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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도무기 부문

열식 발사  덮개의 성능검증을 한 시험기법

Test Technique for Performance Verification of Fracture-Type 

Canister Cover

                   정 재 욱*         신 상 목*         배  **

Jae-Wook Chung      Sang-Mok Shin      Young-Gwan Bae

ABSTRACT

  When a missile is launched, a fracture-type canister cover should be properly broken by a collision with a 
missile or inner pressure of a canister. The fracture performance of a canister cover should be evaluated by a test 
using a real missile; however, it is unrealistic due to high cost and time restriction in a design stage. In this 
study, a test technique is newly developed to predict fracture performance of a canister cover. The test was design 
to have same kinetic energy with a real missile test when the cover is collide with a missile. The effectiveness of 
the suggested test technique was proved by comparing the test result with that of a real missile test.

Keywords : Fracture-type Canister Cover( 열식 발사  덮개), Fracture Performance( 단성능), Test Technique(시험기법)

1. 서 론

  발사  조립체는 유도탄 발사 시 유도탄의 진행을 

안내하는 발사 랫폼(launch platform)의 역할 뿐만 아

니라 장, 수송  운용 시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

으로부터 유도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발사  

조립체의 주요부품  하나인 발사  덮개는 발사 의 

/후방에 부착되며 장  수송 시에는 먼지, 습기 

등과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유도탄을 보호하며, 한 

인 한 발사 에서 발사된 유도탄의 후류화염에 의해 

장입된 유도탄이 손상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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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덮개는 운용 방법에 따라 개방식, 열식  

혼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방식은 운용자가 직  

기구장치를 조작하여 덮개를 개방하는 수동식과 기, 
유공압 등 동력원과 센서정보를 이용하여 덮개를 개방

하는 자동식으로 구분된다. 열식은 유도탄 화 시 

발사  내부에 형성되는 압력 는 유도탄과의 직  

충돌에 의해 덮개가 단되는 방식이며, 혼합식은 개

방식  열식을 혼합한 방식이다. 발사 에 덮개를 

용하기 시작한 창기에는 주로 개방식을 사용하

으나 최근에는 개방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무게가 

가벼우며 운용성이 양호한 열식 덮개를 많이 사용하

고 있다.
  열식 덮개는 외부 충격이나 인  발사 에서 발사

된 유도탄의 후류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지만, 유도

탄 발사 시에는 유도탄의 진행과 간섭이 일어나지 않

도록 쉽고 확실하게 열이 되어야 하는 설계의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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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니고 있다.
  발사  내부압력 는 유도탄 첨두부와의 직  충

돌로 인한 열식 덮개의 단양상 측은 쉽지 않다. 
발사  덮개의 단양상  성능을 확인하기 한 가

장 정확한 방법은 유도탄 발사시험을 수행하는 것이나 

유도탄 발사시험을 통한 검증방법은 많은 비용  시

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발과정에 있는 발사  덮개

의 단성능 검증을 한 시험기법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유도탄과의 직  충돌로 인해 열된 

덮개가 유도탄의 진행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으며, 
한 덮개가 떨어져나가 주변장비들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편을 잡아주는 구조를 가진 열식 발사  덮개

의 단성능 검증을 한 시험기법에 한 것이다. 시

험기법을 통해 측된 덮개의 단양상과 실제 유도탄 

발사시험에서 확인된 덮개의 단양상이 유사함에 따

라 개발된 시험기법이 유효함을 확인하 다.

2. 발사  덮개 구성  특징

  일반 인 열식 발사  덮개는 유도탄 발사 시 덮

개가 열되고 열된 덮개 편의 낙하로 인해 주  

장비의 손상이 우려된다.
  이런 상을 개선하기 해서 열식 덮개는 유도탄

과 충돌 시 1) 일정한 조건으로 확실히 열/분리되고, 
열된 편이 유도탄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2) 덮개 편이 낙하되어 다른 주변 장비에 손상

을 주지 않도록 발사 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개발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개발하 다.

가. 발사  덮개 구성

  본 연구의 열식 덮개는 소성 특징이 좋은 속

(plastically deformable metal sheet)을 덮개에 부착하여 

덮개 편이 가진 운동에 지를 속 의 소성에 지

로 흡수하여 발사 에서 편이 이탈되지 않으며, 동

시에 편이 유도탄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

계하 다.
  발사  덮개는 유효덮개, 덮개링, 힌지  덮개 

임으로 구성된다. 유효덮개는 덮개 단 성능과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운용조건에 합한 물리 , 열  

특성 등을 만족하며, 유도탄 발사 시 한 단 성

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 다. 덮개와 유도

탄과의 충돌로 인한 유도탄 첨두부의 힘  손상을 

방지하기 해 유도탄과의 충돌 면에는 충격 흡수용 

패드를 용하 다.
  덮개 임은 발사  덮개가 발사 에 장착되는 부

로서 유효덮개, 덮개링  힌지가 조립되며, 유효덮

개 조립 시 덮개 임 사이에 오링을 장착하여 발

사 의 기   수 을 유지시켜 다. 덮개링은 덮개 

단  유효덮개가 분리되지 않는 기능을 가지며, 힌

지는 덮개 단 후 유효덮개 편의 운동을 구속하고 

유도탄 후류로 인해 덮개 편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

한다. 특히, 덮개 단 시 유효덮개 편이 힌지소재의 

탄성 복원(spring back)으로 인해 유도탄의 진행에 방해

가 되지 않으며 유도탄의 후류에도 손되지 않도록 

하 다. Fig. 1은 본 연구의 열식 발사  덮개의 구

성도이다.

Fig. 1. 발사  덮개 구성

나. 덮개 단성능 산 시뮬 이션 모델 검토

  발사  덮개 단성능의 요한 설계요소는 유효덮

개의 홈 형상과 깊이이다. 한 단된 덮개의 편이 

유도탄과의 간섭이 없으면서 비산되지 않도록 하기 

한 설계인자는 힌지의 형상이다.
  설계인자 선정의 성을 확인하기 해서 상용유

한요소 로그램을 이용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Fig. 2는 Abaqus/Explicit을 사용하여 수행한 유도탄 

단 후 발사  덮개의 열양상에 한 시뮬 이션 결

과이다.
  산 시뮬 이션은 유도탄을 반구형상으로 단순화하

여 유효덮개를 단 시키며 통하는 동안 유효덮개의 

단양상과 소성힌지에 구속된 편의 거동을 미리 

측하고자 하 다.
  시뮬 이션 결과 반구형상의 모의 유도탄이 덮개를 

4개의 조각으로 열시키며 이탈하 고, 이탈 후에는 

편이 힌지로 인하여 더 이상 비산하지 않고 다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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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상을 확인하 다 이런 결과

로부터 한 소재선정과 힌지부의 형상설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Fig. 2. 힌지 부착 덮개의 편 개 해석 결과

다. 발사  덮개 주요소재 선정

  발사  덮개의 열성능에 향을 미치는 주요 소재

는 크게 유도탄과의 충돌로 인해 열되는 유효덮개부

와 그 유효덮개부의 편을 잡아주는 소성힌지부이다.
  유효 덮개부의 소재는 일정 형상을 갖고 쉽게 열

되기 해 취성 괴(brittle fracture) 특성이 좋은 소재

를 선택해야 한다. 반면, 소성 힌지는 편이 가진 운

동에 지를 최 한 흡수해야하기 때문에 낮은 응력상

태에서 항복에 도달하고 이후 지속 인 소성변형과정

을 통해 에 지를 흡수할 수 있으며 탄성복원(spring 
back)이 최소한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해야 

한다.
  단특성과 같은 열식 덮개 설계에 필요한 소재의 

특성은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물성 데이터만으로는 

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유효덮개에 합한 소재를 선

택하기 해 여러 가지 덮개 시제를 제작하고 단시

험을 실시하여 개발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폴리

카보네이트(polycarbonate)를 유효덮개의 소재로 선택하

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재형으로 양산되고 있는 상

용 라스틱  기계 , 환경  특성이 우수한 소재이

다. 신뢰성 있는 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무기체계 

양산 시 균일한 품질  가화 뿐 만 아니라 제품의 

수 에 한 안정성까지 얻을 수 있었다.

Table 1. 황동C2680의 기계  성질(KS D5201)

합 번호 질별
인장강도
(MPa)

연신율
(%)

비 고

C2680

O 275이상 40 이상 연성우수

1/4H 325～410 35 이상

1/2H 355～440 28 이상

3/4H 375～490 20 이상

H 410～540 -

  한편, 발사  덮개가 단 되는데 필요한 에 지인 

유도탄과의 충돌력이나 발사  내부압력은 충격 와 

같이 짧은 시간에 큰 에 지를 나타내는 특성을 보인

다. 이러한 에 지는 덮개를 단할 뿐만 아니라, 발

사 으로부터 멀리 비산되는 에 지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소성힌지의 소재 특성은 덮개의 편이 발사

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높은 인성을 갖고 한편 비

산되는 에 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단 체 당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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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능력이 크고 소성변형이 쉬운 황동(brass) C2680
을 선택하 다. C2680계열의 열처리에 따른 기계  성

질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3. 단성능 검증 시험기법

  열식 덮개의 단성능은 유효덮개와 소성힌지부의 

소재  형상 그리고 덮개의 홈 형상과 깊이와 서로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얻은 정

확한 물성데이터가 없이는 산 시뮬 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성능 측이 힘들다. 가장 정확한 성능확인 방

법은 실제 유도탄 발사시험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많은 비용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

발 인 발사  덮개의 단성능을 확인하기 한 별

도의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도탄과의 충돌로 인해 발사  덮개가 열

되는 경우, 덮개 열에 달되는 운동에 지는 충돌

시 의 속도와 계가 있기 때문에 유도탄이 덮개와 

충돌하는 시 의 속도와 충돌력을 구 할 수 있다면, 
실제 발사시험과 동일한 환경을 모사할 수 있다는 

에 착안하여 발사  덮개 단성능 검증을 한 시험

장치를 개발하 다.

가. 발사  덮개 단성능 시험장치

  Fig. 3은 발사  덮개 단성능 검증을 해 개발된 

시험장치의 형상이다.
  시험장치는 Fig. 4와 같이 유압동력발생장치(①), 유

압실린더(②), 센서  연결용 이블(③)  이송

임(④)으로 구성하 다. 이송 임은 모의탄이 장착된 

구조물로 유압실린더에 의해 시험장치의 /후 방향으

로 이동하며 모의탄의 충돌력을 단 시험용 덮개에 

달하는 역할을 한다. 유압동력발생장치에서 고압의 

유압을 발생시켜 축압기에 유량을 장하고, 유압실린

더에 공 한다. 이송 임은 임 하부에 장착된 

클램  잠  실린더(⑦)에 의해 이동이 구속된 상태에

서, 발사신호에 의해 잠  실린더의 구속이 해제되면 

연결된 유압실린더(②)의 움직임에 따라 모의탄을 고

속으로 이동시켜 시험 상물인 발사  덮개와 충돌하

여 덮개를 단 한다.
  유도탄의 발사  이탈속도를 모사하는 역할을 하는 

이송 임의 이동속도는 유압실린더에 가해지는 유압

유의 유량에 의해 좌우된다. 실제 시험 시 측정한 유

도탄의 발사  이탈시  속도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형 유압펌 와 기모터가 필요하다. 시험장치의 

소형화를 해서 다수의 형 축압기를 장착하여 유

압실린더에 공 되는 유량의 보조 동력원으로 사용하

다.

Fig. 3. 단성능 시험장치

PT

모
의
탄

1

2

3

4
5

6

7

Fig. 4. 시험장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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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 임의 이동속도  충돌력 조 , 즉 모의탄

의 덮개 충돌속도 조 은 압력조 밸 (⑤)와 유량제

어밸 (⑥)를 조작하여 유압실린더 공 측의 내부압력 

크기  토출유량을 조 함으로써 가능하다.
  유도탄의 덮개 충돌시 속도를 구 하기 해 축압기

(blade type) 가스 충진압은 시험을 통해 60bar로 설정

하 다. 시 에서 매되고 있는 일반 유압실린더로는 

이동속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이동속도 구

에 합한 패킹과 유량의 격한 입/출력이 가능하도

록 공 과 복귀포트를 여러 개 부착한 실린더를 개발

하 다. 한 속한 이송 임의 동작으로 인해 발

생하는 이송 임과 시험장비 메인 임 사이의 충

격으로 인한 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해 유압완충장치

를 임 하부에 용하 다.

나. 발사환경 모사를 한 시험기법

  Fig. 5는 실 발사시험 시 유도탄의 기 이동 속도

와 덮개 단 시험장비의 이동속도를 비교한 것이다. 
추진제로 운동하는 유도탄의 기 가속도를 시험장

치를 통해 동일하게 구 하기는 실 으로 어렵지

만, 발사  덮개와 유도탄의 충돌시  속도는 구

이 가능하다. 시험장치에서 실제 유도탄이 덮개와 

충돌시  속도를 동일하게 구 하면 덮개에 가해지

는 운동량은 실제와 같기 때문에 발사환경을 모사할 

수 있다. 시험장치의 모의탄과 덮개사이의 거리를 실

제 장입탄보다 멀리한 후, 압력조  밸 와 유량제

어 밸 의 조 을 통해 모의탄의 이동속도를 조 하

다.

Fig. 5. 유도탄과 시험장치 이동속도 비교

  Fig. 6은 토출유량 변화 없이 유압실린더 공 측 내

부압력을 조 하면서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고, Fig. 7
은 유압실린더 공 측 내부압력의 조  없이 토출유

량을 조 하면서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 6. 공 측 압력 변화에 따른 이송 임 속도

Fig. 7. 토출 유량 변화에 따른 이송 임 속도

  시험 장치의 압력과 유량을 조 하면서 발사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설정조건을 찾아보았다. 여러 차례의 

시험 결과, 이송 임의 속도는 토출유량보다 공 측 

내부압력의 향이 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Table 2는 70, 72, 74 kgf/cm2의 세 가지 공 측 내부

압력에 한 실제 덮개 시제품을 단 시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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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덮개 단시험 시험조건  결과

시험
구분

시험장치 
설정조건

시험결과

공 측 
압력
(kgf/㎠)

토출
유량
(단)

개
양상

복원
정도

탄 
여부

#11-01 70 8 미흡 미흡 있음

#11-02 72 2 미흡 미흡 있음 

#11-03 74 6 양호 양호 없음

Fig. 8. 시험장치 속도별 덮개 단양상 비교 결과

Fig. 9. 단시험 가능한 조건

  시험장치의 압력  유량의 조합에 따른 이송 임

의 속도  변 를 기록한 Fig. 8의 결과를 살펴보면, 
압력설정 값이 70kg/cm2의 경우는 모의탄이 덮개에 닿

기도 에 감속하고 72kg/cm2일 경우에는 모의탄이 덮

개에 닿을 시 에서 감속을 시작하므로 시험에 하

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 74kg/cm2일 경우에는 모

의탄의 감속은 덮개를 단 시킨 이후에야 이루어지고 

덮개 단 시 의 속도도 실제 유도탄의 속도와 유사

하 다. 이와 같이 시험장치의 압력과 유량을 조 함

으로써, 실제 발사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발사  덮

개의 단시험이 가능하 다.

다. 발사  덮개 단 성능 시험

  단성능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발사  덮개 단

시험을 수행하 다. 단시험 시 모의탄에는 단강도 

측정용 로드셀을 장착하 고, 덮개 단 시 속도측정

을 해 시험장비 이송 임에 1축 가속도 센서를 

용하 다.
  시험 장비를 이용한 단 성능시험을 통해 유효덮개 

 힌지의 소재별 단성능에 련된 데이터를 획득하

고 획득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Fig. 2의 산 시뮬

이션을 재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요구 조건에 

합한 덮개를 개발하 다.
  시험장비의 임의 설정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

뮬 이션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Fig. 10과 같이 유사

한 열양상을 확인하 다.

Fig. 10. 산 시뮬 이션과 단시험 비교

  최종 으로 설계가 완료된 덮개 시제를 제작하여 덮

개 단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장비 시험조건은 공

측 내부 압력은 74 kgf/cm2에 토출유량은 2단으로 설

정하 고 덮개의 단성능을 확인하 다.
  Fig. 11은 개발 완료된 최종 시제에 한 단성능 

시험결과로, 실제 유도탄 발사시험에서 확인한 결과와 

단양상이 매우 유사하 다.
 

Fig. 11. 최종 완성 시제 단시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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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기존 열식 덮개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제시된 

개발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발사  덮개를 개발하

다. 개발된 덮개의 단성능을 검증하기 해서 유도

탄이 덮개에 가하는 충돌 속도를 모사한 시험 장치를 

개발/제작하여 덮개 단성능 시험을 수행하 다. 
단에 향을 주는 설계변수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합한 변수 값을 도출하 다. 시험을 통해 얻어진 

소재와 형상에 따른 단성능 자료를 통해 산 시뮬

이션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실제 유도탄 발사시

험에서 확인된 덮개의 단양상은 시험 장치를 사용

하여 획득한 발사  덮개의 열성능은 매우 유사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실제 발사조건을 모사한 덮

개의 단성능 시험기법은 다른 부분의 열식 발사

 덮개의 개발에 용이 가능하여 개발시간  산

의 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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