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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ot spot is approximated by the region of high pressure accumulation due to multiple shock reverberations
within the polymer binder, surrounded by the bulk of explosive. The meso-scale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 (SPH) simulation is adopted to first identify the peak temperatures within the hot spots. These peak
temperatures obtained from mesoscale level are then used to initialize the random sites of heat release prior
to carrying out the full scale hydrodynamic simulation of shock-to-detonation transition (SDT). For validation
of the simulation, a rate stick of 18-mm in radius is experimentally tested. The comparison showed that
detonation properties of the explosive are well characterized, and further no-go was witnessed if no mesoscale
hot spot model is considered into the hydrodynamic simulation. Thus, the SDT process can be well described
by the present model based on the multi-scale hot spot initiation.
Key Words : Energetic material, Rate stick test,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Hot spot based multi scale
model

1. 서 론
Ignition and Growth[1]와 Johnson-Tang-Forest[2]와
같은 경험식 기반의 반응성 유동 모델은 고체 고에너
지 물질의 충격파-폭굉 천이현상(Shock to detonation
transition, 이하 SDT)을 예측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 SDT는 고에너지 물질에 충격파가 전달되었을
때 생성되는 내부 핫 스팟으로 인해 일어나는 화학
†Corresponding Author, jjyoh@s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c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반응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가 충격파로 전달되
면서 급격하게 폭굉으로 천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경험식 기반의 모델은 반응율을 정량화하기
위해 반응 혼합물의 압축도 및 압력을 변수로서 활
용한다. 이러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된 형태의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CREST 모델[3]은 반응 속도 매개 변수를 입자 속도
측정실험 데이터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를 미 반응 시
료의 엔트로피의 함수로서 나타낸다. 또한 Snowplough
모델과 Two-temperature 모델을 사용하여 고에너지
물질의 공극을 모사한다[4]. 이를 통해 초기 온도 분
포와 공극의 분포가 폭굉의 전파와 점화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할 수 있다.
SURF 모델은 Ignition and Growth를 기반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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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핫 스팟 모델을 추가하여 완성된다[5]. 초기 온도
분포, 공극 및 핫 스팟 분포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
요인이 모듈 형태로 고려되며 압력을 주요 반응변
수로서 활용한다.
이러한 기존의 SDT 모델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제 고에
너지 물질의 SDT 과정은 핫 스팟에서의 국부적인
열 반응에 의한 점화가 기반이 되는 현상으로서 기
존의 모델들은 이러한 열 반응에 의한 화학반응이
아닌 대부분 경험적인 그리고 실험적인 폭굉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압력 기반의 화학반응식을 활
용해 왔다. 이는 폭약이 완전히 폭발하고 폭굉으로
발달되었을 경우의 압력값은 성공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지만 폭약의 점화과정 및 폭굉으로의 발달 실
패 현상 등은 재현해 낼 수 없다. 그 이유는 열 기반
의 화학반응속도식을 사용해 실제 현상을 물리적으
로 타당하게 재현해 낸 것이 아닌 폭약의 최종 폭굉
성능만을 재현해 내기 위한 경험적인 화학반응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파트 A: 고에너지 물질의 반응속도식 추출에
서 도출된 대상 고에너지 물질의 온도 기반 화학반
응식을 활용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온도 기반 화학
반응식을 SDT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멀티스케일 핫
스팟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핫 스팟 모델을 도입하
여 실제 고에너지 물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초기단
계의 발열 과정을 정확하게 모사하고자 하였으며 이
를 위해서는 멀티스케일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실제
핫 스팟의 특성길이는 µm오더이지만 폭굉이 일어
나는 고에너지 물질의 특성길이는 mm오더로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똑같은 스케일에서의 해
석으로는 SDT 과정을 초기 점화단계부터 폭굉으로
의 완전 발달로서 해석하는 데 비용소모가 매우 크
며 따라서 핫 스팟에서의 초기온도 승온 과정을 마
이크로 스케일, 폭굉 발달 과정을 매크로 스케일로
서 분류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핫 스팟에서 초기 온도 승온현상을
마이크로 스케일로서 해석하기 위해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SPH) 코드가 사용되었다. SPH코드
는 지배방정식[6]을 이용하여 직접 구축하여 사용되
었으며 검증문제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SPH
라는 입자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실제 고에너지 물
질은 SEM 이미지를 찍어볼 경우 산화제, 바인더, 공
극 등이 매우 복잡한 형상으로서 얽혀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고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물질간의
자유경계면과 물질경계면을 모사할 수 있는 수치기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ulerian 기법으로도 이러
한 물질 경계면을 나타내는 Level-set이라는 기법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법의 경우 복잡한 경계면을 가
질 때 기법의 한계로서 계산 실패가 발생하는 한계가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PH 기법이 적용되었다.
마이크로 스케일 시뮬레이션에서 핫 스팟은 HMX
로 둘러싸인 바인더(Estane)의 저밀도 영역 내에서
압력파의 다중 중첩에 의해 발생된다고 설정되었다.
세 가지 크기의 핫 스팟 크기가 고려되었으며 이 핫
스팟은 고속의 충격을 통해 생성된 충격파에 의해
바인더 내부에서 온도 상승이 이루어진다. 마이크로
스케일 핫 스팟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최대 온도
값은 매크로 스케일에서의 SDT 현상을 시뮬레이션
수행하는데 있어 핫 스팟으로 설정된 지점에서의 발
열량을 모델링 하는데 입력 값으로서 사용된다. 이러
한 데이터 베이스 형태의 연결을 통해 멀티 스케일
해석이 가능하다. 매크로 스케일 해석에는 Eulerian
hydrocode가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핫 스팟의
분포는 대상 고에너지 물질과 동일한 조성을 지난 물
질의 SEM 이미지를 활용해 분포 지점을 지정하였
다. SDT 시뮬레이션의 결과값 검증을 위해 반경 18
mm의 rate stick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과 시뮬
레이션 값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고에너지 물질은 95%
cyclotetramethylene-tetranitramine (HMX)와 5% Estane
binder로 구성되어 있다. 프레스 후의 초기 밀도는 1.82
g / cc이며 본 논문에서는 대상 물질을 95% HMX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2. SPH 마이크로 스케일 핫 스팟
시뮬레이션
2.1. Numerical method
어떤 함수 f(x)는 Fang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커널
함수 W와의 컨볼루션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6].
 

   ′′

(1)

여기서 h는 커널 함수의 영향 범위를 정의하는 평활
화 길이이다. 커널 함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속
성을 갖는다.

   ′′  
lim   ′    ′ 

(2)

→

여기서   ′  는 델타 함수이다.

   ′      ′ 

(3)

여기서 m은 평활화 함수의 영향 영역인 ‘support domain’
mh을 결정하는 상수이다. 보간 지점 에서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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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은 부피 을 결정하며  는 질량   및 밀
도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 부피는
mh내에 존재하는 입자의 부피를 나타낸다.



적분 표현 식 (1)의 도움으로 입자 위치  에서의
임의의 함수 f(x)의 값은 다음과 같이 입자 근사를
통해 이산화 할 수 있다.


 

  







(5)



여기서  은    를 나타내며, N은 보간
점의 수 (이하부터 입자 수로 표기)이며,  는 입자
j와 연관된 함수 값이다. 만약 커널 함수와 ‘support
domain’이 결정되면 보간에 사용되는 입자의 수가
결정된다.
식 (5)로부터 입자 i의 위치에서 함수 f(x)의 기울
기에 대한 입자 근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6)



Parameter

HMX

Estane

1891

1100

Γ

0.7

1.0

s

1.79

1.7

c0 (m/s)

3070

2350

cv (J/kg K)

1757

1480

5.27 × 105

4.44 × 105

25325

6250

ρ0 (kg/m3)
(4)

  

Table 1. Material properties and Mie-Gruneisen factor
of 95% HMX

여기서 ∇   와 및 기울기는 입자 i의
위치  에 대하여 계산된다. 만약  가 입자 사이
의 거리      의 함수라면 다음과 같이 쓰여
진다.

e0 = cvT0 (J/kg)
E (MPa)

식 (10)은 시뮬레이션에서 실제로 고려된 운동량
방정식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HMX와 Estane
의 고체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입자 사이의 탄성력
을 고려하였다. 탄성력은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유효 탄성계수       를 갖는다. 
는 공간 차원을 나타내며 E는 Young’s modulas 이
다. 그리고   는 입자 i와 j간의 미변형 상태
에서의 방향 벡터를 나타낸다. Young’s modulas의 값
은 Table 1에 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식 (1) ~ (8)의 입자근사방법을 적용하면 식 (11)은
다음과 같은 SPH 형태로 변환된다.

   
   
      


 





    
 





(7)



 




(8)

(11)

(12)

 는 입자 i와 j사이의 속도 차이를 나타낸다. 그
리고   는 입자 i의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며 이로부터
입자 i의 온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3)

본 연구에서 고려된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입자 i의 정적 비열을 나타낸다.

  
   

 
 

(9)

식 (1) ~ (8)의 입자근사방법을 적용하면 식 (9)은
다음과 같은 SPH 형태로 변환된다.

 

  




∇



  (10)
     

   





커널 함수의 경우 입자 뭉침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차 스파이크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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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리고 r은 두 입자 사이의 거리이
다. d는 공간 차원의 수이며  는 정규화 상수이다.
밀도는 부피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부터 계산된다.
SPH 시뮬레이션에서는 초기 조건으로서 각 입자에
초기 질량이 할당된다. 초기 질량   는    
에 의해 할당된다. 여기서  는 물질의 초기 밀도를
나타내며 A는 고려되는 영역의 넓이를 나타낸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각 파티클은 탄성력에 의해 묶
여있으며 각 타임스텝에서 입자는 그 입자의 업데
이트 되는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간
에 따라 입자의 위치가 변함고 이로 인해 부피가 변
화하고 결과적으로 밀도가 업데이트 된다.
위의 지배 방정식에 추가하여 Mie-Gruneisen EOS
를 사용하여 물질의 압력을 계산하였다.



(a)

(15)

         


              




(16)

    
  

여기서      이며   이다.
Mie-Gruneisen 계수와 고려된 물질의 물성치들이
Table 1에 요약되어있다.

(b)

2.2. SPH 코드 검증
2.2.1. Shock 컨디션에서의 Riemann 문제
구축된 SPH 코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hock
조건에서의 Riemann 문제를 계산하였다.
이 검증 문제를 통해 물질의 경계면 및 shock 경계
면을 모사하는데 있어 코드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
다. Shock 조건에서의 Riemann 문제의 초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shock tube의 길이는 1 mm이고 물질의
경계면은 x = 0.5 mm에 위치한다. 경계면의 왼쪽의 경
우 HMX가 위치하며,     ,   × 
그리고    의 shock 조건을 갖는다. 오른쪽
에는 Estane의     ,     그리고
    와 같은 unshocked 조건이 할당된다.

검증 문제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실선은
Riemann 문제의 엄밀해를 나타내고 점선은 계산 결
과를 나타낸다. 표기된 결과들은 0.04 µs에서의 결
과를 나타낸다. 시작과 함께 충격파는 오른쪽으로 전
파되는 반면, 팽창파는 접촉 불연속점과 함께 왼쪽
으로 전파된다. 엄밀해와의 비교를 통해 구축된 SPH
코드가 물질 경계면과 shock 경계면을 나타내는 데 있

(c)
Fig. 1. Riemann problem solved at 0.04 µs for (a)
pressure, (b) density, and (c) velocity.

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2. Square patch 문제
두 번째 검증문제는 square patch의 회전에 관한
문제이다. 이 검증 문제는 구축된 SPH 코드가 자유
경계면의 동작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능력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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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주로 사용되는 SPH 전용 검증문제이다. 또한 이
문제를 통해 구축 된 SPH 코드의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다[6]. 이 검증 문제는 유체 상태에 대해 수행되
었지만 핫 스팟 시뮬레이션에서 입자의 뭉침 현상 문
제의 개선을 확인하는 데 직접 적용 될 수 있다.
점성 유체의 square patch는 초기에 다음과 같은
속도장이 할당된다:   ,   . 여기에서 
는 각속도이고       이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
면, square patch는 원심력으로 인해 자유 경계면의
큰 변형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중 구축된 코드가
입자 뭉침 현상 없이 복잡한 불안정성을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각 변의 초기 길이는 2 m
이고 사용된 총 입자 수는 2601개이다. 압력을 계산
하기 위해 Tait EOS가 적용되었으며 초기 압력장은
모든 곳에서 0으로 설정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점선은
불안정성으로 유발되는 자유 경계면 위치의 엄밀해
를 보여 준다[6]. 입자 뭉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자의 뭉침에 의해 SPH 보간 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유경계면 위치가 엄밀해와 달라진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구축된 SPH 코드는 엄밀해를 높은 정확
도로 재현해 냄을 확인할 수 있다.

33

2.3. 폴리머 바인더 Estane 내부에서의 충격에
의한 온도 변화 시뮬레이션
구축된 SPH 코드를 통해 HMX으로 둘러쌓인 Estane
내부에서 여러 번의 충격파의 섭동현상으로서 생성
되는 고압 축적 영역에서의 온도변화와 최고온도를
계산하였다. Estane은 HMX와 달리 낮은 밀도값으
로 인해 낮은 웨이브 임피던스를 갖기 때문에 핫 스
팟이 Estane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압력 파가 HMX에서 Estane으로 전파되고 다시 Estane
에서 HMX로전파될 때 웨이브 임피던스 차이에 의
해 끝단에서 압력파가 다시 Estane 내부로 반사되고
반사된 압력파가 다시 HMX 영역을 만날 때 Estane
내부로 압력파가 반사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서 Estane 내부에는 이러한 압력파 들의 다중 중첩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고압이 생성되며 결과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 과정을 SPH 기법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 초기 시
뮬레이션 영역을 Fig. 3과 같이 나타내었다. HMX의
왼쪽 끝단에서 700 m/s의 속도로 충격을 준다. 여기서
빨간색 입자는 HMX를 나타내고 회색 입자는 Estane
을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에서 갭 크기는 Estane의 크
기로서 정의되었으며 핫 스팟의 크기를 나타낸다. 고

(a)

(b)

(c)
Fig. 2. Square patch problem with time at (a) 0 s, (b) 0.015 s and (c) 0.02 s. Dotted line represents exac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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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함이 확인되었다. 갭 크기에 따른 최대온도의
값이 Table 2에 요약되어있다.

3. SDT 실험 및 하이드로코드 시뮬레이션
3.1. Rate stick 실험

Fig. 3. Schematic of a micro-scale impact simulation
via SPH. The gap distance is measured in
Estane binder bounded by two HMX walls.

려된 핫 스팟의 크기는 총 3가지 1, 3, 5 µm이며 초
기 충격 방향을 따라 2 개의 HMX 사이의 거리를 나
타낸다. Estane 영역은 계산 영역의 중간에 위치하
며 계산 영역의 전체 길이는 10 µm이다. 따라서 갭
크기 즉 핫 스팟의 크기가 변화함에 따라 HMX의 두
께도 달라진다. 고려된 갭 크기의 모든 경우에 있어
최대 온도는 Estane 중심 근처에서 발생했다. SPH
시뮬레이션에 2500개의 입자가 사용되었으며 평활
화 길이   ∆가 적용되었다.
Fig. 4는 최고 온도에 도달 한 순간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HMX/Estane 사이의 물질 경계면은 1, 3,
5 µm의 각 갭 거리에 대해 각각 4.5, 3.5, 2.5 µm에
서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최대 온도값은 갭 내부의
충격파 중첩으로 인해 샘플의 저밀도 영역 내에서

Rate stick 실험은 폭약의 반경에 따른 폭굉 속도
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핫 스팟 멀티스케일 모델의 검증을 위해 반경 18 mm
의 rate stick 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 5는 실험의 개
요를 나타낸다. Booster charge의 점화를 통해 대상
고에너지 물질의 폭굉으로의 천이가 일어날 수 있
도록 에너지를 발생시켜 HMX로 전달된다. 완전히
발달된 폭굉 파를 관측하기 위해 최소 초기 충전 직
경의 5배의 길이를 갖는 실린더 형태의 폭약이 사용
된다. 완전히 발달 된 폭굉파의 속도를 정확하게 포
착하기 위해 폭약의 길이 대 직경 비를 7로서 설정
하였다. 전자 핀을 사용하여 폭굉파의 전파 속도를 측
정했다. 설치된 핀이 고온과 고압의 충격파에 노출되
면 설치된 핀의 파손이 발생하고 TDC(Time-to-Digital
Converter)를 사용하여 충격파의 도달 시간을 측정
한다. CA-1041(DYNASEN, Inc.) 핀을 사용했으며 고
속 카운터 인 Lec-4208(LeCroy, Inc.)을 광역 실시간
TDC로서 활용하였다. TDC는 실시간으로 시간 측정
을 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고해상도로 넓은 동작
범위를 갖도록 설정하였다. 5 개의 등 간격 전자 핀
을 사용하여 폭약의 길이방향을 따라 폭굉파의 도
달 시간을 측정하였다. 각 테스트 동안 1 GHz 대역
폭 또는 1 ns (109 s)의 주파수 분해능을 갖는 TDC를
사용했다.

3.2. 지배방정식 및 핫 스팟 모델
질량,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 보존식에 대한 축 대
칭 좌표계 형식의 지배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사용
되었다.

Fig. 4. Calculated peak temperatures for each gap size.
Table 2. SPH calculated maximum temperature for each
Estane gap size
Gap size

1 µm

3 µm

5 µm

Temperature (K)

1310.15

1521.42

1673.45

Fig. 5. Schematic of a 18-mm cylindrical rate stic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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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여기서 
는 보존 변수에 대한 벡터를 나타낸다. 또


한 와 
는 각각 축 방향 및 반경 방향의 공간 플
럭스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다양한 하중 조건에
따른 소스텀을 나타낸다. Eulerian 프레임 워크에서
각 벡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직사각형 및 원통 좌표계에 대해 각각
0 및 1의 값을 갖는다. 또한, 는 밀도를 나타내며,
 및  은 축 방향 및 반경 방향 속도 성분을 나타낸




다. 식          는 특정 내부 에너지 e를
갖는 단위 질량 당 총 에너지를 나타내며 p는 압력
을 나타낸다.

⎡ ρ ⎤
G ⎢ρu ⎥
U = ⎢ z⎥
⎢ ρ ur ⎥
⎢
⎥
⎣ ρE ⎦

ρuz
⎡
⎤
⎢
2
G
ρ u z + p ⎥⎥
E=⎢
⎢ ρ ur u z ⎥
⎢
⎥
⎣u z ( ρ E + p ) ⎦

ρ ur
⎡
⎤
G ⎢ ρ u z ur ⎥
⎥
F =⎢
⎢ ρ ur2 + p ⎥
⎢
⎥
⎣ur ( ρ E + p ) ⎦

  

 

B
(GPa)

R1

R2

ω
(J/gK)

Value

458

8.3

3.72

1.06

0.35

이 사용되었다[7]. 본 연구에서 정적비열은 일정한 값
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              (20)
 

HMX의 전체 압력은 생성물의 질량 분율로부터
다음과 같은 혼합 규칙에 의해 계산되었다.
(21)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9]. 핫 스
팟에서의 반응을 나타내는 핫 스팟 모델은 다음과
같다.

(18)

 

A
(GPa)

식 (18)에서 HMX의 화학반응과 연관된 소스 에너



 ∇ ∘   



 









  

(22)




(23)

여기서 는 Estane에서 온도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임계 압력을 나타낸다. 만약 압력이 보
다 높은 값을 갖는다면 Estane은 압력 섭동을 시작
하여 승온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의 연구에서
 = 0.75 GPa로 설정되었다. 는 반응이 일어난
핫 스팟의 분율을 나타내며 이 값은 1부터 시작해 반
 는핫
응이 종료될 시 0의 값을 갖는다. 위 식에서 

위와 같은 보존 방정식과 함께, 미 반응상태의 폭약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식 (15)의 Mie-Gruneisen EOS
가 사용되었다. 또한 반응이 완료된 폭약의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John-Wilkins-Lee (JWL) EOS
가 사용되었다[7].
  

Parameter

 로 표현되고   는 핫 스팟에서의 열
지는 
 

ρu
⎡
⎤
-ϕ r
⎢
⎥
r
⎢
⎥
ρ ur u z
⎢
⎥
-ϕ
G ⎢
⎥
r
S=⎢
⎥
2
ρ ur
⎢
⎥
-ϕ
⎢
⎥
r
⎢
⎥
⎢ -ϕ ur ( ρ E + p ) + ρλQ + ρλ Q ⎥
HS HS
⎢⎣
⎥⎦
r

  

Table 3. JWL EOS parameters for 95% HMX

(19)

JWL EOS의 매개 변수는 CHEETAH 코드를 이용
하여 피팅 절차를 거쳐 획득하였다[8]. 획득 된 JWL
EOS 매개 변수는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또한 온
도의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JWL 온도 식



스팟의 반응률을 나타내며 는 0의 초기 값을 갖는
전도 진행 변수이다. 이 변수는 열의 전도 시간과
관련된 변수이다. 이 변수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업데이트 된다.

 ∇ ∘   



(24)

   
   

(25)

 



 는 전도율을 나타낸다. 전도 시간 은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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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잠재적 핫 스팟 영역을 통과한 후 승온이 되어
핫 스폿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은
충격파의 도착시간과 최고 온도가 형성되는 시간사
이의 간격을 나타낸다. 각기 다른 핫 스폿 크기에
대한 전도 시간의 값은    ,    ,
   이다[9]. 핫 스팟에서의 반응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26)

      

  은 충격에 따른 핫 스팟에서의 최대 온도를
나타내며 는 상온에서의 기준 온도이다. 최대 온
도 데이터는 마이크로 스케일 시뮬레이션에서 획득
된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Rate stick 실험에 대한 시뮬레이션 개략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크기 1, 3, 5 µm의 핫 스폿은 다음
절차에 따라 폭약 내에 분포한다고 설정되었다. 먼

Fig. 6. Simulation domain of a 18-mm rate stick (a half
domain) shown with random hot spots.

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이미지를 사
용하여 분포되어 있는 갭 또는 Estane 바인더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10]. 바인더 사이의 평균 거리가 편
차와 함께 결정되며, 그 값들이 하이드로 코드의 무
작위 분포 함수에 입력된다. 예를 들어 5개의 메쉬
가 핫 스팟이 될 수 있는 바인더 사이의 평균 거리
를 나타낸다고 할 때 평균에서 벗어나는 편차는 4개
또는 6개의 메쉬로서 고려된다. 이 과정을 통해 SEM
이미지에 표시된 바인더와 같은 핫 스폿 요소가 하
이드로 코드에서 비슷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3.3. 결과 및 논의
Fig. 7은 메쉬 사이즈에 따른 수렴도를 측정하는 레
졸루션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다. 높은 해상도의 메쉬
가 사용될수록 수치적 에러에 따른 불규칙한 규조가
해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핫 스팟 모델의 존재 유무에 따른 충격에
대한 초기 점화단계에서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온도
장 결과이다. 폭약의 하단에서 700 m/s의 충격에 따
른 충격파가 전파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으며 충격
파 전파의 초기 단계에서 폭굉으로의 전이가 즉각
적으로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폭굉 모사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I&G와 같은 경험

Fig. 7. The grid resolution test for detonation peak
pressure at t = 10.5 µs.

(a)

(b)

Fig. 8. Temperature evolution showing (a) Go case with multiple heat release at randomly distributed hot spots and
(b) No-go case when no hot spot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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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델은 모델의 특성상 적용이 되면 자동적으로 폭
굉으로의 천이가 발생하는 비 물리적인 모델이었으
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온도 기반의 화학반응 모델
과 핫 스팟 모델을 채택할 경우 초기 반응 단계와 같
은 SDT의 전체 과정을 모사할 수 있다. Fig. 8(b)의
경우, 핫 스폿 모델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않으면
점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Fig. 8(a)의 경우 충격파가 핫 스팟을 통과함에 따라,
압력 섭동에 의한 열이 방출되고 방출된 열에 의해
주변에 위치한 HMX의 화학반응을 유발시킨다. 이
로 인해 국부적으로 분포된 핫 스팟에서의 엄청난
에너지 방출이 충격파 전단에 전달되며 폭굉으로 발
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 9는 압력 및 온도장을 나타내며 시간에 따라

37

Fig. 10. Pressure development along the vertical axis
of 18 mm rate stick.
Table 4. Comparison of detonation properties between
experiment (18 mm radius stick) and simulation
Properties

Experiment

Simulation

Det. Pressure (GPa)

32.9

34.5

Det. Temperature (K)

3253

3211.2

3

Det. Density (kg/m )

2422

2478

Det. Velocity (m/s)

8752

8647.6

완전히 발달된 폭굉파의 전파를 보여준다. 다른 SDT
계산[11]과 비교할 때, 온도장 결과의 경우 본 시뮬레
이션은 여러 지점의 핫 스팟에서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 불규칙하고 복잡한 유동구조를 보여준다.
폭굉 물성치에 대한 실험적, 이론적 및 수치적 결
과값들이 비교되었다. 폭굉 속도는 rate stick 실험으로
부터 측정되는 반면 온도와 압력은 실험적 계측기
법의 한계로 인해 열-화학 평형 코드인 CHEETAH[8]
에서 획득한 이론적 값이 시뮬레이션 값의 비교대
상으로서 활용되었다. 폭굉 속도는 8647.6 m/s인 것
으로 계산 되었으며 압력파의 수직 방향에 대한 개
형이 시간에 따라 Fig. 10에 나타내었다. 폭굉 압력은
34.5 GPa로 계산되었고, 폭굉 온도는 3211.2 °K이고
3
폭굉 밀도는 2478 kg/m 으로 계산되었다. 실험값, 이
론값과 계산 결과 값의 비교는 Table 4에 요약되어있
다. 온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이 논문
에서 제안된 방법인 핫 스팟 모델을 사용하여 복잡
한 SDT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충분한 가능성이 있
음이 검토되었다.

(a)

4. 결 론
(b)
Fig. 9. Shock to detonation transition using hot spot
initiation: (a) pressure and (b) temperature.

본 연구에서는 SDT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온도 기반 반응속도식을 활용하는 핫
스팟 멀티스케일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렇게하기 위
해서, 먼저 Friedman 등전환 방법을 이용해 DSC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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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로부터 정확한 반응 속도식을 추출하였다. 그 다
음 마이크로 스케일 SPH 핫 스팟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여 고에너지 물질 내의 직경에 따른 세 가지 종류
의 핫 스팟의 최대 온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획
득하였다. 매크로 스케일에서의 SDT 시뮬레이션은
마이크로 스케일 시뮬레이션에서 획득한 데이터베이
스를 기반으로 하여 SEM이미지로부터 추출된 핫 스
팟 분포를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반경 18 mm의 rate
stick 실험이 제안된 모델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비교대상으로서 수행되었다. 비교 결과, 폭약의 폭굉
특성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재현되었고, 만약 제시
된 형태의 핫 스팟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SDT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폭약의 폭굉 현상을 시뮬레
이션 하는데 있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후기

[3]
[4]

[5]

[6]

[7]
[8]

이 논문은 2018년도 BK21플러스 사업에 의하여 지
원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고폭화
약의 폭발성능 및 운용안정성 정밀 해석 SW 개발(핵
심 SW 응용연구)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한
화 Zr-Ni계 지연관 성능해석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되었습니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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