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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vibration attenuation of vibration absorber attached to the cantilever 
beam structure. Modern tank guns are stabilized to allow fire on the move while traversing uneven 
terrain. However, as the length of the barrel is extended, to meet required muzzle exit velocities, the 
terrain induced vibrations lead to increased muzzle pointing errors. Thus, reducing these vibrations 
should lead to increased accuracy. The vibration absorber includes a compliant energy storage device, 
such as a spring, and a mass secured to the energy storage device. In this study, it accomplished a 
research in about gun barrel vibration attenuation using tuned mass damper. The barrel was hung 
from a bungee cord for free - free condition. It accomplished a vibration experiment for verified at-
tenua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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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외팔보로 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물은 우리주위에

서 흔히 볼 수 있다. 비행기 날개, 로봇 팔(robot 
arm), 고층 빌딩 등은 한쪽은 고정이고, 다른 한쪽

은 자유단 상태의 외팔보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팔보로 모델링이 가능한 포신 구조물

에 대해서, 포 발사 충격력에 의한 잔류진동을 줄이

기 위해서 동흡진기의 부착 유/무에 따른 실험적 결

과를 제시하였다.
포신의 잔류진동은 포 구동 메커니즘의 성능에 

관계없이 정확한 조준 및 사격을 어렵게 할 수 있으

므로, 포신의 잔류진동을 감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이

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 포신의 잔류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중

되어야 한다. 사격시 포신에 발생하는 잔류진동은 

여러 가지 진동모드의 조합형태를 갖는다. 강체 진

동모드와 유연 진동모드의 성분을 갖는 포신의 진동

은 현가장치의 진동, 차체와 포탑의 상대운동, 포탑

과 포신의 연결부분에서 발생하는 진동, 그리고 포

신 자체의 진동 등에 의해 발생된다. 현가장치에 의

한 진동은 사각과 방위각의 변화에 따라 피칭

(pitching)운동이 변화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화 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주파 

진동모드는 포신 자체의 하중과 탄두의 발사 시 이

동하는 중량분포의 변화, 그리고 포신과 상대운동을 

하는 요소들과의 상대변위에 의해서 발생된다. 포신

의 잔류진동을 요구하는 안정화 시간 이내로 소멸시

키기 위해서는 저주파 및 고주파 모드의 진동억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포신의 잔류진동을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포신의 강성을 증가시켜 포신의 유연모

드에 의한 리셉턴스(receptance)를 줄이는 방법이 시

도 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복합재료의 발달로 

인해, 포신에 점탄성 물질을 입히거나 형상을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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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시도

되었다(1). 하지만 포신의 강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전차의 무게 증가로 인한 기동성을 확보하는데 부적

합 하고, 포탑의 무게중심의 변화로 인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또한 점탄성재료를 이용한 감쇠 방안은 

사격에 의해 발생되는 포신의 온도상승에 따른 점탄

성 재료의 성능을 유지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2). 
포신의 잔류진동을 감쇠하는 다른 방안으로는, 포

구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격발순간을 예측 및 계산하

는 포구감지기(MRS, Muzzle Reference System)의 

개념이 있다. 포구감지기는 포신의 끝에 부착되어 

포신의 처짐량을 감지하여 포구기준점을 제공함으로

써 주포처짐으로 인한 명중률 저하를 방지한다. 그

러나 기존의 포구감지기(MRS)는 포구처짐을 실시간

으로 측정 및 보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1987년 

영국의 John A Bridges, 캐나다의 Raymond 
Carbonneau에 의해 DMRS(Dynamic Muzzle 
Reference System) 개념이 도입된 뒤로 1990년 캐

나다의 DREO(Defence Research Establishment 
Ottawa)에 의해서 캐나다의 Leopard C1 전차에 도

입되었다(3).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1999~ 2001년 DMR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4). 그리고 동적포구감

지기(DMRS)개념과 비슷한 자동포구감지기(AMRS) 
혹은 연속포구감지기(CMRS)가 있다. AMRS는 미

국의 M1A1 전차에 적용하였으며, 포신의 잔류진동

에 의한 포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다음 

사격 시 포구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포신에서 발생하는 잔

류진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

한 보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1990년 이후 미국

의 ARDEC에서는 포신의 유연모드 자체를 직접 보

상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Eric. 
Kathe는 2001년 미육군 M2 브래들리 장갑차에 장

착된 25mm M242 Bushmaster(함상형 기관포)의 정

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Muzzle brake vibration 
absorber를 장착하였다. Muzzle brake vibration 
absorber는 수동형 질량 감쇠기로써, 포신 끝단에 

스프링 로드(spring rod)다발과 진동을 흡수하기 위

한 감쇠질량(absorber mass)을 부착하여 스프링 로

드의 개수에 따른 진동 감쇠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5,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0mm 포열에 대한 동흡

진기를 이용한 진동감쇠 효과를 얻기 위해서, 
120mm 포열에 대한 모달시험을 수행하여 진동특성

을 파악하고, 동흡진기가 장착된 포열에 대한 감쇠

성능을 비교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2. 동흡진기 설계

2.1 동흡진기 수학적 모델링
 동조질량감쇠기는 TMD(Tuned Mass Damper) 

혹은 TVA(Tuned Vibration Absorber)로 지칭되며, 
기본적으로 스프링과 댐퍼(damper)성분을 가진 주요 

시스템(primary system)에 부착되어 있는 질량에 의

해 주시스템(primary system)의 운동에너지를 소산

시키는  장치이다. TMD는 진동을 제어하고자 하는 

주시스템(primary system)에 설치되어 주시스템

(primary system)의 진동방향과 반대로 움직여서 진

동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기계진동과 같이 특정한 진

동수성분을 주로 갖는 동적하중에 대하여 특히 뛰어

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9년 

Frahm 에 의해서 소개되었으며, 통합된 감쇠장치를 

지닌 TMD의 최초 이론은 1928년 Den Hartog에 

의해서 제안 되었고, 최적변수값, 최적진동수비, 최

적 감쇠비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1980년 

Warburton에 의해서 주(primary)장치와 부

(secondary)장치에 스프링-댐퍼시스템이 부착되어 현

재의 TMD에 이르게 되었으며, 다양한 하중에 따른 

변수들의 최적값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그림 

2.1]. TMD가 부착된 모델은 진동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주(primary)시스템에 부가의 질량-스
프링 조합이 더해져 구성되기 때문에 원래의 1자유

도 시스템을 2자유도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Fig. 1 Tuned Mass Dampe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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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은 두 개의 고유주파수를 

가진다. 주시스템과 감쇠시스템 모두 감쇠를 가지는 

감쇠기는 Fig. 1과 같다.  Fig. 1에 대한 운동방정식

은 식 (1)과 같이 행렬형태로 주어지며 다음과 같다.



 


 

 











  


 


 

 
















 


 

 










  


sin








    (1) 

 는 포신의 질량, 는 흡진기 질량이며 는 

포신의 진동진폭, 는 흡진기 질량의 진동진폭을 

나타낸다.  는 각 구조물의 감쇠 및 강성을 의미

한다. 위의 식 (1)을 전개하여 라플라스 변환을 통

한 전달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식(2)와 같다.





×







       

                                        
                                           (2)

 식 (2)에 대해서 무차원 비의 관점에서 진폭을 

고찰하기 위해서, 진폭 는 주장치(포신)의 정적 변

형 ∆ 와의 비로 나타낸다. 또한 혼합된 감

쇠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에서    은 흡진기가 부착되지 않

은 주장치의 원래 고유주파수 이다. 기준주파수비 

 , 1차 주파수비   (  ) 

, 질량비  를 이용하면 무차원화된 식 

(3)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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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흡진기 파라미터 해석
 진동감쇠 대상인 포신과 흡진기의 질량비는 전

차의 운용, 포신의 회전 및 고각 운동에서 발생하는 

관성력을 고려하여 2% 이내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조건과 파라미터 해석결

과를 고려하여 질량비는 0.016, 혼합된 감쇠비는 구

조감쇠로 가정하여   , 포신의 감쇠비는 Free 
Free 경계조건의 포신에 대한 모달시험 수행하여 

 을 구하였다.

(a) Barrel amplitude according to the 
stiffness , frequency ratio r

(b) Barrel amplitude according to the stiffness 
Fig. 2 1'st stiffness ratio response of barrel with 

tuned mass damper(      )



  TMD가 부착된 포신의 감쇠성능은 Fig. 2에 나

타내었다. Fig.2에 의하면 TMD가 장착된 포신의 

경우 1차 주파수비가 0.9~1.0 사이에서 감쇠성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는 동흡진기에 의

해 2자유도로 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에 2개의 첨두

치가 생긴다. 최적화된 1차 주파수비는 Den Hartog
에 의하면  이지만, 흡진기 제작시 스프링 

구현을 고려하여, 1차 주파수비는 Fig. 2(b)와 같이 

 로 설계를 하였다. 

3. 동흡진기 모델

포열에 장착될 동흡진기는 Fig. 3과 같다. 동흡진

기 모델은 4개의 rod와 포신과 동흡진기를 고정하기 

위한 Fixed Holder, 포신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소

산시키기 위한 Free Holder로 구성되어 있다. Rod
의 길이를 조절하여 1차 주파수비를 조절할 수 있

다. 포신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손상을 줄이기 위

하여 동흡진기의 재질은 steel을 사용하였다.

Fig. 3 Tuned Mass Damper modeling

4. 동흡진기 진동 실험

  4.1 포신 진동 실험
  포신의 잔류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포신의 진동실험을 통해 고유진동수, 
고유진동모드, 감쇠비를 구해야 한다. 포신의 진동실

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열의 실험 경계조건은 

Free Free 상태이며, Bungee Tester를 이용하여 포

열을 장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센서는 PCB사의 

336C04이며 상온에서 사용되는 modal 시험용 단축 

가속도계이다. 가속도계 장착은 원하는 측정 방향과 

주 감도축이 일치하도록 부착되어야 하며, 드릴이나 

탭을 사용한 고정 구멍을 뚫어서 고정시키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포열을 손상시킬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포신 외형에 맞게 블록

(block)을 가공하여 횡방향(transverse axis)과 측

(lateral axis) 방향에 대해 블록(block)을 포열 표면

에 부착시켰다. 포열에 대한 가속도계 설치 위치는 

포열 muzzle 끝단(STA0)을 기준으로 STA 50, 500, 
1000, 1950, 2900, 3900, 4900, 5900 위치에 굽힘

방향과 측방향을 고려하여 각각 2개의 가속도 센서

를 부착하였다. 가진을 주기 위해서 모달 시험용 임

펙트 해머(B&K 8208)를 사용하였으며, 예비실험을 

통해서 가진 위치를 정하였다. Fig. 4는 포열을 번

지와이어를 이용하여 설치한 모달 실험장치를 나타

내고 있다.

   

Fig. 4 Experiment Setup

  진동실험 결과는 횡방향과 측방향에 대해서 나

타내었으며, 실험 결과는 Fig. 5와 같다.

(a) Frequency Response of Barrel - Transverse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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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requency Response of Barrel - Lateral Axis

   

 Fig. 5 Barrel Modal Test Result

  4.2  동흡진기가 장착된 포신 진동 실험
 동흡진기가 장착된 포열의 가속도계 설치 위치

는 포열 Muzzle 부근 끝단(STA 0)을 기준으로 

STA 50, 500, 1000, 1950, 2900, 3900, 4900 위치

에 횡방향과 측방향을 고려하여 각각 2개의 센서를 

부착하였다.

Fig. 6 Tuned Mass Damper attached to 
the barrel

  가속도 센서 및 임펙트 해머의 사양은 포신진

동실험과 동일하며, rod 길이를 조절하면서 진동 실

험을 수행하였다. 

Fig. 7 Tuned Mass Damper modal test result

  Fig. 7은 동흡진기 장착 전후의 진동실험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진동실험을 통해서 rod길이 

130mm일 경우 감쇠 대역폭 및 감쇠크기가 가장 우

수한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포신 끝단에 동흡

진기를 장착함으로써, 감쇠효과는 약 6dB로 감쇠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차세대전차는 화력증대 및 기동성 확보를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포구에너지 증가 및 플랫폼의 경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격후 포신에서 발생하는 잔류진동은 

오히려 증가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흡진기(Tuned Mass 
Damper)의 개념을 포신에 적용하여 포신의 사격 후 

잔류진동 감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흡진기

가 장착된 포신은 집중질량계로 모델링을 수행하였

으며, 파라미터 해석을 통해서 1차 주파수비를 산출

하였다. 포신에 대한 진동실험은 Free Free경계조건

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번지와이어(bungee 
wire)를 이용하여 포신을 장착하였다. 포신에 대한 

진동실험 결과로부터 모달 파라미터를 산출하였으

며, 이를 통해 동흡진기를 설계하였다. 동흡진기가 

장착된 포신은 Free Free 경계조건에서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진동실험을 통해서 약 6dB의 감쇠효과를 

알 수 있다. 추후 CLD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감

쇠성능을 향상시 킬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주)현대위아의 포신진동 저감기법 연

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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