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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5.56 mm 탄종은 20인

치(508 mm) 이상의 총열장을 가진 소총에서 발사 시 탄의 

추진제를 총열 내에서 충분히 연소시킬 수 있으며, 총열장

이 충분히 길지 않은 경우, 불완전 연소된 추진제가 총구를 

빠져나와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면서 총구화염을 일으키

게 된다. 총구화염은 총열장이 짧은 소총일수록 더욱 커지

게 되며, 큰 총구화염은 특히 야간 전투 시 사수의 눈을 순

간 멀게 하여 조준사격을 할 수 없게 하고, 적에게 사수의 

위치를 쉽게 노출시켜 사수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총구화염을 줄이기 위해 총열 끝단에 소

염기를 부착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된 추진제는 총구를 빠져

나오면서 대기 중으로 빠르게 확산하게 되고 산소와의 충분

한 접촉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연소하게 되므로 결과적으

로 총구화염의 크기 및 지속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

반적으로 소염기 끝단이 막혀있지 않은 개방형 소염기가 끝

단이 막혀있는 새장형 소염기에 비해 70% 이상 소염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소염기 끝단이 막혀있으

면 불완전 연소된 추진제가 대기 중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1960년대 베트

남전 초기에 배치된 M16 소총에는 개방형 소염기가 적용되

었으나 베트남 정글 환경 하에서 운용 시 나뭇가지나 풀잎 

같은 이물질이 총구에 끼는 문제가 발생하여 M16A1 소총 

이후로는 새장형 소염기가 적용되었고, 한국군이 운용하는 

K1A 기관단총 및 K2 소총 역시 새장형 소염기가 적용된 

상태이다. 

    소총 사격 시 발생하는 사격음은 매우 짧은 시간동안 

지속되는 고음압의 충격성 소음이다. 총열 끝단에 소염기를 

부착하게 되면, 총구를 통해 배출되는 추진가스의 유동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소염기 형상은 총구화염의 크기뿐 만 

아니라 유동장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사격소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염기 

장착 시의 사격소음을 측정하여 소염기 형상이 사격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 (b) (c)

그림 1. 기 M16(a), K2(b)  K1A(c) 소총 소염기

2. 본  론

2.1 사격소음 측정시험 개요

     사격에 사용된 시험 소총에는 K2 소총과 동일하게 

5.56 mm K100 신형 보통탄 사격에 적합한 7.3인치 당 1

회전의 강선율을 가진 6조 우선 총열이 장착되어 있으며, 

총열장은 K1A 기관단총에 비해서는 약간 길며, K2 소총에 

비해서는 많이 짧은 특징이 있다. 사격소음 측정은 미 육군 

소화기 사격소음 시험평가절차서(TOP 1-2-608 Sound 

Level Measurement, MTP 3-2-81 Noise and Blast 

Measurements)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소음 측정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총기 좌측 2 m, 지상 1.5 m 높이에 1개의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으며, 사수 좌/우측 귀 부근에 추가로 

각각 1개씩의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다. 마이크로폰은 B&K 

4941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측정 및 저장에는 B&K 

Pulse System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격소음의 반사 및 울

림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활지에서 시험을 수행하

였다. 시험은 그림 3과 같이 신규 설계된 새장형 소염기 2

종(소염기 #1, #2) 및 개방형 소염기 1종(소염기 #3)에 대

해 수행하였으며, 각 소염기에 대해 단발 사격 10회씩을 수

행하여 평균 음압을 구하였다. 참고로 소염기 #1은 K2 소

총의 새장형 소염기와 거의 형상이 동일하며 길이만 축소된 

상태이다. 또한 소염기 #2와 소염기 #3은 소염기 끝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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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힘 유무에만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형상을 동일하다.

그림 2. 사격소음 측정 시험 장면 

 

(a) 소염기 #1 (b) 소염기 #2 (c) 소염기 #3

그림 3. 시험 상 소염기

2.2 시험 결과

     소염기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및 3종의 소염기를 장착

한 경우 측정된 사격소음은 표 1과 같다. 

총구  2 m 우측 귀 좌측 귀

소염기 제거 99.67% 97.92% 100%

소염기 #1 98.77% 95.95% 97.68%

소염기 #2 98.13% 100.05% 100.98%

소염기 #3 99.14% 94.23% 96.65%

표 1. 소염기에 따른 사격소음 

표에서 각각의 값은 소염기 제거 시, 좌측 귀에서 측정된 

소음값으로 정규화하였다. 소염기 제거 시, 사격소음의 크기

는 좌측 귀 > 총구 옆 2 m > 우측 귀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오른손잡이 사수인 경우, 사격소음이 발생하는 위치인 

총구와의 거리가 우측 귀에 비해 좌측 귀가 짧기 때문이다. 

시험 결과, 총구 옆 2 m에서의 소음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는 않았으며, 사수 귀 위치에서의 소음은 개방형 소염기(소

염기 #3)가 새장형 소염기 2종(소염기 #2, #3)에 비해 소

음이 낮게 측정되었다. 새장형 소염기에 있어서, 소염기 #2

의 경우는 소염기 제거 시에 비해 총구 옆 2 m에서의 소음

은 유사한 수준이나 사수 귀 위치에서의 소음이 오히려 증

대되었다. 그림 4는 각각의 소염기를 장착하여 야간 무월광 

상태에서 수행한 화염 시험 결과로서, 사격소음이 가장 낮

은 소염기 #3의 경우가 총구화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a) 소염기 제거 시 (b) 소염기 #1

(c) 소염기 #2 (d) 소염기 #3

그림 4. 화염 시험 결과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총 사격 시의 총구화염을 저감하기 

위해 장착되는 소염기 형상이 사격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실

사격 시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시험 대상 소총에 대한 시험 

결과, 개방형 소염기가 새장형 소염기에 비해 사격소음이 

낮았으며, 추진가스의 유동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새장

형 소염기의 경우는 오히려 사격 소음을 증가시킬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향후 적용될 소염기 설계에 있어서는 총구

화염 뿐만 아니라 사격소음에 대한 영향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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