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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analysis of mesoscale simulation was performed considering the geometry of
granular high explosive and reactive metal particles. Unlike the continuum model that all
materials are considered as a single substance, mesoscale simulation analyzes all the materials
contained in the heterogeneous explosive. The behavior by impact of granular HMX and RDX
explosives was investigated through interaction with non-reacting binder and reactive metal
particles. The reaction model of the mesoscale and continuum analysis was verified by the rate
stick experiment. This mesoscale simulation confirmed the behavior and reaction of the individual
materials of the composite powder, which was difficult to confirm by continuum analysis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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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고폭화약의 Granule과 반응성 금속을 고려한 메조스케일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복
합화약의 모든 물질을 하나의 물질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연속체 가정 해석과 달리 메조스케일 시뮬레
이션에서는 복합화약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고려한 해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격에 의한
HMX와 RDX의 폭굉반응과 함께 비반응성 바인더와 반응성 금속의 거동을 해석하였다. 또한 반응막대

실험을 통해 이러한 메조스케일 해석과 연속체 해석의 폭굉 반응모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러
한 메조스케일 수치해석을 통해 연속체 해석 및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복합화약의 개별 물질
들의 거동 및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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