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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포에서 포탄 사격시 발생하는 높은 충격소음은 운

용자에게 치명 인 청각손상의 유발과 발사장 주변 시

설  장비에 손상을  수 있다. 한, 사격장 인근 

주민은 소음으로 인한 심리  피해를 느낄 수 있기 때

문에 민원의 원인이 된다. 사격 시 발생하는 충격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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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진가스의 팽창에 의한 포구폭풍, 음속 탄두에 

의한 공기 열음, 그리고 탄두 폭발소음의 3가지 요인

으로 발생한다[1-3]. 국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는 소음

민원 해소방안은 부분 민수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외국의 경우도 군용 무기체계에 한 소음민원 해

소방안은 소구경 무기체계용 소음기의 개발에 국한하

여 연구되어 왔다[4-6].
  정부시험장에서 사격시험으로 발생하는 소음 민원

을 해소하기 하여 방음벽 설치, 소음지도 작성, 소

음기 개발 등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Fig. 1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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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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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화포의 포구에 설치된 소음기로 내부에 설치된 다

수의 격막이 사격 시 발생하는 압력 유동을 격막 내

부로 고립시켜 압력유동이 역류하면서 에 지가 감소

하는 구조이다.
  본 논문은 구경 화포용 소음기의 설계특성을 도

출하기 한 해석, 설계  실험결과이다. 논문의 

반부에 충격소음  소음기의 설계와 련한 이론을 

고찰하 다. 반부에서는 소음기의 구조 안 성과 계

측 방법 등에 하여 기술하 다. 후반부에서는 주

수 분석, 소음기 유무에 따른 소음 감도 비교, 그리

고 소음기가 포구속도와 주퇴력에 미치는 향 등을 

분석하 으며 결론으로 구경 화포용 소음기의 개발

을 한 설계방안을 제시하 다.

Fig. 1. Silencer installed to medium caliber gun

2. 이론  배경

2.1 3차원 음 방정식

  질량보존의 법칙에 따라 단  시간당 미소체 에 

한 질량의 증가는 미소체 의 표면을 통해 들어오

고 나가는 단  시간당 질량과 같으며 식 (1)로 표

된다[7]. 여기서,  이다. 식 (1)로 부터 운동

량 보존식은 식 (2)와 같다. 따라서, 식 (1)과 식 (2)로

부터 외력과 운동량의 계는 


∇와 같이 

표 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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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음압 벨과 음압 강도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생긴 음 가 공기의 

압력 변화를 유발하면서 사람의 청각기 을 자극하여 

청각을 일으키는 주 수 역을 갖는 동이다. 사람

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 를 가청주 수라고 하며 

16～20,000 Hz의 역이다. 소리로 느낄 수 있는 최소

음압은 1 kHz에서  = 2 × 10-5 N/m2이며, 사람의 

청각기 은 음압에 하여 로그 척도로 응한다. 소

리의 크기는 식 (3)과 같이 최소 음압 에 한 상

인 크기를 로그 척도로 표 한 음압 벨(sound 
pressure level)로 정의된다[8]. 여기서,  는 충격소음의 

계측시간이다.

  ∙log
 








 (3)

  음압 강도(sound peak level, SPL)는 소음원이 방출

하는 에 지의 척도이며 식 (4)와 같이 정의되는 무차

원수이다. 여기서,  = 10-12(단  : Watt)이고  는 

소음원이 발생시키는 음의 일률이다.

  ∙log


  (4)

2.3 소음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응력

  사격시험 시 발생하는 압력에 의한 소음기의 구조

 안 성은 얇은 원통이 내압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응력을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다[9].
  Fig. 2와 같이 내경 , 두께 의 얇은 원통이 내압 

 를 받고 있을 때 축선  를 포함한 단면  를 경

계로 한 종방향 응력 (kg/cm2)은 원통의 길이가 일 

때 압력은  , 응력은 2로 표 되고 압력과 

응력이 평형을 이루므로 식 (5)와 같다. 반면에 축선 

 에 하여 직각인 단면  을 경계로 한 횡방향 

응력 (kg/cm2)은 식 (6)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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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ell under inner pressure

2.4 소음기 내부 가스유동 흐름

  축소-확  노즐을 지나는 완 기체에 한 1차원 정

상류에서 치에 지를 무시하면 운동방정식은 식 (7)
과 같으며 연속방정식은 식 (8)과 같이 표 된다.




   (7)










  (8)

  음속은   




에서   이므로 식 (7)로부

터 식 (9)와 같이 표 된다. 



 
   (9)

  식 (9)를 식 (8)에 입하여 


를 소거하면 식 (10)

과 같이 표 된다.




 


 



  


   (10)

  Fig. 3은 노즐의 일반 인 단면 변화 모형이다. 음

속 흐름( 1)의 경우 


 = 0이고  0이기 해

서  0이어야 한다. 즉, 유속이 증가하기 해서는 

단면 도 증가되어야 한다.

Fig. 3. Variation of cross section at nozzle

3. 구조해석  계측방법

3.1 소음기의 구조해석

  구조해석 로그램인 ANSYS Ver.14를 사용하여 

구경 화포용 소음기에 한 구조해석을 실시하 다. 
소음기의 구조해석에 앞서 소음기 내부에 한 유동해

석을 실시하여 각 시간 별 소음기 내부의 각 지 에

서 발생한 최  압력값을 구조해석에서 압력 경계조건

으로 사용하 다.
  소음기를 구성하는 각 챔버가 지지 에 고정되어 있

기 때문에 정 구조해석을 실시하 으며, 해석시간은 

I7 CPU, Memory 24GB, Hex Core를 사용하여 약 1시
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3.1.1 구조해석 모델링  격자

  Fig. 4는 구조해석을 한 모델이며 축 칭 문제로 

심단면을 기 으로 반의 역을 해석범 로 선정

하 다. 구조해석에 사용된 격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Tetra  Hexa 격자를 사용하 다.

Fig. 4. Structural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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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sh properties for structural analysis

Mesh property Value

Curvature normal angle(°) 30

Minimum size(mm) 791,661

Maximum size(mm) 444,728

Maximum face size(mm) 30

Number of nodes 791,661

Number of elements 444,728

3.1.2 경계조건의 부여

  Fig. 5는 구조해석을 하여 경계조건을 부여한 결

과이다. 하부면은 바닥에 고정된 조건을 부여하 으

며 심단면은 칭방향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

록 조건을 부과하 다. 유동해석은 2차원으로 수행되

었기 때문에 3차원 구조해석의 경계조건으로 Surface 
Mapping이 어려워, 유동해석 결과에서 도출된 챔부내

부의 압력을 각 챔버의 해당 지 에 부과하여 구조해

석을 수행하 다. 게다가 유동해석 결과는 시간에 따

라 변화하므로 소음기의 각 치별 최 압력을 압력 

경계조건으로 부과하 다.

Fig. 5. Boundary conditions

3.1.3 구조해석 결과

  Fig. 6은 구조해석 결과에 따른 응력분포이다. 두 

번째 챔버의 오른쪽 격 에서 76 MPa의 응력이 발생

하 고, 세 번째 챔버의 오른쪽 격 에서 146 MPa의 

응력이 발생하 다. 네 번째 챔버의 오른쪽 격 에서 

150 MPa로 최  응력이 발생하 지만 소재의 항복강

도인 325 MPa보다 작다. 구조해석시 변형량은 소음기 

출구부분의 격 에서 0.53 mm으로 변형량이 최 이며 

다른 부분은 0.2 mm 이하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되었다. 안 율은 2 이상으로 소음기의 구조  안

성을 확인하 다.

Fig. 6. Stress contours

3.2 소음 계측방법

  Fig. 7과 같이 포구주변에 센서를 설치하여 음압을 

계측하 다. DEWE-5000시스템으로 신호를 획득하

으며 DEWESOFT 6.6.7 소 트웨어로 자료를 처리하

다. 음압 계측 센서는 B&K사의 4954B, 106B등을 사

용하 으며 포구를 심으로 반경 4m, 8m, 12m 그리

고 20m 간격으로 사격방향에 하여 시계방향으로 

45°, 90°, 135° 지 에 포구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하

다. 원거리에서의 소음 감도 확인을 하여 270° 방

향, 200m 지 에도 센서를 설치하 다[10-12].

  Fig. 7. Installation of measuring sensors to acquire 

signals of soun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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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주퇴력에 미치는 향

  소음기 장착이 화포의 주퇴력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 다. 사격시 고각의 향을 무시할 때 주퇴구간에

서 운동방정식은 식 (11)과 같으며, 복좌구간에서 외력

()이 없으므로 식 (12)와 같다.


      (11)


     (12)

  는 완충기의 항력이고, 는 복좌스 링

에 의한 스 링력이다. 주퇴 항력  는 주

퇴질량과 포신장치 몸통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복좌

스 링에 의한 스 링력, 주퇴완충기에 작용하는 유체

항력과 패킹류의 마찰력, 격발, 풀림, 추출, 장 , 잠

김 등의 화포의 작동에 필요한 힘 등을 모두 포함한

다. Fig. 8과 같이 변 센서를 화포의 상부에 설치하

여 주퇴력을 계측하 다.

  Fig. 8. Installation of measuring sensors to acquire 

signals of recoil motion

4. 시험  분석결과

4.1 소음기의 형태

  Fig. 9와 같이 소음기의 앙에 챔버 용량을 조 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설계하 다. 챔버 용량을 조

하지 않은 형태가 기본형이며 본 연구에서는 소음기

의 종방향으로 100 mm  200 mm의 길이로 가변된 

두 가지 형태에 하여 소음 감 특성을 연구하 다. 
소음기의 내부에는 압력센서를 설치하여 내압을 측정

하 다.

Fig. 9. Volume variable silencer

4.2 주 수 성분 분석

  Fig. 10은 포구 방 4 m에서 소음기 장착에 따른 주

수 성분 분석결과이다. 소음기의 장착으로 소음 감

도는 주  역인 25 Hz～500 Hz에서 크게 나타났

다. 반면에 고주  역인 500 Hz～6000 Hz구간에서 

소음기를 장착했을 때 오히려 소음의 크기가 크게 나

타났다. 이는 사격 시 발생되는 음압의 고주 수 성분

으로 인하여 소음기 내부에서 공진 상이 발생하기 때

문으로 단된다. 이러한 상을 제거하기 하여 소

음기 내부에 흡음재의 부착이 필요하나 고온, 고압에 

견디는 흡음재질이 사용되어야 한다.

Fig. 10. Frequency analysis in front of the cannon

4.3 소음기 체  변화에 따른 소음 감도

  Fig. 11은 소음기 미장착, 기본형, 그리고 가변형(100 
mm, 200 mm)에 따른 소음 감도이다. 포구 방 4 m
에서 소음기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180 dB, 소음기를 

장착했을 때 167 dB로 13 dB의 소음이 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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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Noise level with chamber volume

  포구좌측 200 m 지 에서 기본형과 가변형(100 mm)
의 경우 약 7 dB의 소음 감도를 보 으며, 가변형

(200 mm)에서 약 10 dB의 소음의 감되었다. 화포용 

소음기의 챔버 체 이 증가할수록 소음 감도가 커짐

을 확인할 수 있다.

4.4 출구각 변화에 따른 소음 감도

  소음기 내부에서 탄두가 이동하는 구간에 Fig. 12와 

같이 직경과 출구각이 조 되도록 하여 출구특성에 

따른 소음 감도를 확인하 다.

Fig. 12. Exit angle of silencer

  Fig. 13은 기본 체 을 가지는 소음기에서 출구각의 

변화에 따른 소음특성이다. 포구 방 4 m에서 소음기

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180 dB이며, 출구각이 0°인 소

음기가 장착된 경우 169 dB, 출구각이 -4°인 소음기가 

장착된 경우 168 dB이다. 출구각이 0°인 경우가 -4°인 

경우보다 소음 감도가 컸으며 출구각이 -4°에서 연소

가스의 이동 속도가 감소하고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소음이 증가된 것으로 단된다.

Fig. 13 Noise level with exit angle

4.5 소음기의 소재 안 성

  소음기의 내부에 작용하는 최  압력을 확인하여 소

재 안 성을 검토하 다. 소음기 내부에 8개의 압력센

서를 , 후방에 각 1개, 측면에 6개를 균등한 간격으

로 부착하 다.
  Fig. 14는 센서의 치에 따른 압력측정 결과로 소

음기의 유무  체  변화와 소음기에 작용하는 압력

은 뚜렷한 상 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최  압력은 

274.9 psi로 안 율 6.8에 해당하므로 소재 안 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Fig. 14. Internal pressure in the sile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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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퇴력에 미치는 향

  Fig. 15는 고각 10°에서 소음기 미장착, 기본형 그리

고 가변형(200 mm) 소음기에 한 사격시험시 주퇴력

의 변화이다. 소음기의 체  변화는 주퇴력에 향을 

주지 않으며 소음기의 장착으로 8∼10 kN의 주퇴력이 

상승하고 있다. 사격시험 후 포구 밖으로 분출되는 압

력이 소음기의 격벽과 충돌하며 이때 발생하는 반력

이 완충기에 외력으로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Fig. 15. Effect of silencer on recoil force

4.7 포구속도에 미치는 향

  Table 2는 소음기 장착유무와 흡음재의 부착여부에 

따라 포구속도에 미치는 향을 보이고 있다. 출구각

은 -4°이며 사격고각은 10°이다.
  소음기의 장착이 포구속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통계  가설검정을 실시하 다. 통계

 가설이란 상 모집단에서 정의되는 하나 이상의 

확률변수의 분포에 한 주장이나 추측을 말하며 귀무

가설과 립가설을 설정하여 검정한다. 귀무가설()

은 검정의 상이 되는 가설이며 립가설()은 귀무

가설에 립되는 가설이다. 귀무가설이 기각(혹은 채

택)되면 립가설이 채택(혹은 기각)됨을 의미한다[13].

  상이 되는 두 모집단들의 각 분포는  
과 

 
을 따르고 모분산 

 
 을 알고 있다고 하

자. 두 정규모집단으로 부터 각각 크기가 과 이

고 독립인 확률표본들의 표본평균을 각각  , 라고 

하면 식 (14)와 같이 귀무가설을 설정하 을 때 검정

통계량 는 식 (15)와 같다. 식 (14)에서 귀무가설 

는 소음기를 장착한 경우와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 

하여 포구속도의 평균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가설검정 결과   로 유의수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소음기의 

장착은 포구속도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4)

기각역   ≥    

검정통계량  















  (15)

Table 2. Muzzle velocity as silencer

No.
With silencer

(m/s)

Without silencer

(m/s)

1 966.2 972.8

2 961.0 965.4

3 973.0 967.6

4 972.3 971.8

5 970.7 972.3

6 974.5 972.5

7 970.4 963.9

8 969.4 973.9

9 968.5 974.7

10 962.5 960.5

Average 968.9 969.5

S.D. 4.42 4.85

5. 결 론

  구경 화포용 소음기의 개발을 하여 제작된 몇가

지 형태의 소음기에 한 실험 결과로 부터 아래와 같

은 설계 특성을 도출하 다.
  첫째, 구경 화포용 소음기에 한 사격시험 결과 

10 dB의 음압이 감되었으며 소음기의 체 이 증가

할수록 소음 감도가 증가한다.
  둘째, 고주  성분에 의한 소음기의 공진 상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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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하여 소음기 내부에 흡음재의 설치가 필요하

며 고온의 화염과 폭압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

야 한다.
  셋째, 소음기의 탄두 출구각은 -4° 보다 0°에서 소음

감도가 양호하다.
  넷째, 포구 방에서 발생되는 압력 는 소음기 내부 

격실과 충돌하여 주퇴력이 상승하므로 소음기 설계시 

소음기의 체 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음기는 포구속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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