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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상무기 부문

1차원 수치 해석을 통한 강내탄도 성능해석

Performance Analysis of Interior Ballistics using 1-D Numer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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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 analysis of the interior ballistics has been conducted using the 1-D numerical code called IBcode 
according to the various conditions such as length of ignition-gas injector, amount of ignition-gas, mass of 
projectile, and drag force of projectile. In case of the length of ignition-gas injector, the 25～100 % of the 
full-injector length has been considered as well as the mass & mass flow of the ignition-gas. The mass of the 
projectile 5～70 kg and its drag force of 0～69 MPa have been also considered. Variables such as breech & base 
pressure, negative differential pressure and muzzle velocity for the performance analysis have been sorted, too. 
Firing conditions for the optimal performance have been investigated through these variables.

Keywords : Interior Ballistics(강내탄도), Ignition-gas Injection( 화제 주입), Projectile Mass(탄자 질량), Projectile Drag
(탄자 마찰력), Differential Pressure(차압)

1. 서 론

  새로운 추진제의 개발, 는 화포나 포신의 설계를 

해서는 강내탄도(Interior Ballistics) 해석 기술이 필요

하다. 그러나 추진제나 화포의 특성상 실험에 의한 강

내탄도 연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해석을 통한 연

구가 필요하다
[1～3].

  이에 성형건 등은 Eulerian-Lagrangian 좌표계와 

SMART scheme을 이용하여 1-D 이상유동 강내탄도 해

석코드인 IBcode를 개발하 으며, 무차원 강내탄도 해

석코드인 IBHVG2와의 결과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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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 다[4].
  강내탄도 성능해석의 주요 변수로는 최  Breech & 
Base 압력, 최  마이 스 차압, Muzzle Velocity 등이 

있으며, 화제 주입  탄자 무게 등의 기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함으로 최 의 강내탄도 성능을 

해서는 다양한 기 조건에 하여 성능해석이 수행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험을 통한 성능해석은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안 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장진성 등은 IBcode를 이

용하여 화제 주입에 따른 강내탄도 성능해석을 수행

하 으나 화제 주입구의 길이에 따른 성능해석만을 

수행하 으며 그 외의 기 조건에 한 성능해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GARD 

gun의 기 조건  H. Miura[6]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화제 주입구의 길이 변화  화제 주입 조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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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성능해석을 수행하 으며, 다양한 탄자 무게  마

찰력에 해서도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각 조건에 

하여 시간에 따른 강내 압력  차압, 탄자 속도 등

을 그래 를 통해 나타내었으며, 최  Breech 압력, 최

 마이 스 차압  Muzzle Velocity 등의 강내탄도 

성능해석 변수를 정리하 고 이를 통해 최 의 강내탄

도 성능을 한 발사 조건을 고찰하 다.

2. 강내탄도

Fig. 1. Diagram of interior ballistics

  강내탄도는 화포의 약실 내에서 추진제가 화제에 

의해 연소되고 생성된 연소가스의 압력에 의해 탄자

가 가속되어 포구를 이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Fig.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체 으로 

나  수 있다
[7].

  1. 화제에 의한 추진제 화

  2. 추진제 연소에 의한 약실 압력 증가

  3. 약실 압력에 의한 추진제 이동

  4. 약실 압력에 의한 탄자 이동

  5. 탄자의 포구 탈출

  이와 같이 강내탄도 상은 물리 으로 기상(Gas 
Phase)과 고상(Solid Phase)의 이상유동(Two Phase Flow)
으로 복합 인 상에 한 해석을 해서는 다차원-다
상 유동을 해석할 수 있는 산해석 코드가 필요하다.

가. 강내탄도의 지배방정식

  강내탄도의 추진제 연소 상은 기상-고상의 이상유동

으로 추진제 연소가스는 기상, 추진제는 고상으로 구

분된다
[1～3]. 이상유동을 해석하기 해 기상은 Eulerian 

좌표계를 이용하고 고상은 Lagrangian 좌표계를 이용

하는 Eulerian-Lagrangian 근법을 사용하 다.
  이상유동을 해석하기 해서는 기상의 지배방정식에 

고상이 차지하는 부피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해 

체부피에서 고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기공률 

를 도입하 다. 강내탄도의 경우 Euler 방정식에 기

공률을 도입한 지배방정식을 사용하며, 1차원 연속방

정식, 운동량방정식, 에 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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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고, 아래첨자 는 고상인 

추진제, 는 화제를 의미한다. 는 고상과 기상에 

의해 발생하는 항력이며, 는 강내탄도의 에 지 

달  손실이다.
  고상의 지배방정식은 기상과 고상에서 발생하는 항

력에 의해 계산되며 이를 해 내 고체입자에 의한 

압력 손실을 측정하여 얻은 실험식인 Ergun의 압력 

손실 식을 사용한다. 이 식을 추진제의 가속도식으로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8].




 

 




  ×  
(4)

  여기서 는 유동의 속도, 는 추진제의 속도를 

의미하며   는 각각 고체추진제의 도  반

지름을 의미한다. 

나. 강내탄도의 구성방정식

  추진제 연소율은 압력의 함수로 표 되며 식 (5)와 

같이 표 된다. 는 압력, 는 추진제의 기온도 

상수, 는 추진제 고유 특성이다[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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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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본 연구에서는 추진제의 에 지의 달  손

실의 주요 요소인 탄자의 운동에 지와 탄자의 마찰 

손실에 지에 해서만 고려하 다.
  탄자의 운동에 지는 식 (8)과 같다

[10].

  



  (8)

  일반 으로 마찰력은 탄자의 치에 따라 다르므로 

치에 따른 마찰 항 압력을 사용하여 식 (9)와 같

이 탄자의 마찰 손실에 지를 계산한다
[10].

 ×   (9)

3. 수치해석기법

  강내탄도 내의 유동장의 속도는 정지 상태에서부터 

최  수 천 m/s 까지 증가하므로 이를 해석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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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1차원 강내탄도 해석코드를 개발하 다. 
한 공간 이산화를 해 3차 정확도와 TVD 특성을 가

진 SMART 기법
[11]을 사용하여 수렴 안정성을 높 으

며, 탄자의 이동에 의해 생성되는 이동경계면은 Ghost 
Cell Extrapolation 기법[12]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개발된 1차원 강내탄도 해석코드는 우선 Shock 
Tube 문제를 통한 유동장 해석  공간 이산화 기법

에 한 검증을 완료하 으며, 리 피스톤 문제를 통

해 Ghost Cell Extrapolation 기법에 한 검증을 완료

하 다. 이와 같이 유동장 해석코드에 한 검증을 완

료한 후, 국내의 기존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강내탄도 

해석코드인 IBHVG2와의 해석결과 비교를 통해 최종

으로 1차원 강내탄도 해석코드의 신뢰성 검증을 완

료하 다. 이에 한 결과는 본 논문에 표시하지 않으

며 신 참고문헌을 표시하 다
[4].

4. 해석결과

가. 해석 기본 모델  기조건

  강내탄도 성능해석을 해 Fig. 2와 같은 화포를 가

정하 다. 화제 주입구는 체 약실 길이의 50 %의 

길이(381 mm)를 가지며, 10 msec 동안 0.2268 kg의 

화제가 주입된다고 가정하 다. 즉, 화제 주입구 단

길이 당 화제 주입유량은 0.0593 kg/s/mm이 된다. 
그 외 기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추진제 형상 Data
는 Table 2와 같다.

Fig. 2. Diagram of basic model

Table 1. Initial condition of analysis

Projectile Mass 45 (kg)

Propellant Mass 9.5255 (kg)

Propellant Density 1578 (kg/m3)

Propellant Impetus 1009000 (J/kg)

Ignition-gas Mass 0.2268 (kg)

Ignition-gas Impetus 392600 (J/kg)

Chamber Volume 0.010427 (m3)

Burning Rate Exponent () 0.9

Burning Rate Coefficient ()
3.120563e-9
 (m/s)

Combustion Gas Molecular 

Weight
21.3 (kg/kmol)

Specific Heat Ratio 1.27

Flame Temperature 2585 (K)

Barrel Length 4.13 (m)

Projectile Drag 13.8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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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ellant configuration data

Propellant Geometry Cylindrical 7-hole

Length (mm) 25.4

External Diameter (mm) 11.43

Internal Diameter (mm) 1.143

Web (mm) 2.00

  다양한 조건에 한 강내탄도 성능해석을 수행하기 

해서 Fig. 2와 Table 1～2의 기조건을 가지는 화

포를 기본 모델로 설정한 후 해석하고자 하는 각 조

건을 변경해 가며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나. 화제 주입구 길이에 따른 성능해석

  화제 주입구 길이에 따른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화제 주입구 길이를 체 약실 길이의 100 %(762 

mm), 70 %(533.4 mm), 50 %(381 mm), 25 %(190.5 
mm)로 변경해가며 성능해석을 수행하 으며,  화제 

주입구 단 길이 당 화제 주입유량  기타 기조

건은 해석 기본 모델과 동일하다.

Fig. 3. The time histories of (a) Breech pressure, (b) 

Base pressure, (c) Differential pressure, (d) 

Projectile velocity for the length of ignition-gas 

injector

 Table 3. Performances for the length of ignition-gas 

injector

Maximum 

Breech 

Pressure

(MPa)

Minimum 

Differential 

Pressure

(MPa)

Muzzle 

Velocity

(m/s)

100 % (762 mm) 270.2 0 597

70 % (533.4 mm) 269.6 -7.2 593.8

50 % (381 mm) 261.8 -21.6 593.1

25 % (190.5 mm) 257.5 -16.2 590.6

  화제 주입구 길이에 따른 강내탄도 성능해석의 결

과는 Fig. 3과 같으며 강내탄도 성능변수를 Table 3에 

정리하 다. 화제 주입구 길이가 약실 길이의 100 
%일 때 즉, 화제가 약실 체 역에서 주입될 경

우 최  Breech 압력 도달시간이 약 6.29e-3 sec로 가

장 빨랐으며 화제 주입구 길이가 어들수록 압력 

상승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여 화제 주입구 길이

가 약실 길이의 25 % 일 경우 최  Breech 압력 도달

시간이 약 7.69e-3 sec로 가장 오래 걸렸다. 이는 화

제 단  길이 당 화제 주입 유량이 0.0593 kg/s/mm
로 동일함으로 화제 주입구 길이가 길어질수록 같

은 시간에 많은 양의 화제가 주입되어 압력상승을 

가속시키기 때문이다. 추진제의 연소율은 압력에 비례

하여 증가함으로 빠른 압력상승은 연소율을 증가시키

게 되고 증가된 연소율은 다시 압력상승을 가속시킨

다. 이로 인해 화제 주입구 길이가 길어질수록 최  

Breech  Base 압력이 증가하 으며, Base 압력이 증

가함에 따라 Muzzle Velocity 한 증가하 다.
  Fig. 4는 화제 주입구 길이에 따른 최  마이 스 

차압이다. 일반 으로 마이 스 차압은 화포의 성능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안 인 화포의 운용  성능향상을 

해서는 마이 스 차압의 감소방안을 연구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화제 주입구 길이에 따른 차압을 해

석한 결과 100 % 주입 시 마이 스 차압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화제 주입구 길이가 짧아질수록 마이 스 

차압이 증가하다 50 % 주입 시 최  마이 스 차압

(-21.6 MPa)을 나타내었으며 25 % 주입 시 마이 스 

차압이 감소함(-16.2 MPa)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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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nimum differential pressure for the length of 

ignition-gas injector

  마이 스 차압의 발생원인은 약실 내 국부 인 압력

상승에 의한 압력 의 생성  에 의한 압력진동

이다. 따라서 Fig. 5에서 나타나듯이 100 % 주입 시에

는 약실 체에 걸쳐 압력이 균일하게 상승하여 마이

스 차압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제 주입구 길이가 

약실보다 짧은 경우에는 화제가 주입되는 치부터 

압력이 상승하게 되어 약실 내 국부 인 압력상승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압력 가 생성되었고 압력 가 

되면서 강내 압력진동을 발생시켜 Breech 압력과 

Base 압력이 역 되어 마이 스 차압이 발생하 다. 
다만 그 정도는 약실 내 최 -최소 압력차에 의해 생

성되는 압력 의 세기에 따라 달라졌으며 Table 4에서 

나타나듯이 50 % 주입 시 약실 내 최 -최소 압력차

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로 인해 최  마이

스 차압이 발생하 다.

Fig. 5. Chamber pressure for the length of ignition-gas 

injector at t = 1 ms

Table 4. Maximum-Minimum Pressure Difference for the 

length of ignition-gas injector at t = 1 ms

100 % 75 % 50 % 25 %

Maximum-
Minimum 
Pressure 

Difference

0
MPa

4.66
MPa

6.09
MPa

5.12
MPa

  화제 주입구 길이에 따른 성능해석을 수행한 결

과 단  길이 당 화제 주입 유량이 동일한 경우 

화제 주입구 길이를 약실 체에 걸쳐 치시키는 것

이 높은 Muzzle Velocity와 낮은 마이 스 차압을 발

생시키므로 화포의 성능향상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다. 화제 주입시간에 따른 성능해석

Fig. 6. The time histories of (a) Breech pressure, (b) 

Base pressure, (c) Differential pressure, (d) 

Projectile velocity for the time of ignition-gas 

injection

  화제 주입시간이 강내탄도 성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화제 주입시간, 즉 화제 주입 유량

에 따른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화제 주입구의 길

이를 체 약실 길이의 50 %(381 mm)로 고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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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화제 주입시간을 기존의 10 msec에서 5 msec, 
2.5 msec으로 감소시켜가며 성능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는 화제 주입유량을 0.0593 kg/s/mm에서 0.1186 
kg/s/mm, 0.2372 kg/s/mm으로 증가시켰음을 의미한다. 
그 외 조건은 해석 기본 모델과 동일하다.

  Table 5. Performances for the time of ignition-gas 

injection

Maximum 
Breech 

Pressure(MPa)

Minimum 
Differential 
Pressure(MPa)

Muzzle 
Velocity
(m/s)

10 msec 261.8 -21.6 593.1

5 msec 271.9 -25.6 595.6

2.5 msec 290.2 -40.4 602.2

  화제 주입시간에 따른 성능해석의 결과는 Fig. 6
과 같으며 화제 주입시간에 따른 강내탄도 성능변

수는 Table 5에 정리하 다. 해석결과 화제 주입 유

량이 증가할수록 Breech  Base 압력이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으며 Muzzle Velocity 한 증가하지만 주

입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이 스 차압 한 증가함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7에서 나타나듯이 화

제 주입시간이 감소할수록 즉, 화제 주입 유량이 증

가할수록 강내 압력상승이 가속된 결과라 단된다.

Fig. 7. Chamber pressure for the time of ignition-gas 

injector at t = 1 ms

  화제 주입 시간에 따른 성능해석을 수행한 결과 

화제 주입 유량을 증가시킬수록 빠른 압력상승으로 

인해 높은 Muzzle Velocity를 얻을 수 있으나 Breech 

압력  마이 스 차압의 증가로 인하여 화포의 안

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 다.
  추가 인 화제 주입 조건에 따른 강내탄도 성능

해석을 수행하기 해 다음과 같이 3가지 Case에 

하여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Case 1 : 화제 질량 - 0.2268 kg
화제 주입 유량 - 0.0593 kg/s/mm

- 0.1186 kg/s/mm
- 0.2372 kg/s/mm

Case 2 : 화제 주입 유량 - 0.0593 kg/s/mm
화제 질량 - 0.1134 kg

- 0.2268 kg
- 0.3402 kg

Case 3 : 화제 질량, 주입유량

- 0.1134 kg, 0.0297 kg/s/mm
- 0.2268 kg, 0.0593 kg/s/mm
- 0.3402 kg, 0.1186 kg/s/mm

  Case 1은 화제 주입 유량에 한 향을 확인해 

보기 해 화제 주입량을 고정시키고 주입 유량을 

변경해 가며 성능해석을 수행한 Case로 즉, 화제 주

입시간에 따른 성능해석과 동일하다. Case 2는 화제 

주입량에 한 향을 알아보기 한 Case로 화제 

주입 유량을 고정시키고 주입량을 변경해 가며 성능

해석을 수행하 다. Case 3은 화제 주입 유량  주

입량의 복합 인 향을 확인해보기 해 화제 유

량  주입량을 변경해 가며 성능해석을 수행한 Case
이다.
  Fig. 8은 각 Case에 한 최  마이 스 차압이다. 
해석 결과 주입 유량이 동일할 경우 주입량에 따른 마

이 스 차압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주입량이 동일하

고 주입 유량을 증가시킬수록 최  마이 스 차압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이 스 차압은 

화제 주입량 보다는 화제 주입유량에 더욱 큰 

향을 받는다고 단할 수 있다.
  화제 주입유량에 따른 성능해석을 수행한 결과 마

이 스 차압은 화제 주입유량에 따른 약실 내 압력

상승 기울기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하 으므로 화포의 

안 성 향상을 해서는 화제 주입유량을 감소시켜

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약실 내 압력 



1차원 수치 해석을 통한 강내탄도 성능해석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5권 제3호(2012년 6월) / 247

상승 기울기가 감소하면 Muzzle Velocity가 감소하여 

탄자의 사거리가 감소하는 등 화포의 성능 한 감소

함으로 최 의 화제 주입유량을 계산하기 해서는 

추가 인 조건에 한 성능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단된다.

Fig. 8. Minimum differential pressure for the Case

라. 탄자 무게에 따른 성능해석

  탄자 무게가 강내탄도 성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해 탄자무게를 5 kg, 20 kg, 45 kg, 70 kg으로 변

경해 가며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그 외 조건은 해석 

기본 모델과 동일하다.

Fig. 9. The time histories of (a) Breech pressure, (b) 

Base pressure, (c) Projectile velocity, (d) 

Projectile acceleration for the projectile mass

Table 6. Performances for the projectile mass

Maximum 

Breech 

Pressure

(MPa)

Muzzle 

Velocity

(m/s)

Projectile 

Kinetic

Energy

(MJ)

5 kg 130.9 732.5 2.68

20 kg 198.3 640.1 8.19

45 kg 261.8 593.1 15.83

70 kg 326.6 540.8 20.47

  Fig. 9는 탄자무게에 따른 성능해석 결과이며 Table 
6은 탄자무게에 따른 강내탄도 성능변수들이다. 탄자

무게가 증가될수록 Breech  Base 압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Muzzle Velocity의 경우에는 

탄자가 가벼울수록 증가하 으나 탄자 무게와 탄자 속

도에 의한 탄자에 지의 경우 탄자 무게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해석 결과 탄자 무게가 증가할수록 Breech 
압력이 증가하고 Muzzle Velocity가 감소하여 화포의 

안 성  성능을 감소시키지만 탄자운동에 지는 증

가한다.

마. 탄자 마찰력에 따른 성능해석

Fig. 10. The time histories of (a) Breech pressure, (b) 

Base pressure, (c) Projectile pressure, (d) 

Projectile acceleration for the projectile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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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erformances for the projectile drag

Maximum 

Breech 

Pressure

(MPa)

Muzzle 

Velocity

(m/s)

Maximum 

Projectile 

Acceleration

(m/s
2)

0 MPa 233.4 588.6 6.2e4

13.8 MPa 261.8 593.1 6.6e4

25 MPa 281.4 592 6.9e4

69 MPa 352.3 565.1 7.6e4

  탄자 마찰력이 강내탄도 성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해 탄자 마찰력을 0 MPa, 13.8 MPa, 25 MPa, 
69 MPa로 변경해 가며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그 외 

조건은 기본 해석 조건과 같다.
  Fig. 10은 탄자 마찰력에 따른 성능해석 결과이며 

Table 7은 탄자 마찰력에 따른 성능변수들이다. Breech 
 Base 압력의 경우 탄자 마찰력과 비례하여 증가하

으나 강내 압력에 직 으로 향을 받는 Muzzle 
Velocity의 경우, 탄자 마찰력과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

았으며 최  Breech 압력의 경우 마찰력에 따른 압력

의 변동 폭이 33.7 %인 것에 반해 Muzzle Velocity의 

경우에는 4.7 %, 최 탄자가속도의 경우에는 18.4 %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높은 마찰력이 높

은 Breech  Base 압력을 생성하지만 Muzzle Velocity
에 미치는 향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 마찰력이 

 없을 경우 낮은 Breech  Base 압력에 의해 Muzzle 
Velocity가 감소하 다. 따라서 화포의 성능향상을 

해서는 포신의 허용응력 내에서 일정한 탄자 마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된다.

  Fig. 11. Maximum breech pressure for the projectile  

mass & drag

  Fig. 11은 탄자 무게  마찰력에 따른 최  Breech 
압력이다. 탄자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탄자의 마찰력

이 증가할수록 최  Breech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Breech 압력의 증가는 화포의 안 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만 Breech 압력이 포신의 허

용응력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탄자 무게가 증가할수록 

탄자 운동에 지가 증가하며 탄자 마찰력이 당한 

값을 가질 때 높은 Muzzle Velocity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5. 결 론

  다양한 기조건에 한 강내탄도 성능해석을 수행

하 다. 화제 주입구 길이에 따른 성능해석을 수행

한 결과 화제 주입구의 길이가 약실의 길이보다 짧

을 경우 약실 내 국부 인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압력

가 생성되고 이로 인해 마이 스 차압이 발생함을 

확인하 다. Muzzle velocity의 증가  마이 스 차압

의 감소를 해서는 약실 내 압력상승이 빠르고 균일

하게 유지돼야 함으로 화제 주입구 길이를 증가시키

는 것이 화포의 성능  안 성 향상에 유리하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었다. 화제 주입시간 즉, 화제 주

입 유량에 따른 성능해석을 수행한 결과 마이 스 차

압은 화제 주입량보다는 주입 유량에 따른 압력상승

률에 민감함을 확인하 으며 주입 유량이 증가할수록 

빠른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마이 스차압이 증가하지만 

Muzzle Velocity 한 증가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최

의 화제 주입 유량을 계산하기 해서는 추가 인 

조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탄자 무게 

 마찰력에 따른 성능해석을 수행한 결과 탄자 무게

가 증가할수록 Breech 압력이 증가하 으며 Muzzle 
Velocity는 감소하 다. 하지만 탄자의 운동에 지의 

경우 탄자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확인하 고 

탄자 마찰력이 증가할수록 Breech 압력은 최  33.7%
의 변동 폭을 보이는데 반해 Muzzle Velocity나 탄자 

가속도의 경우 보다 낮은 변동 폭을 보임을 확인했으

며 당한 마찰력에 의해 Muzzle Velocity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는 화포의 포신의 허용응력 이내에서는 

탄자의 무게  마찰력이 당한 값을 가질 때 화포의 

성능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성능해석은 본 연구에서 가정

한 조건 하에서의 결과이므로 최 의 발사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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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추가 으로 추진제 형상, 약실 체 , 추진제 

Impetus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른 성능해석 연구가 필

요하다고 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방 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지원에 의

한 연구결과입니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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