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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 응력 (MPa)

 소성 변형률: 

A 항복응력: (MPa)

B 변경경화 계수: (MPa)

n 변형경화 지수 : 

C : Strain rate coefficient

  : Strain rate

  : Reference strai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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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탄도 수정탄은 기존의 포탄에 조종 를 장착하여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게 하는 무기 체계이: kit

다 롤제어시스템은 조종 의 구성품으로 유도조종부와 탄체부 사이에 위치하며 포발사시 횡방향으로 . kit

상당의 가속도 하중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내고충격 설계를 하는게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탄도 5,000g . . 

수정탄의 개발과정에서 실사격 또는 포발사 회수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품의 성능 및 강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 방법으로 설계단. CAE 

계에서 롤제어시스템에 대한 충격 강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충격 현상을 구. 

현하기 위하여 를 이용한 해석 기법을 적용하였고 고변형률 물성 특성을 Explicit code Dynamic , 

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또한 베어링을 인너 아우터 레이스 리테이너 볼 Johnson-Cook material model . , , , 

등으로 상세적으로 구현하여 충격시 베어링의 거동 특성이 분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해석 모델. 

은 가스건 충격시험을 통해 그 신뢰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Abstract: Course correction munition are a weapson system for precision attacks and are assembled by 

applying a ballistic control system to existing projectiles. The roll control system is a subsystem of the 

ballistic control system and is placed between the guidance and control units inside of the projectile, which 

undergoes a 5000g lateral acceleration.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design the system to endure this load. 

Many developed countries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course correction munitions' parts using 

live-fire gun launch tests or a soft recovery system. However, these methods are expensive and slow. Thus, 

in this study, we develop impact analysis model of the roll control system using CAE. We apply the code to 

simulate impact phenomenon and use Johnson-Cook material model for modeling the high strain rate effect 

on the materials. We also design bearings in detail to analyze their behavior and verify the reliability of 

CAE model through gas-gun impact tests of the rol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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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Mass matrix

I : Internal force 

P : External force

C 파장 전달 속도: 

L : Characteristic length\

 : Critical damping

max 최대 고유진동수: 

서 론1. 

현대전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

운영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전장에서 유연하게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포병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정밀도

가 높고 효율적인 포탄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6) 

이에 여러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포탄은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조종 를 부착하는 형태인 탄도kit

수정탄 에 대한 연구가 (Course Correction Munition)

활발히 진행 중이다 탄도수정탄은 조종 가 탄. kit

체와 회전분리되어 움직이는 형태로 탄체의 회전

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도하는 방법이다.(6) 조종  

는 포발사 환경에서 축방향으로 횡방kit 20,000g, 

향으로 이상의 극심한 가속도 하중을 받5,000g 

게 되므로 내고충격 설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미국 육군연구소 에서는 실. (ARDEC)

사격 또는 포발사 회수시스템(Soft Recovery 

을 이용하여 탄도 수정탄등의 개발과정에System)

서 부품의 성능 및 강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단계CAE 

에서 조종 의 롤제어시스템에 대한 충격강도 kit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석모델을 개발하였고 시

험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신뢰성을 검증하

였다. 

본 론2. 

2.1 포발사 하중 분석

은 미국육군연구소 에서 발표한포Fig. 1 (ARDEC)

발사 환경에서 탄이 받게되는 하중분포도로 

구간으로 분석할 수 Setback, Balloting, Set-forward

있다.(1) 하중은 추진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Setback 

축방향 하중으로 약 의 가속도가 20,000g 8~10msec 

동안 발생한다 하중은 강 내에서 탄의 . Balloting 

회전방향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힘으로 5,000g 

수준이다 하중은 포강을 이동하던 탄. Set-forward 

두가 포구를 빠져나올 때 탄저에 작용하던 압력

이 갑자기 대기압으로 강하하면서 발생하는 충격

하중으로 그 크기는 일반적으로 하중의 Setback 

정도로 탄에 인장파를 유발한다20% .(5) 조종  kit 

설계를 위해서는 상기의 Setback, Balloting, 

하중을 모두 고려하여 내고충격 설계Set-forward 

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롤제어시스템의 . 

베어링부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횡방향 5,000g 

하중 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2.2 충격해석

2.2.1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조종 구성품중 롤제어시스템kit 

을 대상으로 충격해석 모델을 검토하였다 롤 제. 

어시스템은 베이스링에서 탄체부 와 체(Projectile)

     Fig. 1 Typical Live-Fire Gun Launch Environment(1)

  

Fig. 2 Rol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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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Johnson-Cook Material model

Material A(MPa) B(MPa) C n m

STS630 1,150 739 0.014 0.26 1.03

SM45C 557.2 777.3 0.0661 0.488 1.04

Table 2 Material property of STS440C

Material
True Stress(MPa) Plastic Strain

()Yield Tensile

STS440C 1,900 2,265 0.01

※    



결이 이루어지고 퓨즈바디를 통해 유도조정부와 

조립이 이루어진다 시스템 전 후방에 각각 개의 . / 1

베어링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전 후방에 배치. /

되는 베어링에 고충격으로 인한 찍힘 이탈등의 /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회전이 가능하도록 충격 

흡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재료 물성치2.2.2 

롤제어시스템 각 구성품의 재료 물성치는 Fig.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STS630, SM45C, STS440C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롤제어 시스템은 짧은 시. 

간동안 큰 충격하중을 받기 때문에 수치 해석시 

이러한 구조 부재의 동적 변형 효과를 고려할 필

요성이 있다 구조 부재의 동적 변형 거동을 고. 

려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동적 물성치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재. 

의 동적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방법으로는 Johnson-Cook material model

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은 해석에서 과 재료에 Table 1 STS630 SM45C 

적용한 이Johnson-Cook Material model parameter 

며 관련 논문에서 발췌하였다(2,3)

동적 물성치가 미 확보된 소재에 대STS440C 

한 물성치로는 준정적인 인장시험을 통해 측정된 

물성치를 적용하였다 는 해석에 적용한 . Table 2

탄소성 물성치를 나타낸다bilinear .

경계조건2.2.3 

약 의 짧은 시간동안 롤제어시스템에 발1msec

생하는 고충격 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구조해석 상용 인 S/W Abaqus 6.12 

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Explicit code Dynamic 

였다 해석에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은 . 4-node 

개linear tetra C3D4 element 1,468,912 , 8-node 

로 구성하였으며 linear hexa C3D8 element 133,542

전체 수는 개 이다 동적 특성 해석을 node 434,605 . 

위한 Explicit co 에서 사용되는 운동 방정식은 de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4)

                                (2)

이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속도와 변

위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즉 중앙 차분법을 이. , 

용하여 상기의 운동 방정식을 적분하면 속도와 

변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3)

         ∆         (4)
해석에서는 시간증분 이 다음과 Explicit code (t)

같이 정의되는 시간증분보다 작아야 안정적인 해

를 구할 수 있다. 

           ∆ ≤max

        (5)

여기서 max는 최대 고유 진동수를, 는 임계감

쇠비를 나타낸다 안정적인 해를 얻기위한 최소 . 

시간 증분은 다음과 같이 파장 전달속도 와 요C

소의 특성 길이 의 성분으로 표현될 수 있다L .

           ∆  min 

  




      (6)

따라서 해석에서 을 단Explicit code solving time

축시키기 위해서는 재료의 강성을 감소시키고 , 

재료의 밀도를 증가 시키거나 또는 요소의 특성 

길이를 증가시키도록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4) 본 

연구에서는 시간증분은 에서 제공하Abaqus S/W

는 기능을 이용하였고 재료의 밀도를 Automatic , 

변경시키는 기법은 적용하지 않았Mass scaling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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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earing analysis model

Fig. 4 Boundary condition

Fig. 5 Acceleration Profile

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경계조건을 나타Fig. 4

낸다 롤제어장치는 조종 의 일부분 시스템으. kit

로 베이스링 나사산부에서 탄 몸체와 체결이 이

루어 지고 퓨즈 바디부에서 유도조종부와 체결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모델의 간략화. 

를 위하여 유도조종부와 후방의 배터리 부는 상

세 모델링을 하지 않고 집중 질량으로 부가하여 

(a) Stress contours

  (b) Deformation contours

       (c) Stress contours of bearing

Fig. 6 Analysis results

고충격 해석시 관성모멘트의 하중으로 작용하도

록 하였다 전 후방에 배치되어 있는 베어링은 . /

과 같이 인너 아우터 레이스 및 리테이너Fig. 3 , , 

볼 등을 상세 모델링 하여 고충격 해석시 베어링

의 변형 특성이 분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롤 제. 

어시스템 각 구성품간의 관계는 조립 조건을 고

려하여 두 파트가 하나의 몸체처럼 움직이는 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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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mpact test scheme

또는 을 고려한 Interface gap General contact 

조건으로 구현하였다 에서 . Abaqus S/W General 

은 다물체간 접촉 조건을 효율적으로 구현contact

할 수 있는 기법이다.

적용 하중으로는 앞서 검토된 포발사 환경에서

의 하중조건중 횡방향 하중 조건Balloting 5,000g 

을 고려하였다 해석에서는 횡방향 하중 을 . 5,000g

포발사 환경과 유사하게 시간동안 파의 1msec sin

형태로 부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파형과 . 

직관적으로 유사한 파의 형태로 부가하였지만 sin 

향후 충격에너지 분석등을 통해 포발사 환경과 

유사한 를 갖는 등가 파형에 대한 연구가 Damage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석결과2.2.4 

롤 제어시스템은 시간동안 횡방향으로 1msec 

가속도 충격 하중을 받을 경우 의 5,000g Fig.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방 유도조정부와 후(a),(b)

방 베터리부의 회전관성 모멘트에 의해 퓨즈바디

에 휨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로. 

인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후방 베어링 레(c) /

이스에 찍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이할만한 점은 전방측 베어링의 찍힘량이 후방

베어링 보다 약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방측 베

어링 후방에 배치된 디스크 스프링이 충격 하중

을 완충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베어. 

링의 찍힘 발생 여부는 소재의 항복강도값을 기

준으로 판단하였다. 

2.3 충격시험

롤제어시스템의 충격거동 분석 및 강도 평가를 

위하여 가스건 충격 시험을 실시하였다 에. Fig. 7

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치구에 롤제어장치를 장

착하고 고압 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충격시험을 

실시하였다.  

 

(a) Fuze body 

   

(b) Bearing race

Fig. 8 Impact test results

충격시험 결과 해석에서 예측한 대로 퓨즈바디

의 휨 현상이 발생하였고 전 후방 베어링 레이스/

에 찍힘 현상이 나타났다 은 시험후의 퓨. Fig. 8

즈바디와 베어링 레이스의 모습을 나타낸다.

결 론3. 

본 연구에서는 탄도수정탄 롤제어시스템의 

충격 해석모델 개발을 위해 를 CAE Explicit Code

이용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신뢰성Dynamic 

을 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 . 

연구를 통해 정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를 이용한 고충격 해Explicit Code Dynamic 

석 절차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을 이용하여 동(2) Johnson-Cook material model

적 물성 특성 효과를 반영하였다. 

충(3) 격해석 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가

스건 충격 시험을 실시하였다.

충격해석 시험 결과는 유사한 변형 경향성(4) /

을 나타내고 있어 베어링 내 외륜 소재/ STS440C 

의 물성치 미반영으로 인한 영향은 rate 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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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해석 모델은 ,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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