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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LF   : 전자기력, Lorentz force ( N ) 
I  : 전류( A ) 
J  : 전류밀도( /A m ) 
B   : 자기장(T ) 
μ  : 유전율( /F m ) 
σ  : 전도도( 1, S−Ω ) 
T   : 온도( K ) 
k  : 열전도도( /W m k⋅ ) 

pC  : 용적비열( 3/kcal m C⋅ ° ) 
C  : 전기용량( F ) 
V   : 전압(V ) 
L   : 인덕턴스( H ) 

1. 서 론 

최근 다양한 성형공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 
고속성형 새로운 공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고속 
성형은 소재를 빠른 속도로 성형하는 기술로 전자

기성형, 액중방전성형, 폭발 성형 등이 연구되고 
있다.(1,2) 이들 성형의 특징은 빠른 속도로 소재를 

Key Words: Electromagnetic Launcher(전자기력 발사장치), Railgun(레일건), High Velocity Impact(고속 충돌), 
Low Velocity Impact(저속 충돌), Impact Test(충돌 실험), Lorentz Force(전자기력), LS-DYNA EM, 
PSIM Demo 

초록: 항공산업의 발달로 하늘에는 많은 비행기, UAV, 드론이 비행하고 있다. 비행기와 UAV는 빠른 속
도로 비행하며 드론의 프로펠러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의 비행체간의 충돌은 
비행기 운항과 승객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지상에 있는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비행체의 운
항속도는 음속(340m/s) 내외이며,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는 그 보다 작은 속도 영역이다. 현재까지의 충
돌 실험은 공기의 힘을 이용한 방식으로 충돌 속도를 얻었고, 공기 팽창에 따른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
다. 하지만 전자기력 발사장치는 그보다 작은 공간에서 충분한 속도를 얻을 수 있다.(~500m/s) 본 논문

에서는 전자기력 발사장치의 설계와 이에 따른 제작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Many plane, UAV and drone fly in the sky as development of aviation industry. Plane and UAV fly and 
drone’s propellers rotate so fast. Impact between flying objects which have high velocity threats passengers. Also the 
impact damages people, building and various property. Plane’s operating speed is near sound velocity(340m/s), and 
propeller’s rotating speed is less than that. Until now, impact experiment uses gas gun to get speed and the gun needs 
large space to entirely air expansion. Electromagnetic launcher, especially railgun, needs smaller space than gas gun to 
get enough speed about 500m/s. This paper explains electromagnetic launcher’s operating principle, shows making 
electromagnetic launcher design guide line and suggests that it is a better apparatus to get low-high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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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한다는 것인데, 이때 소재는 기존의 준정적 
물성과 달리 변형률 속도에 따라 다른 물성을 보
인다. 변형률 속도에 따라 항복응력이 변화되는데 
이를 나타내는 표적인 모델로 Cowper-Symonds 
model, Johnson-Cook model, Modified Johnson-Cook 
Model, Zerilli Armstrong model 등이 있다. 고속 성
형을 수치 해석적으로 구현하고자 할 때 변형률 
속도를 고려하는 모델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이에 
한 고속 물성연구는 미진하고, 물성획득을 하여

도 신뢰성 있는 물성이라 확신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고안된 장치가 변형률 속도에 따라 Split 
Pressure Hopkinson Bar(SHPB, 변형률 속도: 102~ 
104/s), Taylor bar(변형률 속도: 104~105/s) 등이 있
다.(3,4) 현재 본 연구자의 연구실에는 Fig. 1과 같이

Split Pressure Hopkinson Bar를 제작하여 102~104/s 
변형률 속도 영역에서의 소재 물성을 획득하고 있
다. 하지만 ~104/s 이상의 변형률 속도에서의 소재 
물성은 Split Pressure Hopkinson Bar로 획득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은 ~104/s 이상의 변형률 속도에서의 소

재 물성을 획득하기 위해 Taylor bar 제작을 위한 
기초 단계로 빠른 속도로 가속 시킬 수 있는 장치

가 필요하고, 그 장치를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제
작하고자 한다. 전자기력을 이용한 발사장치, 즉 
전자기력 발사장치(Electromagnetic launcher, EML)의 
장점으로는 Fig. 2와 같이 다른 가속 장치들과 비
교하여 작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장비 운영함과 
가속 동력을 얻는데 있어 안전하며 간편하다. 또

한 가속함에 있어 물리적 한계가 없어 총, 포 등
보다 더 빨리 가속 시킬 수 있다.  

Fig. 3과 같이 미 해군은 전자기력 발사장치를 
무기로 이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2016년 배의 함포로 전력화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전자기력 발사장치에 관한 논문은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수치해석적 예측만 있
었을 뿐 실제 장치를 만들고 어떠한 성능이 나오

는지 알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500m/s로 가속

을 시킬 수 있는 전자기력 발사장치를 설계하는 
기준과 설계에 따라 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전자기력 발사장치는 기존의 화약 폭발에너지나 
공기의 압축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사장치와는 
달리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발사체를 가속시키

는 장치이다.(7,8) 전자기력은 다른 말로 로렌쯔힘

(Lorentz force)라고 하며 발생하는 힘의 작동원리

는 Fig. 4와 같다. 검은색의 평행한 두 레일(Rail)에 
빨간색의 전류(Current)가 흐르게 된다면 레일 사
이에서 아래 방향으로 파란색의 자기장(Magnetic 
field)이 형성된다. 발사체 내부에 흐르는 전류와 
레일 사이에 아래 방향으로 발생한 자기장의 상호 
영향으로 녹색의 전자기력, 로렌쯔힘이 발생하게 
된다.  
전자기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F Il B= ×                     (1) 

B J
μ

∇× =                      (2) 

Fig. 1 PNU_SHPB installed in Pusan Nat’l Univ. 
 

Fig. 2 Railgun which is completely made by Power 
Lab(5) 

Fig. 3 Hypersonic railgun which is developed by U.S 
Navy. It is close to attaining a devastating 
battleship-ready weapo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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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asic concept of Electromagnetic launcher (EML) 

 

J B
tσ

∂
∇× = −

∂
                    (3) 

 
식 (1)~(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기력은 전류

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

장은 전류가 레일에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

로 결국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 큰 전자기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p
J J Tk T C

tσ
∂

∇ ∇ + =
∂

ii              (4) 

 
식 (4)는 온도장과 옴(Ohm)-가열확산 방정식을 

포함한 열 확산 방정식이다. 전류밀도가 높아지면 
높은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은 두 평행 레
일과 발사체의 접촉면에서 전자기력 가속을 방해

하고 레일과 발사체가 녹아 서로 달라 붙는 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을 예측하여 최
소한의 열 발생을 일으키며 최 한의 전자기력을 
얻을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9,10) 

3.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전자기력  
   발사장치의 설계 및 예측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발사속도 예측을 하기 위
해 상용프로그램은 LS-DYNA EM을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구조-전기 순차적 연동 해석이 가
능하여 본 연구에서 발사속도 예측을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이다. 전자기력 발사장치는 전자기력 가

속장치,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초기가속장치 세 부
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로 전자기력 가속장치 부분이다. Fig. 5와

같이 발사체와 레일을 규정하였다. 발사체의 규격

(길이×폭×높이)은 25×5×15mm이며 레일의 규

격은 350×30×5mm이다. 발사체는 진행방향으로

의 병진운동 자유도만 허용하였고 레일은 고정되

어야 하므로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였다. 레일과 
발사체에 전류가 흐르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저항

에 인덕턴스도 발생하게 된다. 평행한 두 레일에 

생기는 인덕턴스를 계산하면 168.261nH 고,(10) 이 
값을 Fig. 7과 같이 PSIM Demo version을 이용한 
전류파형 예측의 레일 인덕턴스로 입력하였다. 유
한요소해석에 필요한 레일의 구리와 발사체의 알
류미늄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두 번째로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부분이다. 전자

기력을 일으키는 전기에너지원으로는 커패시터

(Capacitor)를 사용한다. 커패시터는 낮은 전압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더 큰 전압으로 출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220V 가정용 전기로 더 높은 전압의 실험이 가능

하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100개 병렬 연결된 
커패시터를 사용한다. 커패시터의 안전성을 보장

하기 위해 최  전압보다 낮은 400V로 충전시켜 
400V, 680,000µF으로 운용한다. 커패시터를 두 레
일에 연결하고 전류를 방출시키는데 이 연결 부분

을 유한요소해석에서는 Fig. 6과 같이 표현한다. 

Table 1 Materials properties of copper and Al 1100-O

Material Property Value(Unit) 
Density 7,940 kg/m3 

Young’s Modulus 117 GPa 
Poisson Ratio 0.35 Copper 

Electrical 
Conductivity 

5.8500E+7 
Siemens/m 

Density 2,712 kg/m3 
Young’s Modulus 68.895 GPa 

Poisson Ratio 0.33 Al 1100-O

Electrical 
Conductivity 

3.445E+07 
Siemens/m 

 
Table 2 Capacitor and Capacitor bank specification 

Capacitor 
combination Voltage(V) Capacitance(µF)

1 capacitor 450 6,800 
100 capacitors 

parallel 450 680,000 

 

Fig. 5 Electromagnetic launcher’s parts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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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가 인가되고 나오는 부분의 면을 설정하고 
Fig. 8과 같이 시간에 따른 전류파형을 선택하면 
전류가 인가된다. 전류 인가 시간은 레일 진입속

도 150m/s에 최종가속속도 500m/s로 하여 1ms이
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Fig. 7과 같이 PSIM Demo 
version을 이용하여 전자기력 발사장치 회로를 구
성하고 해석하여 전류 파형을 얻게 된다. 최  전
류는 max 0.3500 t msI kA == 이다.(12) 
세 번째로 초기가속장치 부분이다. 초기속도를 

부여하는 이유로는, 전류가 흐를 때 레일과 발사

체의 접촉면에서 큰 열이 발생하고 이 열로 인해 

용융현상이 일어나며 그 결과 서로 용접이 되는 
현상이 발상하게 된다. 초기속도를 부여하면 용접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보다 높
은 최종발사속도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발사체에 초기속도를 부여함으로써 구
연이 가능하다. 초기속도는 150m/s이다. 
이 조건에서 유한요소해석 결과로 최종발사속도

는 약 500m/s로 나왔으며, 그때의 전자기력 분포

는 Fig. 9와 같이 나타났다. 

4. 전자기력 발사장치의 제작 

유한요소해석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기력 
발사장치를 제작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자기

력 가속장치,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초기가속장치 
3부분으로 제작을 하였다. 

첫 번째로 Fig. 10은 전자기력 가속장치 부분이

다.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기력으로 가속이 
될 때 레일에는 서로 밀어내려는 큰 힘이 발생하

게 된다. 위에서 설계한 조건으로는 레일에는 약 
1,000N의 힘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된다. 이를 견
디면서 절연할 수 있는 소재로는 G-9 복합제

(Garolite/Melanite)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

한 설계요소는 레일 사이의 간격 조절과 압축공기

로 초기 가속된 발사체가 레일 사이로 진입하는 
직진도이다. 간격이 너무 넓으면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되고 너무 좁으면 발사체가 지나가기 힘들어

지므로 가속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Fig. 10의 오

 
Fig. 6 Current flow in electromagnetic launcher and an

electric circuit setting in LS-DYNA EM 
 

 
Fig. 7 Electromagnetic launcher circuit analysis by PSIM

 

Fig. 8 Input current for LS-DYNA EM calculated by 
PSIM 

Fig. 9 Lorentz force distribution in projectile and rails
 

Fig. 10 Electromagnetic force acceleration part in 
electro-magnetic laun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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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쪽 사진 빨간색의 원 안의 나사를 이용하여 간
격을 조절하게 된다. 그리고 왼쪽 사진의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된 레일의 간격을 확실하게 체결한

다. 직진도는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발사체가 
레일로 에너지손실 없이 진입하는 효율이며 발사

체의 운동에너지를 최 한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Fig. 11은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이다. 

Table 2와 같이 450V, 6,800µF을 가지는 커패시터를 
100개 병렬 연결한다. 이 커패시터를 충전하고 순
간적으로 방전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한다. 이 전
기에너지 저장장치와 전자기력 가속부분을 터미널 
타입(Terminal type) 전선으로 볼트와 너트를 이용

하여 단단하게 체결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류 입
력부분에 공간이 생겨 Fig. 15와 같이 전기적 스파

크(Spark)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발사과정에서 발
사체와 레일의 접촉이 원활하지 않다면 전기에너

지 방출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발사에 실패하였

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강제적으로 
소비시킬 저항이 필요하다. Fig. 7~8과 목표속도를 

기반으로 전기에너지의 방출시간을 예측할 수 있
다. 만약 전기에너지 방출 시간이 레일에서 탈출

하는 시간보다 짧으면 반 방향으로 전자기력이 
발생하여 감속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에서 전자

기력 발사장치로 이어지는 부분에 추가 인덕터

(Inductor)를 연결하여 방출시간을 늘일 수 있다. 
세 번째로 Fig. 12는 초기가속장치이고 Fig. 13은 

초기 가속장치에서 사용되는 발사체와 공기압을 
받아 발사체를 밀어주는 운반체이다. 운반체와 발
사체 결합체는 가속 후 운반체는 Fig. 10의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과 부딪히면서 발사체와 분리하고 
발사체는 레일 사이로 진입한다. 운반체는 가볍고 
높은 속도에서 충돌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
계되어있다.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발사체가 레일 
사이에 들어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접촉면에서 아
주 큰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현상을 줄이기 위
해 발사체가 레일 사이로 들어가기 전에 초기속도

를 부여한다. 공기압은 최  29bar까지 가능하며 
이때의 속도는 약 180m/s까지 가속이 된다. 속도 
측정 방법은 Fig. 1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크로노

그래프(Ballistic chronograph)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측정기의 본체에 빛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
는 두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물체가 이 두 부분

을 지나가면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하게 된

Fig. 11 Electric energy stored and control part in 
electromagnetic launcher 

 

Fig. 12 Initial velocity accelerator used compressed air 
force in electromagnetic launcher 

Fig. 13 Plastic sabot and aluminum projectile used in 
initial velocity accelerator 

 

Fig. 14 Ballistic chronograph for measuring projectile’s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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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사체 진입 속도는 150m/s로 정하였다. 
실험 순서는 초기가속장치의 압력을 목표 압력

까지 높인다. 그 다음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의 커
패시터를 목표 전압까지 충전시킨다. 
커패시터에 충전시킨 전기에너지를 방출하면 전

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레일 사이에 발사

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열린 회로와 같기 때문이

다. 전기에너지 방출 뒤에 초기가속장치로 발사체

를 가속시킨다. 가속된 발사체가 레일 사이로 진
입하면 닫힌 회로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가속이 완료된 발사체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속할 수 있는 
피탄장치가 필요하다. 면 종류의 옷을 상자 안에 
두툼하게 넣어 발사체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
다. 실험 과정에서 높은 전압의 전기와 빠르게 가
속된 발사체가 있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 하여야 
한다. 피탄장치의 뒤쪽은 항상 벽면으로 하고, 레
일의 방향은 사람이 출입 할 수 없는 곳을 향하여 
실험하였다. 발사과정이 진행되면 레일에 스파크

와 화염이 발생된다. 스파크와 화염은 속도 측정

장치의 측정능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아크릴

을 이용한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가림막은 스파크

와 화염으로 보호될 수 있는 내열재를 붙여 안전

성을 확보하였다. 

5. 실험결과 

4장에서 구성한 전자기력 발사장치의 실험을 수
행하였다. Fig. 15는 100개 병렬 연결된 커패시터를 
400V로 충전 후 발사한 모습이다. 이전까지의 실

패한 실험의 현상에서는 스파크만 일어났지만 가
속에 성공한 실험에서는 사진과 같이 스파크, 화
염 그리고 포와 같은 소리가 발생하였다. 크로

노그래프를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속
도가 측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사진과 같이 
스파크와 화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이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하고 크로노

그래프의 측정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스파크

와 화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떨어진 거리에 크
로노그래프를 둔다면 속도 측정이 가능하겠지만 
발사체가 크로노그래프의 측정부분 위를 정확하게 
지나가기 어려우므로 적합한 측정 장치가 아니라

고 판단하였다. 크로노그래프의 안으로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였다. 사용한 초고속 카메라는 부
산 학교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단(ERC)에서 보유

한 00Photron FASTCAM SA-X2로 최  초당 십만

장(100,000 fps at 384×264 pixel resolution)촬영 가능

한 장비이다. Fig. 16은 초고속 카메라로 측정한 발
사체의 모습이다. 촬영 조건은 1024×160 pixel에 
40,000fps 조건하에서 촬영을 하였다. 이렇게 녹화

한 파일을 Fig. 17과 같이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발사 속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7은 지나

가는 발사체의 pixel 색을 추적하여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일정하게 측정되던 속도는 갑자기 감속

하게 되는데, 이유는 프로그램이 발사체가 아닌 
다른 pixel을 추적하여 다른 속도가 측정된 것이다.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사체의 속도는 약 
250~260m/s로 측정되었다. 

 
Fig. 15 Electromagnetic launcher firing moment 

Fig. 16 High speed camera recording video for 
measuring projectile’s velocity 

 

Fig. 17 High speed camera post process for measuring 
projectile’s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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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약 500m/s로 가속이 될 
것이라 예측한 것이 잘못된 예측이었다. 그 원인

으로는 전자기력 발사장치에서 정확한 회로 요소

들 값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로의 요소의 
값은 회로 구성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사체와 레일의 접촉면에서 정확한 접
촉 저항값을 구하기 힘들며, 레일에 발생하는 인
덕턴스 값도 전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
자기력 가속 후 전기에너지는 모두다 방출되지 못
하고 절반인 200V정도만 방출되었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400V의 전기에너지가 모두 방출할 수 있
는 더 긴 레일이 된다면 더욱 빠른 속도로 가속이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Fig. 18은 전자기력 발사 실험에 사용된 발사체

이다. 각 면은 Fig. 18과 Fig. 19의 동그라미 색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파란색과 녹색의 동그라미

는 레일과 맞닿는 부분이고 검은색 동그라미는 발
사체의 뒷부분의 경사진 부분이다. 이 세 부분을 
보면 긁힌 흔적과 같은 것이 남아있다. 이 부분은 
긁힌 것이 아니라 발사체가 녹아 액체상태가 된 
흔적을 나타낸 것이고 Fig. 15~16의 발사체 뒷부분

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것과 같은 장면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용융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접촉면과 경사진 부분에서 전류가 집중되

어 흐르기 때문이다. 표면효과라고 하는데 전류

가 높은 주파수에서 흐르게 된다면 도체 전 부분

을 통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경로의 
표면을 타고 흐르게 되기 때문이다.  

6. 전자기력 발사장치 개선 방향 

(1) 5장에서 언급 하였듯이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목표한 속도에 도달하지 못
하였다. 레일의 길이를 연장하고 전기에너지 방출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인덕턴스(Inductance) 효과

를 낼 수 있는 코일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이
용하여 레일의 전 구간에서 전자기력 가속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 Fig. 7에서 회로를 구성하여 시간에 따른 전
류를 예측 하고자 하였으나 회로의 요소들을 정확

하게 알 수 없어 잘못된 전류 파형을 예측하였다. 
실제로 전자기력 발사장치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

함으로써 각 요소들의 정확한 값을 파악하고 이를 
해석에 이용한다면 더욱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 
할 것이다. 

(3) 전자기력 발사장치의 작동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낮은 전압에서의 실험을 계획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전압을 
높일 것이다.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전기에너지는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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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 CV=                     (5) 

 
전기에너지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전류를 

올리는 것이 전기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
는 방법이다. 직렬 연결한 커패시터를 이용한다면 
더 큰 속도를 얻을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높은 전
압에 맞는 방출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인덕턴스 
코일일 설치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전자기력 발사장치는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 영
화, 게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물리적 
개념 또한 단순하여 장치제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전자기력 발사장치를 
제작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레일의 전 
구간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발사체와 접촉

하게 하는 것과 장치에 흐르는 전류를 예측하기 
위해 각 회로 요소들에서의 정확한 값을 얻는 것
이었다. 이 두 부분을 정확하게 설계하고 예측하

 
Fig. 18 Projectile used in electromagnetic launcher firing
 

Fig. 19 Projectile’s current distribution when maximum
Lorentz force is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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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전자기력 가속 성공의 열쇠라 생각한다. 
예상되는 전자기력 발사장치의 단점은 높은 열로 

인한 레일의 용융과 발사체에서 레일로 발생하는 
전자기력으로 인한 레일의 마모다. 전자기력 발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레일의 마모를 줄이는 환
경구성이나 발사체의 모양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전자기력 발사장치는 250m/s의 속도로 
음속에 미치지 못하는 속력이다. 지금의 속도에서

는 항공기, 전투기, 드론 등 중고속을 구연하여 이 
속도 영역에 맞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실험을 
계획 중이다. 개선된 전자기력 발사장치를 이용하

면 음속 이상, 그 이상으로는 초당 수 km로 가속

하여 초고속 영역에서의 충돌 실험을 계획 중이다. 
또한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고속의 속도

를 낼 수 있는 전자기력 장치를 이용하여 Taylor 
bar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높은 변형률에서의 
재료 물성치를 획득할 계획이고 이 물성치를 전자

기성형에 적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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