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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능형 탄두의 개발과 함께 동적 하중 조

건에서 탄두 및 탄두 내 전자장비의 생존성을 보

장하는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1,2) 이에 따라 
탄두의 생존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측시험을 수행

하고 그 결과물이 탄두 및 장갑 재료의 설계에 활

용되고 있다.  

포 발사 환경은 탄두에 동적 하중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포 발사 환경 시 탄두에는 장

약 폭발에 따른 압력의 영향으로 최대 16,000g의 
가속도와, 포신(gun tube)의 강선과 탄대(rotating 
band)의 접촉에 따른 최대 18,000rpm의 고회전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 탄두의 경우 생존성이 보장

되나, 최근 개발되는 지능형 탄두의 경우 탄두 내 
부품 및 전자 장비들이 포 발사 환경에서 손상되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포 발사 시 탄

두가 받는 고충격, 고회전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해석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탄두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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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포신의 강선을 고려한 포 발사 해석기법을 다룬다. 포 발사 환경에서 탄두는 고충
격 및 고회전의 동적 거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동적 거동에서 탄두 및 탄두 내 전자 장비가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포 발사 환경에서 탄두의 동적 거동 분석 및 생존성 평가를 위한 포 발
사 해석기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선행연구자들의 단순화된 포 발사 해석기
법을 개선하여, 포신의 강선과 탄대의 접촉에 따른 탄두의 회전을 구현할 수 있는 포 발사 해석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포 발사 해석기법은 실험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제안된 해석기법을 이
용하여 포 발사 시 탄두의 동적 거동 및 생존성을 평가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numerical simulation of a gun-launched projectile considering a rifled gun-tube. 
Gun-launched conditions induce dynamic behaviors, such as high pressure and high speed rotation. A projectile and its 
internal electronic components may be damaged in such harsh environments. Hence, it is necessary to perform 
numerical simulation of a gun-launched projectile to predict its dynamic behaviors and stability. In this work, preceding 
research studies on gun-launched projectiles are investigated, and the simulation method is developed to rotate the 
projectile through between its rotating band and a rifled-gun tube.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by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results, and the dynamic behaviors and stability of the projectile are evaluated under gun-launch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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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선행연구자들에 의하여 포 발사 환경 시 탄두의 

동적 거동을 측정 및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되어 왔다. Vega(3,4)는 축 방향 및 수직방향 가속도

를 측정할 수 있는 OBR(On Board Recorder)을 부

착하여 포 발사 시 탄두의 동적 거동을 측정할 수 
있는 IBTP(Instrumented Ballistic Test Projectile)를 개

발하였다. 또한 Davis 등(5)은 DFuze Circuit Board를 
탄두의 Fuze에 장착하여 축 방향 가속도 및 각가

속도를 측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탄두의 동적 
거동을 측정한 결과는 포 발사 해석기법 검증에 
활용될 수 있으며, 검증된 포 발사 해석기법은 탄

두 설계 및 생존성 평가에 이용된다. Laughlin(6)은 
포 발사 환경에서 가속도계로부터 측정된 탄두의 
축 방향 가속도 및 각가속도를 유한요소해석을 이

용하여 재현한 바 있다. 그러나 위의 논문은 탄두

의 회전을 장약 폭발에 따른 압력으로부터 유도된 
토크를 부가하여 구현하였다는 단점을 가진다. 포 
발사 기구를 수치해석으로 구현한 예는 보고된 바

가 없으며, 구체적인 모사해석 결과가 미비하여 
탄두의 생존성 평가는 실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포 발사 환경 시 탄두의 
회전을 토크를 부가하지 않고 강선과 탄대의 마찰

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제안하

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해석 방법으로 획

득한 해석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실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포 발사 기구를 유한요소해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치해석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탄

두의 생존성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2. 포 발사 해석 관련 문헌조사 

2.1 참고문헌(6)의 포 발사 해석 및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포 발사 해석기법 개발을 위하여

Laughlin(6)이 제시한 포 발사 해석기법을 참고하였
다. 참고문헌(6)의 연구 목적은 탄두가 받는 압력 
및 토크 등의 실험결과를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
여 탄두의 동적 거동을 모사하는 것이며, 포 발사 
환경 시 탄두의 가속도를 측정하여 해석결과와 비
교함으로써 해석기법을 검증하였다. 

Fig. 1은 참고문헌(6)에 제시된 포 발사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나타낸다. 참고문헌(6)에서는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으로 ABAQUS/Explicit을 이
용하였다. 탄두의 직경은 155mm이며 탄대와 탄체
(Projectile body), Fuze, TNT 등의 부품들로 구성된
다. 경계조건으로는 포신의 한쪽 면을 고정하고, 
포 발사 실험조건과 동일하도록 지면으로부터 70°

경사의 중력가속도 조건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포신의 축 방향으로 –9.218m/s2, 포신의 수직 방향
으로 –3.355m/s2의 중력가속도를 부가하였다. 또한 
탄대와 포신의 접촉 조건을 부가하여 측면 방향으
로 흔들림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참
고문헌(6)의 유한요소모델에는 포신의 강선이 구현
되어 있지 않으며 포신 내경과 탄대 외경이 일치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참고문헌(6)에서는 탄두의 
축 방향 거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Fig. 2(a)와 같이 
장약 폭발에 따른 압력을 측정하여 탄두 아래 면

 

Fig. 1 FE modeling of a gun-launched projectile in the 
reference paper(6) 

 

(a) 

(b) 

Fig. 2 Base pressure and torque in the reference pape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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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압력−시간 선도를 균등하게 부가하였다. 또한 
참고문헌(6)에서는 탄두의 반경 방향 거동을 구현
하기 위하여 탄대 외면의 모든 절점에 접선방향으
로 균등하게 힘을 부가하였으며, 적용된 힘은 Fig. 
2(b)와 같은 토크−시간 선도로부터 획득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때 도시된 토크−시간 선도는 앞
에서 제시된 장약 폭발에 따른 압력과 PRODAS 
프로그램으로 획득한 포신의 저항 압력을 이용하
여 이론적으로 유도된 결과이다. 

Table 1은 참고문헌(6)에서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측정한 탄두의 출구속도, 각속도, 포 발사 
시간 및 회전 수를 도시한 것이며 1% 이내의 편
차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은 포 발사 환경에서 
탄두의 축 방향 및 각가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며,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에서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가속도가 포신의 출구에서 크
기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데, 이는 탄대에 부가된 
토크의 형태와 유사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참고문헌(6)에서는 

포신의 강선과 탄두의 탄대의 접촉에 의한 탄두의 
회전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포신의 강선을 이용하여 포 발사 
시 탄두의 회전을 수치해석으로 구현하고 탄두의 
동적 거동 및 생존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3. 포신의 강선을 고려한 포 발사 해석 

3.1 포신의 강선을 고려한 포 발사 환경의 유한
요소모델 및 해석조건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6)으로부터 탄두의 기하
학적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협력업체인 풍산방산기
술연구원(7)로부터 획득한 155mm 탄두와 포신의 
기하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Fig. 4와 같이 유한요소
모델을 구현하였다. 탄두는 탄체와 탄대, Fuze, 
Ogive, Base, Base plug, TN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품의 재료와 물성은 Table 2,(8) Table 3(8)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유한요소모델은 467,616개의 8절

Table 1 Experimental and FE simulation results in the 
reference paper(6) 

 Muzzle 
velocity 

Rotational 
velocity 

Gun tube 
travel Rotation

Experiment 830 m/s 267 Hz 12.06 
msec 1.62 rev

FE model 831 m/s 263 Hz 12.04 
msec 1.61 rev

 

 
(a) 

 
(b) 

Fig. 3 Base pressure and torque in the reference paper(6)

Table 2 Materials of the projectile parts(8)

Part Fuze 
Ogive, 
Base, 

Base plug 
Body Rotating 

band TNT

Material A6061-
T6 

AISI- 
4340 

AISI- 
4140 C1100 COM-

A5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the projectile(8) 

Material Density 
[kg/m3] 

Elastic 
modulus 

[GPa] 

Poisson’s 
ratio 

Yield 
Strength
[GPa] 

AISI-4140 7,850 205.0 0.29 - 
AISI-4340 7,850 205.0 0.29 - 
A6061-T6 3,154 68.9 0.33 - 

C1100 8,940 118 0.33 - 
COM-A5 2,280 15 0.4 - 
 

Table 4 FE model information of a gun-launched 
projectile 

Material The number 
of elements 

The number  
of nodes 

Fuze 68,640 71,318 
Ogive 25,200 37,680 
Body 45,120 61,440 

Rotating band 17,280 22,800 
Base 80,880 91,573 

Base plug 49,548 61,108 
TNT 46,596 50,427 

Gun tube 134,352 192,000 
Projectile 333,264 382,426 

Total 467,616 5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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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입체요소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품의 요소 및 
절점 수는 Table 4에 도시하였다. 
포신의 경우, Fig. 5의 단면도와 같이 강선이 형
성되어있으며, 강선의 내경이 탄두의 외경보다 크
기 때문에 Fig. 6과 같이 탄대의 일정 두께 부분에
서 접촉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포 발사 과
정에서 탄대는 강선과 맞물리는 형태로 변형하게 
되며 탄두는 강선을 따라 회전하게 된다.  

Fig. 7은 강선을 고려한 포신의 유한요소모델을 
나타낸다. 포신의 전체 길이는 참고문헌(6)과 동일

하게 구성되어있으며 요소는 원주 방향으로 98개, 
두께 방향으로 강선은 1개, 포신은 3개를 사용하
였다. 포신은 탄성계수 205 GPa, 포아송비 0.29, 밀
도 7,850 kg/m3의 탄성물성만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포 발사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으로는 LS DYNA ver.9.71 R.7을 활용하였
으며Reduced integration과 Hourglass control을 설정
하였다. 유한요소해석 조건으로는 먼저 탄두가  
설치된 포신의 한쪽 면을 고정하고, 참고문헌(6)과 
동일하게 지면으로부터 70°의 경사조건을 부가하

 
<Cross section view> 

 
<Front view> 

Fig. 4 FE modeling of the gun-launched projectile 
 

riR roR
goR

gD
rD

 
Fig. 5 Dimensions of rifles in a gun tube(7) Fig. 6 Contact information between a rotating band of a 

projectile and rifles of a gun tube 

 
Fig. 7 FE modeling of a rifled-gu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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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포신의 축 방향과 수직방향으로 각 
−9.218m/s2, −3.355m/s2을 부가하였다. 탄두의 축 방
향 거동의 경우 Fig. 8과 같이 탄두 아래 면에 장
약 폭발에 따른 압력−시간 선도를 부가하여 구현
하였다. 이 때 참고문헌(6)의 압력 측정 값을 참조
하여, 본 논문의 탄두와 참고문헌(6)의 탄두가 동일
한 길이의 포신에서 동일한 포 발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참고문헌(6)에 제
시된 Fig. 2(a)의 압력을 1.111배 하여 Fig. 8과 같은 
압력을 획득하고 Fig. 9와 같이 탄두의 아래 면을 
지정하여 압력−시간 선도를 부가하였다. 탄두의 
반경방향 거동의 경우, 탄대가 포신의 강선과 접
촉하여 변형함으로써 탄두가 포신의 강선을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 때 강선과 접촉
에 따른 탄대의 대변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Fig. 10
과 같은 탄대의 소성물성(9)을 해석에 적용하였다. 

3.2 포신의 강선을 고려한 포 발사 해석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선을 고려한 포 발사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참고문헌(6)의 실험결
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된 해석기법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의 탄두가  
적용된 포 발사 실험결과가 필요하나 실측실험을 
수행할 수 없어 참고문헌(6)의 실험결과와 비교 검
증으로 대체한다. 먼저, 해석을 통하여 탄두 아래 
면에 부가된 압력에 따른 탄두의 축 방향 거동과 
탄대와 포신 강선의 접촉으로 인한 반경 방향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시간에 따른 탄
두의 형상 형상을 나타내며, 요소를 보이지 않게 
설정한 부분이 회전하는 것으로부터 탄대가 강선
을 따라 변형하면서 탄두가 강선과 동일한 방향으
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축 방향 거동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때 포 발사 해석 시 탄두의 축 
방향 속도 및 가속도, 각속도 및 각가속도, 회전량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참고문헌(6)의 실측시험과 
동일하게 Fig. 12와 같이 fuze 아래 면에 4절점 평
판요소로 구성된 가속도계를 부착하였다. 4절점 평
판요소의 경우 8절점 입체요소와 비교하여 3개의 
변형률( , ,  xy yz xzγ γ γ )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Fuze 아래 면에 탄두의 
축 방향으로 수직한 국부좌표계를 설정하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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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ase pressure curve 
 

Fig. 9 Pressure distribution to the base of the projectile

0.0 0.5 1.0 1.5 2.0
0.0
0.1
0.2
0.3
0.4
0.5
0.6
0.7

Tr
ue

 s
tr

es
s[

G
Pa

]

True strain

Strain rate
 100 s−1

 10 s−1

 1 s−1

 0.1 s−1

 0.001 s−1

C1100

 Experimental data
 Extrapolated date

         (Swift model)

 
Fig. 10 Plastic material properties of the copper rot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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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hell elements for accelerator at the base of the 

Fu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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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13 Dynamic behaviors of a gun-launched projectile: 
(a) Axial velocity; (b) Radial velocity; (c) 
Rotation 

Table 5 Experimental and FE simulation results  

 Muzzle 
velocity

Rotational 
velocity Rotation Remark 

Experiment 830 m/s 267 Hz 1.62 Rev Reference(6)

FE model 824 m/s 262 Hz 1.62 Rev  
Percent 

deviation 0.7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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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4 Dynamic behaviors of a gun-launched projectile: 
(a) Axial acceleration; (b) Radial acceleration 

 
결과를 획득함으로써 탄두의 측면 흔들림에 의한 
해석결과의 왜곡을 방지하였다. Fig. 13과 Table 5는 
축 방향속도, 각속도, 회전량에 대한 포 발사 해석
결과와 참고문헌(6)의 실험결과를 나타내며 두 결
과에서 1% 이내의 백분율편차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백분율 편차는 참고문헌(6)과 본 논문의 

탄두 형상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Fig. 14는 해석 및 
실험으로부터 획득한 포 발사 시 축 방향 가속도 
및 각가속도 결과이다. 이때 본 논문에서는 앞서 
탄두 아래 면에 참고문헌(6)의 압력을 1.111배를 증
가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에, 가속도 실험결과 또한 
참고문헌(6)에서 측정한 가속도 결과를 1.111배 하
여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가속도 해석결과
의 경우 높은 주파수의 노이즈가 관찰되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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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도 참고문헌(6)과 동일하게 FFT low pass 
필터의 Cutoff frequency를 2kHz로 설정하여 후처리
를 수행하였다.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축 방향 가속도의 경우 해석결과와 참
고문헌(6)의 결과가 유사한 크기와 형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가속도의 경우, (�)부호는 
강선의 나선 방향인 오른나사 방향을 의미하며, 각
가속도의 크기가 base에 주어진 압력의 형태와 유
사하게 증가 후 감소하여 0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base에 주어진 압력이 소멸하
면 탄두가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Fig. 15의 Hepner 등(10)의 포 발사 
시 탄두의 가속도 측정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측정된 결과로부터 포 발사 시 탄두 내 전자
장비가 15,200g 이상의 고압과 2,500g 이상의 고회
전 조건에서 내구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포신의 강선을 고려
한 포 발사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포 발사 시 탄두
의 생존성을 평가하였다. 탄두의 생존성 평가는 
탄두 내 각 부품의 응력상태 분석을 통하여 수행
되었다. Fig. 16은 Baseplug와 Base의 최대 유효응력 
발생 시 응력 분포와 유효응력 및 유효소성변형률 

그래프를 나타낸다. 압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영역에서 약 0.02의 유효소성변형률의 국부적인 
소성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

 
(a) 

 
(b) 

Fig. 15 Experimental results of a gun-launched projectile
in the reference(10): (a) Axial acceleration; (b)
Radial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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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6 Safety evaluation of the base and base plug of 
the gun-launched projectile: (a) Stress 
distribution; (b) Time−effective stress curve at 
the maximum load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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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7 Safety evaluation of the body of the gun-
launched projectile: (a) Stress distribution; (b) 
Time−effective stress curve at the maximum 
load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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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러한 국부적인 소성변형은 근접영역의 탄성
변형에 의해 구속될 것이라 판단된다. Fig. 17과 
Fig. 18은 탄체와 Ogive의 최대 유효응력 발생 시 
응력 분포와 유효응력 그래프를 나타낸다. 탄체와 
Ogive의 경우 두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에
서 응력집중이 발생하여 주변영역보다 큰 응력이 
관찰된다. Fig. 19는 Fuze의 최대 유효응력 발생 시 
응력 분포와 유효응력 그래프를 나타낸다. Fuze 아
래 면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며, 탄두 내 발생하
는 응력파가 모이고 반사되는 영역으로 응력의 떨
림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포 발사 시 탄의 부품 중 Baseplug
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서는 탄성 영역 내에서 
변형이 발생하며 Baseplug의 국부적 소성변형 또
한 주변 영역의 탄성 변형으로 구속될 것이라 판
단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포신의 강선을 고려한 

해석기법을 통하여 포 발사 시 탄두의 동적 거동 
및 생존성을 분석하였다. 제안된 해석기법은 기존 
연구에서 탄두의 반경 방향 거동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된 경계조건을 부가한다는 한계를 벋어나, 실
제 포 발사 환경과 동일하게 탄대와 포신 강선의 
접촉만을 이용하여 탄두의 반경 방향 거동을 구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제안된 
해석기법은 장약 폭발에 따른 압력만을 이용하여 
포 발사 시 축 방향 및 반경 방향 거동을 모두 구
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탄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안된 해석기법은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포신과 탄대의 접촉에 따른 탄두의 동
적 거동 변화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해
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포신의 강선을 고려한 포 발사 
해석기법을 개발하고 탄두의 동적 거동을 모사하
고 탄두의 생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포 발사 해석기법의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참고문헌(6)의 포 발사 해석
기법의 경우 포신의 강선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
에 탄두의 반경 방향으로 동적 거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가정된 경계조건이 필요하며 
포신 강선과 탄대의 접촉에 따른 탄두의 동적 거
동 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 

(2) 포신의 강선과 탄대가 접촉하여 탄두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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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8 Safety evaluation of the ogive of the gun-
launched projectile: (a) Stress distribution; (b) 
Time−effective stress curve at the maximum 
load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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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9 Safety evaluation of the fuze of the gun-launched 
projectile: (a) Stress distribution; (b) Time−
effective stress curve at the maximum load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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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구현할 수 있는 포 발사 해석기법을 개발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6)에 제시된 포 발사 
실험 측정 값을 본 논문의 탄두에 적용될 수 있도
록 외삽한 결과를 이용하여 개발된 포 발사 해석
기법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3) 포 발사 해석 시 측정된 출구속도, 각속도, 
회전량을 참고문헌(6)의 실험결과와 비교/분석한 결
과 1 % 이내의 백분율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포 발사 해석 시 탄두 축 방향으로 15,200 g 
이상의 고압과, 2,500g 이상의 고회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포 발사 시 탄두 내 
전자장비가 위에서 제시한 고압 및 고회전 조건에
서 내구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제안된 포 발사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탄두
의 생존성을 평가하였다. 탄두의 각 부품에서 최
대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유효응력을 측정하
여 항복응력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Base 
plug 부품에서 국부적 소성변형이 발생하나 주변
영역의 주변 영역의 탄성 변형으로 구속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6) 제안된 포 발사 해석기법은 실제 포 발사 환
경과 동일하게 포신 강선과 탄대의 접촉만을 이용
하여 탄두의 반경 방향 거동을 구현할 수 있으며 
포 발사 시 장약 폭발에 의한 압력만으로 탄두의 
축 방향 및 반경 방향 거동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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