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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도무기 부문

차유도무기의 종말 받음각  입사각의 상 계에 의한 

표  괴율 분석

Kill Probability Analysis Based on the Relation between Final Angle of 

Attack and Impact Angle of a Guided Anti-tank Missile

 정 동 길*

Dong-Gil Jeong

Abstract

  The kill probability of a missile depends on guidance error, warhead performance, and etc.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kill probability of anti-tank missile in a new approach.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missile hit the 
target, we studied the effect of angle of attack and impact angle. High impact angle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the missile hits the upper armour which is relatively weaker, while high angle of attack at the impact instant 
decreases the effectiveness of the jet induced by the warhead. We proposed a way to increase the capability of 
penetration by analyzing the interrelation between impact angle and angle of attack.

Keywords : Anti-tank Guided Missile( 차유도무기), Kill Probabiltiy( 괴율), Angle of Attack(받음각), Impact Angle
(입사각), Effective Penetration Depth(유효 통력)

1. 서 론

  창과 방패의 계라 할 수 있는 차무기와 차

의 방호력은 지속 인 발 을 거듭해왔다. 높은 통

력을 가지는 성형작약탄두에 응하기 해 반응장갑

이 개발 되었고, 다시 이를 무력화하기 한 이 성형

작약탄두가 개발되었다. 근래에 들어서는 차의 주장

갑 두께가 비교  얇은 상부를 공격하기 해 기고

도상승-종말고도하강의 궤  형태를 취하는 Jav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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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ke나 상부 비월 방식의 TOW-2B  NLAW 등이 

최신 차에 유효한 응책으로 단된다.
  차유도무기는 기에 높은 비행고도를 유지함

으로서 표 의 상부타격을 가능하도록 유도가 이루어

진다. 그런데 표 에 한 유도탄의 입사각은 사거리

별로 달성 가능한 수 에 한계가 있으며, 큰 입사각은 

종말에 받음각의 발생을 유발함으로서 탄두의 효과도

를 감소시키게 된다. 한 동일한 입사각과 받음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차의 타격 지 에 따라서 탄두

의 효과도는 틀려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도탄의 

종말 입사각  받음각이 탄두의 유효 통력에 미치

는 향  입사각과 받음각 간의 상 계를 분석하

고, 표  모델 설정을 통하여 표 의 괴율을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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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유효 통력  표  모델

가. 유효 통력 모델

1) 유효 장갑두께 모델

  성형작약탄두에서 형성되는 제트와 장갑의 수평면

이 이루는 각도는 장갑의 유효 두께를 변화시킨다. 이 

각도를 라 하면 타격 장갑 부 에 따른 장갑의 유효

두께는 식 (1), (2)와 같이 주어진다.

T1

T2

T1 / sinθ θ

θ

T2 / cosθ

Fig. 1. 상부/측면 장갑 타격 시 유효장갑두께


 sin  (1)


 cos  (2)

  
  

는 각각 상부와 측면 장갑유효두께를 의

미한다. 동일한 개념으로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차의 면장갑의 유효두께는 Fig. 2로부터 식(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in  (3)

T3 θ

T3 /sin(θ + σ)

σ

Fig. 2. 면 장갑 타격 시 유효장갑두께

  제트의 장갑 입사각도 는 유도탄의 종말 피치 자

세각과 동일하다. 종말 피치 자세각 는 종말 속도벡

터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인 입사각과 받음각만큼의 

차를 갖게 된다.

2) 종말 받음각을 고려한 통력 모델

  종말 받음각은 탄두 기폭 시 유도탄의 피치 자세각

과 유도탄의 속도벡터가 이루는 각으로서, 성향작약탄

두에서 형성된 제트가 장갑에 만든 구멍에 해 수직

방향 속도를 유발하여 통력의 감소를 야기한다. 성

형작약탄두의 제트에 한 수직방향 속도가 통력에 

미치는 향은 Yadav[1,2]에 의해 제시되었다. 일반 으

로 성형작약탄두의 통력 P는 식 (4) 는 (5)와 같

이 표 된다
[3,4].

 
 



 (4)

 
    (5)

  여기서    
 
는 각각 제트의 길이, 제트의 

도, 표 의 도, 제트의 첨두 속도  제트의 후미 

속도이다. 와 는 각각 1∼2 사이의 상수  스탠

드오 이다. 식 (5)는 스탠드오  효과를 고려하여 식 

(4)를 보정한 것으로서 연속 인 제트에 한 통력 

산출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식 (5)을 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제트의 방향에 한 수직방향 속도가 존재할 

경우, 식 (5)에 의한 통력이 보장되지 못 한다. Fig. 
3은 제트의 방향에 해 수직 속도 성분을 가지는 제

트의 장갑 통 개념도이다.

d

dj

vT
cut off

dp
Jet

P
vj

vp

Fig. 3. 수직 속도를 가지는 제트의 장갑 통 개념도

  제트의 선단이 표  장갑 표면에 닿게 되면서 제트

의 두께인 보다 넓은 비 의 구멍이 생기게 되

며, 제트 방향에 한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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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제트가 장갑 벽에 닿게 된다. Fig. 4는 제트 

방향에 해 수직으로 이동하는 표 의 통 단면으

로, 기 제트에 의해 155mm 깊이의 통 홀이 생겼

으나 수직 방향 속도에 의해 통 홀 측면과 상호작

용이 있을 뿐 추가 인 통 깊이 생성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5].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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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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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je
t

direction of the target velocity

  Fig. 4. 측면으로 이동하는 표 에 한 통 단면

(단  : mm)

  제트가 장갑 벽에 닿으면 더 이상 통 성능에 기

여하지 못하고 소멸한다고 가정할 때의 통력은 제

트가 장갑 벽에 닿는 시간에 비례한다. 즉,

    . (6)

  여기서 는 제트가 장갑을 통하기 시작하는 순

간부터 제트가 소실되기까지의 평균속력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7)

  는 제트의 평균 속도로서   
 

 로 정의

한다. 는 제트가 제트의 방향에 해 수직으로 d 

만큼 움직인 시간이므로

 


sin
  . (8)

  여기서 과 는 각각 유도탄의 종말속도와 받음

각이다. 와   의 계는 Fig. 5에 도시하

다. 식 (6), (7), (8)에 의하여 통력 P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in
   (9)

vm

vT=vmsinα
Jet

α

Target

Warhead

Fig. 5. 받음각과 제트의 수직 속도

  하지만 받음각이 작을 경우에는 식 (9)는 유효하지 

않으며, 식 (5)를 따르게 된다. 즉 통력 산출식을 다

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sin
 

  
   (10)

  식 (10)의 두 항의 값이 같아질 때의 받음각을 임계

받음각 로 정의할 때, 이 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sin






  
  




 (11)

  장갑 두께와 특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

할 때, 식 (1)과 (7)에 의해 입사각 와 받음각 에 

의한 탄두의 유효 통력은 장갑타격부  별로 식 (12)

∼(14)와 같이 주어진다. 
 

  
는 각각 

상부, 측면, 면 장갑에 한 유효 통력을 의미한다.


 











sin   

sinsin
sin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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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sinsin
sin

 ≥ 
 (14)

  K 는 비례상수로 탄두의 정치 통력에 해당하나, 실

제 유도탄과 표 의 조우 상황에서는 탄두 방의 기

구물 등의 간섭 상으로 인해 정치 통력보다 낮은 

값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나. 표  모델

  유도탄의 종말 피치 자세각  받음각뿐만 아니라, 
유도탄의 표  타격 치도 탄두의 장갑 통 여부에 

향을 미치게 된다.
  표  모델은 T-72 차를 단순화한 형태를 사용하

다. Fig. 6은 T-72 차의 형상  크기 제원을 보여

주며, Fig. 7은 이를 단순화하여 표 한 3차원 모델이

다. T-72 차의 장갑 두께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

기 때문에, 상부장갑 두께를 50mm, 측면  면 장

갑 두께를 200mm로 가정하여 모델을 설정하 다. 실

제 장갑 두께도 이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으로 추정된다. 한 면장갑의 기울기는 30°로 설정

하 다. Fig. 7에서 밝은 역과 어두운 역은 각각 

취약한 장갑(50mm)과 비교  방호력이 우수한 장갑

(200mm)을 나타내며, 각 역의 넓이도 도시하 다.

2.23 m

3.27 m 6.95 m

Fig. 6. T-72 차의 형상  크기

5.43

1.43

14.13

1.86

9.77

4.25

Fig. 7. 단순화한 T-72 차 모델과 역별 넓이(m2)

Fig. 8. 표  모델의 평면 투사(좌 : 정면, 우 : 측면)

  유도탄이 차 표 의 상부장갑을 타격할 확률은 

유도탄의 종말 입사각  표 의 자세(정면 는 측

면)에 의해 결정된다. 표  역 내의 각 지 을 유도

탄이 타격할 확률은 균일하다고 가정할 때, 유도탄이 

상부장갑 는 측면장갑을 타격할 확률은 Fig. 8과 같

이 3차원 표 을 유도탄의 종말 속도벡터 방향으로 2
차원 평면에 투사하 을 때의 상부/측면/ 면 장갑 면

 비율을 따른다. 식 (15), (16)은 각각 유도탄이 표

의 정면과 측면을 지향할 경우에 상부, 측면, 면 

장갑의 투사 면 을 산출한 것으로 Fig. 7의 차모델

의 역별 넓이를 반 하 다. 한 식 (17)은 상부, 
측면, 면 장갑을 타격할 확률을 나타낸다. 

  는 각각 비행각에 따라 투사된 상부, 측면, 

면 장갑 역이며, PrPr Pr는 각각 상

부, 측면, 면 장갑을 타격하게 될 확률, 는 유도탄

의 종말 입사각이다.

  cot sin sin ≤
  cos
 sin

 (15)

  cot sin sin ≤
  cos
  sinsin

 (16)

Pr   Pr  Pr  
 (17)

  여기서      . 투사된 상부 

장갑 역  차 포탑에 의해 가려지는 역은 입

사각 에 따라  틀려지며, 가 특정값 이하일 경우 

모두 가려지기 때문에 식 (15), (16)에서처럼 의 범

에 따라 구분된 식을 가진다.



정 동 길

524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3권 제4호(2010년 8월)

3. 종말 자세각  받음각 상 계

  표 인 사격후망각방식의 차유도무기는 미국

의 Javelin과 이스라엘의 Spike가 있으나, Spike에 비해 

Javelin에 한 다양한 정보가 일반 으로 알려져 있

다. 3 에서는 Javelin 차유도무기를 기 으로 종

말 입사각, 자세각  받음각의 상 계를 도출하도

록 한다.

가. 상부공격 비행궤  모델

  Fig. 9는 Javelin의 사거리별 상부공격 계략 비행궤

으로 고도유지 비행 후 종말유도로 표 을 타격하

게 된다
[6].

Fig. 9. Javelin의 사거리별 비행궤

  고도유지비행 후 비례항법유도로 종말유도를 할 경

우에 시선각변화율이 일정한 원호 형태의 궤 을 형

성할 경우 최 입사각을 달성할 수 있다
[7]. Fig. 10에

서와 같이 표 과 지면 거리 d 만큼 떨어진 치에서 

고도 h 의 고도유지비행을 마치고 원호의 궤 으로 표

을 타격한다고 할 때 원호의 반지름 r 은 식 (18)과 

같이 주어진다. 한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입사각 

를 식 (19)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8)

  tan
   (19)

  Fig. 11은 표 과 유도탄의 상 거리 d(이하 종말유

도거리)의 변화에 따른 입사각 의 변화를 도시한 것

이다. 종말유도거리가 작을수록 입사각이 증가하게 되

나, 이는 유도탄의 기동력과 탐색기 김발각에 의해 제

한을 받게 된다.

d

h

γ

λmax

Fig. 10. 종말 비행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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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종말유도거리에 따른 입사각

  일반 으로 종말유도거리는 유도탄의 기동성보다는 

최  김발각 max에 의해 제한되며, Fig. 10으로부터 

다음의 계를 얻는다.

≥tanmax


 (20)

  상탐색기를 용한 차유도무기의 최 김발각

은 25°∼30°수 이며,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지 

고도값을 160m라 할 때 최소 종말유도거리는 277∼
343m가 된다.

나. 받음각-가속도 모델

  반지름 r인 원호궤 을 형성하기 하여 필요한 가

속도 a는 식 (18)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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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속도 는 다음

과 같다.

 




  (22)

  여기서 FN, m, Q, Sref, CN 은 각각 공력에 의한 양력, 
유도탄 질량, 동압, 기 넓이(유도탄 단면 )  양력

계수이다. 트림(trim)조건 하의 CN 을 고려할 경우, CN

은 받음각 의 함수로 볼 수 있다. CN 과 의 계는 

유도탄의 형상에 의해서 결정되며, Javelin의 형상으로

부터 개략 인 값을 산출할 수 있다[8]. Fig. 12는 

Javelin의 형상으로부터 산출한 개략 공력계수를 식 

(22)에 입하여 얻은 가속도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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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받음각에 따른 기동 가속도

  이때 용한 속력값은 140m/s로 2,000m 사거리에 

한 비행시간이 14 임을 고려하 다
[6]. Javelin 탐색

기의 최 김발각이 30°라고 가정하면 식 (20)과 (21)로
부터 최 입사각을 달성하기 한 기동요구가속도는 

약 6G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20도 미만의 받음각으

로 달성 가능한 기동성이다(Fig. 11). 력가속도 g를 

고려한 종말 요구 공력가속도는 다과 같다.

   cos (23)

  Fig. 13은 입사각에 한 종말 받음각을 산출한 것

으로 입사각이 증가하면 받음각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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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입사각-종말 받음각

4. 표  괴율 산출

  본 연구에서는 표 이 명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표  장갑의 통여부를 기 으로 괴율을 산출한다. 
이 성향작약탄두의 선구탄두에 의해 반응장갑은 제

거된 것으로 가정하고, 주탄두와 주장갑만을 고려하도

록 한다.
  표 의 괴율은 식 (12)∼(14)에서 주어진 유효

통력과 식 (15)∼(17)의 타격  확률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차용 성형작약탄두의 정치 통

력, 즉 받음각 0°, 입사각 90°인 상태로 탄두가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통력은 500mm 이상이나, 선구탄두

-주탄두 간섭 등의 제한 요소로 인해 실제 인 통

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 성형작약탄두의 시험결과
[9]

를 고려하여 식 (12)∼(14)의 K 를 100∼300(mm)로 가

정하고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리고 임계받음각

은 탄두의 특성에 의해 상이한 값이나, 표  괴율 

산출을 해 106mm 성형작약탄 기폭 시험을 통해 획

득된 데이터
[6]를 식 (9)에 용하여 계산하 다. 한 

종말궤 에서 받음각은 유도탄 상부로 형성되므로 종

말 피치 자세각은 입사각에서 받음각을 더한 값으로 

산출하 다.
  종말입사각을 달리하도록 종말유도모델을 설정하고 

동일한 기 조건(고도, 속도) 하에서 표  장갑 통 

확률을 산출한 결과는 Fig. 14와 같다. Fig. 14.(a), (b)
는 각각 표 이 정면을 지향하는 경우와 측면을 지향

하는 경우의 괴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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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면지향표           (b) 측면지향표

Fig. 14. 입사각 변화에 따른 표  괴율

  Fig. 14는 장갑 통 여부를 기 으로 표  괴율을 

산출한 것으로 측면 지향 표 에 비해 정면 지향 표

의 괴율이 반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종말 입사각과 받음각의 변화에 따른 괴율 변화를 

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기 통력  과 장갑

두께 기 값  의 차를 잉여 통력 로 정의하

고 이 값의 성향을 악하도록 한다.

    (14)

   Pr × Pr ×  (15)

 Pr ×

  Pr ×  Pr ×  (16)

Pr ×

  여기서   는 각각 상부, 측면, 면 

장갑두께이다. Fig. 15의 (a), (b)는 각각 표 이 정면, 
측면을 지향할 때의 잉여 통력을 나타내고 있다. 잉

여 통력이 높을수록 표  통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측면 지향 표 보다는 정면 지향 표 에 해 

높은 잉여 통력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측면 지향 표 의 경우에 장갑두께가 두꺼운 역을 

타격할확률이 상 으로 높기 때문이다. 입사각이 증

가함에 따라 종말 받음각 역시 거의 선형 으로 증가

하게 되는데, 임계받음각 부근에서 잉여 통력이 최

가 되며 입사각이 증가하더라도 종말 받음각에 의한 

통 성능 감소로 잉여 통력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종말 받음각이 종말 입사각에 비해 

표  괴율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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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면지향표            (b) 측면지향표

Fig. 15. 입사각 변화에 따른 잉여 통력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유도탄이 표 에 명 했다는 

가정 하에 성형작약탄두의 장갑 통 여부로 표 의 

괴율을 산출하 다. 유도탄의 종말 입사각  받음

각으로부터 탄두의 유효 통력을 정의하 을 뿐만 아

니라, 표  모델을 설정하고 유도탄의 표  타격 에 

따른 장갑 두께 변화를 고려하여 표  괴 여부를 

분석하 다. 통력과 장갑 두께의 기 값 차를 잉여

통력으로 정의하고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최 의 

통효과를 한 종말 입사각과 받음각의 계를 분

석하 다. 분석 결과 통력에 향을 주지 않는 최  

허용 받음각, 즉 임계 받음각을 가질 때 통성능이 

최 가 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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