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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상무기 부문

화제 주입에 따른 강내탄도 성능해석

Study on Properties of Interior Ballistics According 

to Ignition-Gas In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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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the numerical code for the interior ballistics, the performance of the interior ballistics with the 
characteristic of the ignition-gas injections has been investigated. The ignition gas has been assumed to be injected 
into the chamber with 3 cases. As the results of analysis, when the ignition-gas has been injected into all chamber 
area, the pressure distributions of the chamber of the interior ballistics have been uniform and the differential 
pressure has been stable. The ignition-gas has beeb injected into the partial area of the chamber, however, the 
pressure distributions and the differential pressure have been unstable. The case using the longer ignition injector, 
therefore, seems to be more suitable to improve the stability of the interior ballistics.

Keywords : Interior Ballistics(강내탄도), Ignition-gas Injection( 화제 주입), Differential Pressure(차압), Multiphase(다상), 
Porosity(기공률)

1. 서 론

  화포의 내구성  성능 개선, 탄약의 설계, 새로운 

화포 추진제의 개발 등을 해서는 강내탄도(Interior 
Ballistics) 해석 기술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수 msec 
동안 내부 압력의 변동이 수천기압에 달하는 강내탄도

의 특성상 실험을 통한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산해석을 통한 강내탄도 성능 연구․개발이 동

반된다
[1]. 특히, 화제 주입 치에 따라 강내 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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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으로 상승하여 압력 가 생성되고 이로 인해 

Breech와 Base의 차압 변동이 심해지며, 차압이 마이

스(-) 값이 나타나는 상이 발생하면, 약실 내 압력진

동이 증폭되어 포신에 허용 응력 이상의 힘이 가해져

서 포신에 이 가거나 포신이 깨지는 등 화포의 성능 

 내구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따라서 안정 인 화포의 운용을 

해서는 강내 차압의 변동 감소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장진성 등은 Eulerian-Lagrangian 좌표계와 

SMART scheme을 이용하여 1차원 강내탄도 해석코드

를 이용하여 화제 주입에 따른 강내탄도 성능해석

을 수행하 으나, 볼형 추진제를 사용하는 소구경 화

포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하 고 구경 화포로의 확

장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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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등에 의해 개발된 강내탄도 해석코드를 확장하

여 구경 화포에 해서 실제 화포에서 주로 쓰이는 

7공형 추진제를 사용하여 화제 주입에 따른 강내탄

도 성능해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 강내 차압의 변동

감소를 통해 화포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화

제 주입 방법을 제시하 다.

2. 강내탄도

  화포의 약실부분은 Fig. 1과 같이 약실, 추진제 입

자, 화제 주입구 그리고 탄자로 구성되어 있다. 강

내탄도는 화포의 약실 내에서 추진제가 화제에 의

해 연소되고 생성된 연소가스의 압력에 의해 탄자가 

가속되어 포구를 이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Fig. 1. Cross section of interior ballistics

Fig. 2. Diagram of interior ballistics

가. 강내탄도의 지배방정식

  강내탄도의 추진제 화  연소 상은 다상유동

이다. 추진제 연소가스는 연속상(기상)이며 추진제는 

분산상(고상)으로 구분된다
[4]. 다상유동을 해석하기 

해 연속상은 Eulerian 좌표계를 이용하고 분산상은 

Lagrangian 좌표계를 이용하는 Eulerian-Lagrangian 

근법을 사용하 다.
  연속상의 지배방정식은 분산상이 차지하는 부피를 

고려하기 해 기공률 를 도입한다. 강내탄도의 경우 

Euler 방정식에 기공률을 도입한 지배방정식을 사용하

며, 1차원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에 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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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고, 아래첨자 는 분산상

인 추진제, 는 화제를 의미한다. 는 고상과 기상

에 의해 발생하는 항력이며, 는 강내탄도의 에

지 달  손실이다.
  분산상의 지배방정식은 분산상과 연속상에서 발생하

는 항력에 의해 계산되며 일반 으로 Ergun의 압력 손

실식을 사용한다. 이 식을 추진제의 가속도식으로 정

리하면 식 (4)와 같다.




 

 




  ×  
(4)

나. 강내탄도의 구성방정식

  추진제 연소는 연소율과 형상 함수에 의해 계산된

다. 연소율은 압력의 함수로 표 되며 식 (5)와 같이 

표 된다. 는 압력, 는 추진제의 기온도 상수, 

는 추진제 고유 특성이다[4].


  (5)

  7공형 추진제형상의 기공률()  표면 ()은 식

(6)～(7)과 같이 계산된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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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여기서 은 미소제어체  내에 동일한 크기를 가진 

추진제 입자 개수이며 N은 추진제 내부의 Perforation 
개수이다. 즉 7공형 추진제의 경우 N=7 이다. 는 추

진제 외경의 반지름, ′은 추진제 내경의 반지름이다.

다. 강내탄도의 에 지 달  손실

  추진제가 갖고 있는 에 지는 탄자의 운동에 지, 
탄자의 회  운동에 지, 주퇴부의 운동에 지, 연소

가스의 유출에 지, 고체추진제와 연소가스의 거시  

운동에 지, 탄자의 마찰 손실에 지, 포신을 통한 열 

손실에 지, 탄자 항력에 의한 손실에 지 등에 이용

된다
[5]. 이  추진제의 에 지의 달  손실의 주

요 요소는 탄자의 운동에 지, 탄자의 마찰 손실에

지, 포신을 통한 열 손실에 지이다.
  탄자의 운동에 지는 식 (8)과 같다

[5].

  



  (8)

  일반 으로 마찰력은 탄자의 치에 따라 다르므로 

치에 따른 마찰 항 압력을 사용하여 식 (9)와 같

이 탄자의 마찰 손실에 지를 계산한다[5].

 ×   (9)

  포신을 통한 열 손실에 지는 식 (10)과 같이 계산

한다
[5].

      (10)

  여기서 는 포신의 표면 , 는 열 달 계수, 

은 강내 평균 온도이고 는 포신의 온도이다.

3. 수치해석기법

  강내탄도 내의 유동장의 속도는 정지 상태에서부

터 최  수 천 m/s 까지 증가하므로 이를 해 모든 

속도 역을 해석할 수 있는 압축성 SIMPLE(Semi- 
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알고리즘과 공간 

이산화는 3차 정확도와 TVD 특성을 가진 SMART 
(Sharp and Monotonic Algorithm for Realistic Transport) 
scheme을 용하여 수렴 안정성을 높인 1차원 CFD 코

드를 사용하 다
[6]. 탄자의 이동에 의해 생성되는 이동

경계면은 Ghost Cell Extrapolation 기법을 사용하여 계

산하 다.

가. 추진제 형상

  다공형 추진제의 경우, Fig. 3에서 나타나듯이 추진

제 내부의 Perforation이 연소되면서 Sliver가 생성된다. 
7공형 추진제의 경우, Sliver의 생성  개수에 따라 

다음의 3단계로 추진제 연소 면 을 계산한다.
  Step 1) No Sliver
  Step 2) 6 Small and 6 Large Slivers
  Step 3) 6 Small Slivers
  각 단계 별 연소 면 에 한 식은 Stats, J가 사용

한 표면  계산식을 사용하 다
[7].

Fig. 3. 7-perforated propellant configuration & burning 

step

나. 화제 주입 특성

  강내탄도에서 화포의 성능  내구성에 향을 주

는 핵심 요소로 화제 주입 특성이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화제 주입구의 최 치 변화에 따른 강내

탄도의 성능 해석을 수행하 다. Fig. 4는 화제 주

입구의 최 치를 나타내며 화제 주입구의 최  

치는 Breech(포미)에서부터 Base(탄 )까지 각각 

체 약실 길이의 100%, 50%, 10%에 치하도록 하

다. 화제는 화제 주입구 체에서 주입되며 약 

0.099kg의 화제가 주입된다고 가정하 다. 같은 양

의 화제를 주입구 체에서 0.99kg/msec의 동일한 

유량으로 주입시켰다고 가정하 으므로 화구의 길

이가 짧을수록 화제가 주입되는 시간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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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agram of ignition gas injection

다. 해석 기조건

Table 1. Propellant configuration data

Length (mm) 9

External Diameter (mm) 4.1

Internal Diameter (mm) 0.3

Web(mm) 0.8

Table 2. Initial value of analysis

Projectile Mass 30 (kg)

Propellant Mass 8.85 (kg)

Propellant Density 1569.45 (kg/m3)

Propellant Impetus  911665.4 (J/kg)

Ignition-gas Mass 0.099 (kg)

Ignition-gas Impetus 912121.8 (J/kg)

Chamber Volume 0.0188 (m3)

Caliber 155 (mm)

Burning Rate Exponent() 0.71

Burning Rate Coefficient()
1.33858e-7


Combustion Gas Molecular 

Weight
22.0 (kg/kmol)

Specific Heat Ratio 1.259

Flame Temperature 2417 (K)

Barrel Length 5 (m)

  해석에 사용된 7공형 추진제의 형상 Data는 Table 1
과 같다. 한 추진제 내부의 Perforation 사이의 거리

를 뜻하는 Web size는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 해석 

기조건은 Table 2와 같다.

4. 해석결과

  Fig. 5는 화제가 주입되기 시작하여 약 0.049msec
의 시간이 경과했을 때의 약실 내 압력분포이다. 화

제 주입구가 약실 체에 치한 경우 약실 내에 치

한 추진제가 동시에 연소가 되면서 약실 체에서 압

력이 균일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화제 주입구가 부분 으로 치했을 경우 화제가 

주입되는 부분부터 추진제의 연소가 진행되며 이로 인

해 약실 내 압력이 국부 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Initial pressure distribution

  Fig. 6은 화제 주입구가 약실 체 길이의 100%일 

때의 시간에 따른 Breech와 Base압력이다. 화제가 약

실 체에 주입되기 때문에 Fig. 5에서 나타나듯이 약

실 체에서 압력이 균일하게 상승하 고 이로 인해 

탄자가 이동을 시작하는 0.99msec 까지 Breech와 Base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탄자가 이동

을 시작하면 내부 체 이 증가하면서 Base 압력이 감

소하면서 Breech 압력에 비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

고 추진제의 연소가 종료된 후 강내 유동이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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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Breech와 Base 압력이 같아짐 한 확인할 수 

있다.

 Fig. 6. Breech and base pressure of 100% injection 

case as a function of time

  Fig. 7은 화제 주입구 길이가 약실 체 길이의 

100%일 때의 거리(m)-시간(sec) 평면의 강내 압력 

Contour이다. 연소 기에 압력이 균일하게 상승함으로 

약실 내에서 압력 의 생성  가 발생하지 않았

고 이로 인해 강내 압력 진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Fig. 6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Fig. 7. Pressure contour of 100% injection case

  Fig. 8은 화제 주입구 길이가 약실 체 길이의 

100%일 때의 시간에 따른 Breech와 Base의 차압이다. 
Fig. 6에서 나타나듯이 Breech와 Base 압력의 역 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압이 마이 스(-) 값을 가

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압의 변동 폭은 약 34 
MPa이며 강내 최  압력에 약 14% 정도의 변동 폭을 

보 다.

Fig. 8. Differential Pressure of 100% Injection Case As 

a Function of Time

Fig. 9. Breech and base pressure of 50% injection case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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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는 화제 주입구 길이가 약실 체 길이의 

50%일 때의 시간에 따른 Breech와 Base 압력이다. 
화제가 약실 체에 걸쳐 주입되는 Fig. 5에서 나타나

듯이 화가스에 의해 강내 압력이 국부 으로 상승하

면서 압력 가 생성되었다. 생성된 압력 는 Breech에
서 Base 방향으로 되며 Base의 탄자와 부딪친 후 

Base 압력을 격하게 상승시킨다. 한, 높아진 Base 
압력은 압력의 함수인 추진제의 연소율을 높여 Base 
부근의 추진제 연소를 가속시켜 격한 압력상승을 유

도하기 때문에 Base의 압력이 Breech의 압력보다 높아

진다. 상승된 Base 압력이 다시 상 으로 압력이 낮

은 Breech 방향으로 되어 Breech 압력을 상승시키

고 Breech 부근의 추진제 연소를 가속시켜 Breech의 

격한 압력 상승을 유도하여 강내 압력진동을 발생시

킨다.
  Fig. 10은 화제 주입구 길이가 약실 체 길이의 

50%일 때의 거리(m)-시간(sec) 평면의 강내 압력 

Contour이다. Fig. 7과 달리 약실 내 압력이 균일하게 

상승하지 않고 Breech 쪽부터 국부 으로 상승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로 인해 강내 압력 가 생성되

어 Base 쪽으로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압력 의 로 인해 압력진동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Pressure contour of 50% injection case

  Fig. 11은 화제 주입구 길이가 약실 체 길이의 

50%일 때의 시간에 따른 Breech와 Base의 차압이다.  
Fig. 9에서 나타나듯이 Breech와 Base의 압력진동에 의

해 압력 역 이 나타났고 차압의 변동 한 증가하

다. 압력 역 에 의해 마이 스(-) 차압이 약 -80MPa이
고, 차압의 변동 폭은 최  180MPa이며 강내 최  압

력에 약 72% 정도의 변동 폭을 보 다.

Fig. 11. Differential Pressure of 50% Injection Case As 

a Function of Time

 Fig. 12. Breech and base pressure of 10% injection 

case as a function of time

  Fig. 12는 화제 주입구 길이가 약실 체 길이의 

10%일 때의 시간에 따른 Breech와 Base 압력이다. 
화제의 국부 인 주입에 따른 강내 압력의 국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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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으로 인해 압력진동이 발생하 고 진동 폭은 화

제 주입구 길이가 50% 일 때에 비해 크게 증가하 으

며 Base 압력이 상승할 때까지의 시간이 증가하 다. 
이는 Fig. 5에서 나타나듯이 가장 좁은 구역을 통해 

화제가 주입되어 연소 기 압력 상승이 Breech 부근

에만 집 되었기 때문이다.
  Fig. 13은 화제 주입구 길이가 약실 체 길이의 

10%일 때의 거리(m)-시간(sec) 평면의 강내 압력 

Contour이다. Fig. 10과 같이 약실 내 압력이 균일하게 

상승하지 않고 Breech 쪽부터 국부 으로 상승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내 압력 가 생성되

어 Base 쪽으로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압력 의 로 인한 압력진동이 Fig. 10에 비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화제 주입에 의한 

압력 상승이 Breech 쪽에 집 되었기 때문이다.

Fig. 13. Pressure contour of 10% injection case

  Fig. 14는 화제 주입구 길이가 약실 체 길이의 

10%일 때의 시간에 따른 Breech와 Base의 차압이다.  
Breech와 Base 압력진동에 의해 압력 역 이 나타났고 

차압의 변동 폭 한 증가하 다. 압력 역 에 의한 

마이 스(-) 차압이 -130MPa이고, 차압의 변동 폭은 최

 260MPa이며 강내 최  압력에 약 92% 정도의 변

동 폭을 나타내어 해석 Case  가장 큰 변동 폭을 보

다.
  Fig. 15는 각 해석 Case 별 시간에 따른 화제 주입

구 길이에 따른 Breech와 Base의 차압으로 화제 주

입구 길이가 짧을수록 차압의 변동 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내 차압이 마이 스(-) 값을 가지거

나 변동 폭이 클 경우 화포의 성능  내구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화제 주입구 

체 역에서 동일한 양의 화제를 주입하는 경우, 
화제 주입구 길이를 최 한 약실 체에 치시켜 

화제가 약실 체에 균일하게 주입될수록 화포의 안

정성이 증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Fig. 14. Differential Pressure of 10% Injection Case As 

a Function of Time

  Fig. 15. Differential Pressure of Each Cases As a 

Function of Time



화제 주입에 따른 강내탄도 성능해석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4권 제1호(2011년 2월) / 29

5. 결 론

  7공형 추진제를 이용하여 약실 내 화제 주입구 길

이를 체 약실 길이의 100%, 50%, 10%로 나 어  

화제 주입 특성에 따른 강내탄도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화제가 약실 체에 걸쳐 균일하게 주입되는 경

우 강내 압력이 균일하게 상승하여 강내 압력 가 생

성되지 않아 압력진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제가 약실 일부분에서 주입되는 경우에는 강내 압력

이 국부 으로 상승하여서 압력 가 생성되고 이로 인

해 압력진동  Breech와 Base 압력의 역 에 의해 마

이 스(-) 차압이 발생하 다. 강내 차압이 마이 스(-) 
값을 가지거나 변동의 폭이 증가하는 경우 화포의 성

능  내구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 화제 주입 조건하

에서는 화제 주입구의 치를 최 한 약실 체에 

분포시켜 화제를 균일하게 주입시키는 것이 화포의 

안정성 향상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추

후에 다양한 화제 주입 조건에 따른 강내 차압의 변

동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방 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지원에 의

한 연구결과입니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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