2이다[15]. 그러므로 

1차 분해 구간에 대해서는 핵생성 모델(nucleation model)로, 2차 분해 

구간에 대해서는 기하 축소 모델(geometrical contraction model)과 확

산 모델(diffusion model)로 각각 model-fitting을 수행하였다.

Figures 6과 7은 model fitting approach에 의한 계산된 순수한 AP의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1차 분해 구간의 경우 Ea는 

52.8~267.1 kJ/mol, 2차 분해 구간의 경우 Ea는 59.1~362.1 kJ/mol로 반

응 모델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분해 반응에 대한 model 

fitting의 결정계수는 각각 0.89~0.99와 0.88~0.99 범위 내로 결정계수 

만으로는 실제 분해 곡선과 일치하는 모델을 선정하기 어렵다. 또한 가

장 높은 결정계수를 보인 Avrami-Erofeev (A2)와 Mampel (F1) 모델의 

경우 평균 Ea는 각각 252.7와 184.8 kJ/mol로 문헌에 보고된 AP의 Ea 

(73.2~162 kJ/mol)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큰 값임을 알 수 있다[16].

Figure 8은 Vyazovkin식에 의해 추산된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

이다. AP의 평균 활성화 에너지는 1차와 2차 분해 구간에서 각각 140

과 113.7 kJ/mol이며 문헌 값과도 유사하다[16]. Model-fitting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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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model
R2

physical mixing D/A process

first decomposition

power law (P2) 0.5643 0.4985

power law (P3) 0.3973 0.3418

power law (P4) 0.3017 0.2543

Avrami-Erofeyev (A2) 0.9024 0.8451

Avrami-Erofeyev (A3) 0.6714 0.6046

Avrami-Erofeyev (A4) 0.5199 0.4591

Prout-Tompkins (B1) 0.9811 0.9744

second decomposition

one-dimensional contraction (R1) 0.9569 0.8785

contracting area (R2) 0.8432 0.9452

contracting volume (R3) 0.5880 0.9867

1-D diffusion (D1) -0.2608 0.9372

2-D diffusion (D2) -3.2528 0.3061

zero-order (F0) 0.9926 0.7322

first-order (F1) -0.9805 0.7936

second-order (F2) -177.2608 -63.7188

Table 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the first and second decompositions of AP

Figure 9. TG curves of the Al/RDX/AP composites by physical 
mixing at heating rates of 3, 6, 9, and 12 ℃/min, respectively.

Figure 10. Activation energies of AP for the Al/RDX/AP composites 
by physical mixing.

proach의 경우 반응 모델이 로그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TG 곡선

과의 차이가 감소하게 되므로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모델을 선정하기

는 쉽지 않다. 반면 Jankovic에 의한 model-fitting은 등전환방법을 이

용해 구한 평균 활성화 에너지로부터 지수 함수를 그대로 적분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와 모델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며 이때 결정

계수는 식 (8)과 (9)를 비교하여 구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Janokovic에 의한 방법을 이용해 복합체의 분해 메커니즘을 보다 정

확하게 추산하고자 하였다.

3.2.2. 물리적 혼합에 의한 Al/RDX/AP 복합체의 열분해 메커니즘 

Figure 9는 물리적 혼합에 의한 Al/RDX/AP 복합체의 열분해 곡선

이다. 화염온도가 낮은 RDX가 210 ℃ 부근에서 먼저 분해되고 급격

한 질량 감쇠를 보인다. 복합체의 분해개시온도와 2차 분해로 바뀌는 

전이 온도 모두 순수한 AP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가열속도가 증가

할수록 1차 분해 구간이 차지하는 질량비가 순수한 AP와 달리 24.1 

wt%에서 13.3 wt%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ure 10은 물리적 혼합에 의한 복합체의 1차와 2차 분해 구간에

서의 AP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평균 활성화 에너지

(Ea,avg)는 각각 103과 118 kJ/mol로 계산되었다. Table 2는 Figure 10에

서 구한 평균 활성화 에너지로부터 식 (6)의 적분항을 계산하여 반응 

모델들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1차 분해 구간은 

Prout-Tompkins (B1) model에 의해, 2차 분해 구간은 zero-order (F0) 

model에 의해 높은 정확도로 모사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모델 B1의 

상수 c는 2.2이다. 이상과 같이 추산된 반응 모델은 실제 AP의 분해 

거동과 매우 유사하다. AP가 저온 영역에서 분해될 때 결정 내부에 

기체상의 핵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 결정의 변형에 따른 새로운 결함

을 생성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반응 생성물이 다시 반응

물이 되는 일종의 “branching”의 형태로 Prout-Tompkins에 의해 고안

된 자가촉매 모델(Autocatalytic model)과 유사하다[17]. 반면 고온 영

역에서의 zero-order (F0) 메커니즘에 의한 분해 반응은 주로 self-heat-

ing에 의해 폭연 연소(deflagration combustion)가 저해될 때 발생한다. 

즉,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열이 밖으로 원활히 방출되지 않을 경우 

시료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폭굉에 의한 연소(detonation combus-

tion) 특성을 보이게 된다[18].

반응상수 A는 모든 가열속도에 대해 g(α) vs. I(Ea,α, T)/β 의 기울

기로부터 구하였다. 1차와 2차 분해 구간에서의 A는 각각 4.31 × 1010

과 3.85 × 105 /min으로 계산되었다. Figure 11은 앞서 구한 Ea,avg와 A, 

g(α)으로부터 온도에 따른 전환율을 예측한 것으로 실제 실험 결과를 

정확히 모사한다. α는 적분 모델 g(α)를 α = f(g(α)) 형태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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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xperimental and reconstructed curves for the Al/RDX/AP 
composites by physical mixing. Square, circle, triangle, and hexagon 
indicate that the heating rate is 3, 6, 9, and 12 ℃/min, respectively.

Figure 12. TG curves for core-shell structured Al/RDX/AP composites 
by the D/A process with different heating rates of 3, 6, 9, and 12 ℃
/min, respectively.

Figure 13. TG curves for the Al/RDX/AP composites at a heating rate 
of 3 ℃/min.

Figure 14. Activation energies of AP for the Al/RDX/AP composites 
by the D/A process.

Figure 15. Experimental and reconstructed curves for the Al/RDX/AP 
composites by the D/A process. Square, circle, triangle, and hexagon 
indicate 3, 6, 9, and 12 ℃/min, respectively.

여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f는 미분형의 모델 f(α)이 아닌 임의의 함

수이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g(α) 값은 Ea,avg와 A로부터 식 6의 우변을 

적분함으로써 AI(Ea,avg, Tα)/β의 형태로 계산된다.

3.2.3. D/A공정에 의한 Al/RDX/AP 복합체의 열분해 메커니즘 

Figure 12는 D/A 공정으로 제조된 Al/RDX/AP 복합체에 관한 열분

해 곡선이다. Figure 13은 D/A 공정과 물리적 혼합에 의한 복합체의 

동일한 가열속도에서의 질량 감쇠를 비교한 것이다. D/A 공정에 의한 

복합체는 물리적인 혼합에 의한 복합체에 비해 RDX의 낮은 분해개시 

온도 때문에 약 40 ℃정도 낮아진다. 또한 1차와 2차 분해 구간 모두 

약 50 ℃ 정도 낮은 온도에서 분해가 시작되면서 HTD 영역이 사라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4는 D/A 공정에 의해 제조된 복합체의 

AP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1차와 2차 분해 구간에서의 

Ea,avg는 각각 118 kJ/mol과 129 kJ/mol로 계산되었으며 물리적인 복합

체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을 지닌다. Table 2의 결정계수로부터 

AP의 저온 분해 반응과 고온 분해 반응이 각각 Prout-Tompkins (B1)

과 contracting volume (R3) 모델에 의해 모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B1의 상수 c는 2.0이다. 두 분해 반응에서의 A는 각각 7.44 × 

1011과 3.83 × 1010 /min으로 계산되었다. Figure 15는 Ea,avg와 A, g(α)

를 이용해 D/A 공정에 의해 제조된 Al/RDX/AP 복합체의 분해 곡선

을 예측한 결과로 실험치를 잘 모사함을 알 수 있다.

D/A 공정으로 제조된 Al/RDX/AP 복합체의 Ea,avg는 물리적 혼합에 

의한 것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 공정에 의한 복합체가 물

리적 혼합에 의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분해된다. 일반

적으로 고체 반응 속도론에 의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분해개시

온도 또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론은 분해 메커니즘 즉, 

g(α)가 동일한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경우와 같이 분

해 메커니즘이 다르면 활성화 에너지의 감소가 분해개시온도의 감소

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식 (3)의 exp(-Ea/RT) 항은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분자 간 재배열이 일어날 확률을 나타낸다[19]. Ea 값이 높

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간 재배열이 일어날 확

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D/A에 의한 복합체가 물리적 혼합

에 의한 것보다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AP, 그리고 물리적 혼합과 D/A 공정에 의해 

제조된 Al/RDX/AP 복합체에 대한 열분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등전환 

방법으로 계산된 평균 활성화 에너지를 기반으로 실제 분해 곡선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는 분해 반응 모델 및 분해 메커니즘을 추산하였

다. D/A 공정으로 제조된 Al/RDX/AP 복합체의 분해개시 온도는 물

리적 혼합에 의한 복합체보다 약 50 ℃ 정도 감소하였고 동시에 상대

적인 열적 안정성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A 공정에 의한 복

합체와 물리적 혼합에 의한 복합체는 모두 저온 분해 영역에서 실제 

AP의 분해 메커니즘과 유사한 Prout-Tompkins (B1) 모델로 모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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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온 분해에서는 각각 zero-order (F0)와 contracting volume (R3) 

모델로 잘 모사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 해석적 방법만으로는 

AP 분해 메커니즘의 전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나, 연소열의 배

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주로 관찰되는 zero-order 메커니즘이 D/A 

공정에 의해 geometric contraction 메커니즘으로 전이되는 결과로부터 

복합체 구조에 의해 AP의 연소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된다. 즉 

D/A 공정에 의해 제조된 복합체는 Al과 RDX 및 AP 입자간의 물리적 

거리가 더욱 짧아지므로 구성 물질 간 열 및 물질 전달의 효율이 향상

되고, 따라서 분해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저온에서 다량의 기체 발생

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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