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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behavior of a shaped charge projectile’s metal jet was analyzed using flash radiography. The 
projectile was installed horizontally to observe the behavior of jet for enough time. While the X-ray tube heads 
are fixed at one point, the behavior range of the jet is wide in this experimental set up, therefore the angle 
between the X-ray tube heads and the jet tip is changed continuously as jet moves forward. Jet particle’s locations 
calculated from the X-ray films become different from their real positions under this situation because of the film 
to object distance(FTOD) and correction for error by FTOD is required. In this study, a method was devised to 
correct the error by FTOD and this was applied for the investigation of jet behavior of a 70 mm caliber’s shaped 
charge.

Key Words : Shaped Charge(성형작약탄), Metal Jet( 속제트), Flash Radiography(섬  X선 사진술), Film to Object 
Distance(필름과 상물 사이 거리)

1. 서 론

  성형작약탄은 탄이 기폭되면 선단(tip)의 속도가 7～
9 km/s에 달하는 음속의 속제트가 발생하여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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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통하여 괴하는 탄이다. 성형작약탄의 제트

는 선단에서 후미로 갈수록 속도가 감소하는 길이 방

향의 속도 기울기가 존재하여 제트가 길게 인장되다

가 개개의 입자로 끊어지면서 장갑에 한 통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제트 특성은 탄 설계와 이를 

방호하기 한 장갑개발에 필요하므로 성형작약탄의 

제트 거동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져 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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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작약탄이 기폭하거나 생성된 제트가 목표물에 충

돌할 때 섬 , 먼지, 편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  측정방법( : 고속카메라)으로는 제트의 거동

을 가시화 할 수 없다. 반면 X-ray는 이러한 도가 

작은 물질들을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제트의 거동분

석을 해 flash radiography가 사용되고 있다[2～4]. Flash 
radiography는 수십 ns(10-9 sec.)의 극히 짧은 동안만 

X-ray가 조사되기 때문에 고속으로 거동하는 속

제트를 흐릿함 없이 분명하게 가시화할 수 있다. 한 

시간차를 두고 연속 으로 을 수 있기 때문에 제트 

거동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Flash radiography 실험

에서 X-ray 발생장치(source)와 필름은 탄이 기폭되고 

제트가 고속으로 거동하여 장갑에 통하는 험한 

환경에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체인 제트를 가

능한 한 선명하게 가시화할 수 있는 범  내에서 제

트와 안 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Source와 상

체 사이의 거리는 STOD(Source To Object Distance)라
고 하며 X-ray의 강도는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필름과 상체 사이의 거리는 FTOD(Film To Object 
Distance)라고 하며 필름 보호를 해 제트 궤 에서 

안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FTOD가 필요하다. FTOD
에 의해 필름상의 상체는 실제 상체에 비해 확

되어 나타난다. 한 source와 상체가 각도를 이루

고 있을 경우 FTOD 때문에 필름상의 상체의 치

는 실제 치와는 다르게 된다. 이러한 FTOD 오차가 

보정되지 않으면 부정확한 실험결과를 얻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lash radiography를 이용한 70 mm 구경의 

성형작약탄의 제트특성 분석을 해 특별히 제트입자 

모사치구를 제작하여 X-ray 필름상의 제트입자 치

로부터 제트입자의 실제 치를 계산할 수 있는 변환

식을 도출하 다. 이 변환식에 따라 제트입자의 실제

치를 구하 으며 탄 기폭후 연속 인 두 시 에서

의 제트 입자 치를 비교하여 제트입자의 속도, 제트

붕괴시간(breakup time) 등의 제트 특성을 분석하 다.

2. 실험 과정

2.1 FTOD에 의한 오차분석

  Flash radiography를 이용한 실험(Flash X-ray 라고도 

하므로 이하 FXR 실험이라고 함)시 상 물체와 X-ray 
필름 사이의 거리인 FTOD에 의해 Fig. 1에서 보는바

와 같이 X-ray 필름상의 물체 이미지의 크기  치

(①', ②', ③', ④')가 물체의 실제 크기  치(①, ②, 
③, ④)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FTOD에 의

한 오차 보정이 필요하다.

Fig. 1. Errors induced by FTOD in an FXR experiment

Fig. 2. Experimental set up for measurement of error 

by FTOD

  FTOD에 의한 오차분석을 해 Fig.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직경 3.2 mm 정도의 steel 을 이용하여 단순한 

제트입자 모사 치구를 제작하 다. 제트 모사 치구의 

크기는 발부분의 길이가 100 mm, 높이가 200 mm, 제

트 부분이 50 mm이며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치구에 

설치하면 실제 제트가 진행하는 높이가 된다. 이러한 

제트 모사 치구 7개를 제트 진행 방향으로 일렬로 일

정한 간격으로 배열하 다. 1번 제트모사치구는 1번 

X-ray 필름 앞에, 2,3,4번 제트모사치구는 2번 X-ray 필

름 앞에, 5,6,7번 제트모사치구는 3번 X-ray 필름 앞에 

각각 설치하 다. 4번 X-ray 필름 앞에는 제트모사치구

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제트모사치구를 4번 X-ray 
필름 앞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X-ray tube head와 제트

모사치구가 이루는 각도가 커서 제트모사치구가 4번 

X-ray 필름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상되었기 때문

이다. 상물이 source의 정면에 있을 경우 FTOD가 있

어도 상물이 source 정면에 있기 때문에 치 오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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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해 3번 제트

모사치구는 source(X-ray tube head)에 하여 정면에 

치하도록 탄 편/폭압 방호치구로부터 720 mm 거

리에 치시켰다. Fig. 2의 실험 배열에서 X-ray tube 
head와 제트모사치구 사이의 거리인 STOD(Source To 
Object Distance)는 약 975 mm, 제트모사치구에서 X-ray 
필름까지의 거리인 FTOD는 약 290 mm로 설정하 다.

2.2 70 mm 성형작약탄의 제트 거동 분석

  본 실험에서 사용한 70 mm 성형작약탄(Fig. 3)은 70 
PSC(Precision Shaped Charge)라고도 하며 RPG-7의 

통력을 모사하기 해 제작된 탄으로 일정한 이격거리 

내에서 통편차가 작기 때문에 장갑의 성능을 평가하

기에 합하다.

Fig. 3. A 70 mm caliber shaped charge used in the 

experiment

    Fig. 4. An experimental set up to examine the 

character of a 70PSC jet

  본 실험에서는 70 mm 성형작약탄의 제트 특성 분

석을 해 Fig. 4와 같이 2개의 X-ray tube head를 사

용하여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제트의 거동을 획득

하 다. X-ray 필름과 카세트(필름 크기: 35 cm × 43 
cm, 필름 카세트 크기: 38.5 cm × 46 cm)는 4장을 연

속하여 횡방향으로 배열하 다. 실험후 X-ray 필름을 

분석할 때 제트의 치를 악하기 하여 1 m 길이

의 stainless steel 자 2개를 연속하여 X-ray 필름 카세

트 보호를 해 설치한 Poly carbonate(두께 10 mm)
에 설치하 다. 이때 steel자는 탄 편/폭압 방호치구

와 맞닿도록 설치하여 탄에서부터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이들 steel 자에는 직

경 5 mm의 구멍을 50 mm 간격으로 뚫어서 X-ray 필

름에서 제트 길이 측정시 쉽게 길이를 알 수 있도록 

하 다. 본 실험에서는 Fig. 4에서 보듯이 연된 알

루미늄 스크린 한 세트(2장)를 일정한 간격으로 탄과 

인 한 앞쪽에 설치하여 탄 기폭후 반 제트의 속도

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5].

3. 실험결과  분석

3.1 FTOD 오차보정 실험

  FTOD에 의한 오차 분석 실험에서 획득한 X-ray 사

진은 Fig. 5에서 보는바와 같으며 7개의 제트모사치구

가 모두 X-ray 사진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Fig. 5. Arrangement of the jet imitation apparatus and 

acquired X-ray images for them

  Fig. 5에서 특이한 은 2번 X-ray 필름 앞에 설치

하 던 2번 제트모사치구가 실험결과 1번 X-ray 필름

에 반쯤 걸쳐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치보다 더 

왼쪽에 나타난 것이며, 3번 X-ray 필름 앞에 설치하

던 7번 제트모사치구가 실험결과 4번 X-ray 필름에 

나타나서 실제 치보다 더 오른쪽에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바로 Fig. 1에서 설명한 FTOD에 의한 오차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X-ray를 조사하는 상물이 성

형작약탄의 속제트이므로 X-ray 필름을 보호하기 

해 한 거리의 FTOD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Fig. 2의 실험 배열에서 FTOD = 290 mm 
이다. 본 실험 배열에서 source(X-ray tube hea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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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X-ray 필름은 좌우로 거의 2 m(X-ray 필름 카

세트의 길이가 46 cm 이므로 46 cm × 4 = 184 cm)의 

폭으로 펼쳐져 있다. 이로 인해 상물이 source와 이

루는 각도에 따라 FTOD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게 된

다. 상물이 source와 이루는 각이 작을수록 FTOD에 

의한 오차가 작아지지만 상물이 source와 이루는 각

이 클수록 FTOD에 의한 오차는 증가한다. 실험결과 

2번 제트모사치구가 실제 치보다 좌측인 1번 X-ray 
필름에 나타난 것과 7번 제트모사치구가 실제 치보

다 우측인 4번 X-ray 필름에 나타난 것은 source가 제

트모사치구와 이루는 각도 때문이다. FTOD에 의한 

오차분석 실험에서 7개의 제트모사 치구의 실제 치

와 실험결과 X-ray 필름에 나타난 각각의 치  이 

둘 사이의 오차를 Table 1에 정리하 다.

 Table 1. The results of experiment to investigate the 

error by FTOD(Unit : mm)

제트

모사

치구

번호

X-ray 

필름 

번호1)

실제 

치2)

(A)

X-ray 

사진에서 

측정한 

치3)(B)

FTOD에 

의한 치 

오차

(A-B)

1 1 450 382.2 67.8

2 2 600 564.7 35.3

3 2 720 722.8 -2.8

4 2 900 954.5 -54.5

5 3 1100 1212.8 -112.8

6 3 1250 1408.3 -158.3

7 3 1400 1563.9 -163.9

1) 제트모사치구 설치 치에 해당하는 X-ray 필름 번호, 2)와 

3) 치의 원 은 steel자가 시작되는 인 탄 편/폭압 방

호치구 바깥면임

  Table 1에서 보듯이 1번과 2번 제트모사치구는 

source에 비해 왼쪽에 있기 때문에 X-ray 필름상의 

치가 실제 치보다 작게 측정되었으며 3번 제트모사치

구는 source 정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치오차가 거

의 발생하지 않은 반면 4～7번 제트모사치구는 source
보다 오른쪽에 치하기 때문에 X-ray 필름상의 치

가 실제 치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한 제트모사치구

가 source로부터 멀어질수록 FTOD에 의한 오차가 크

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1의 

결과를 그래 화한 Fig. 6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Fig. 6에서 청색 은 FTOD = 0 일 때로 이때는 

FTOD에 의한 치오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 제

트모사치구의 X-ray 필름상의 치가 실제 치와 같

아야 한다. 색 은 본 실험의 결과인 FTOD = 290 
mm 일때의 X-ray 필름상에서 측정된 각 제트모사치구

의 치로서 실제 치인 청색 과 비교하여 치오

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차는 제트모사치구가 source
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FTOD가 있을 경우 X-ray 필름상에서 측정된 제트

치는 FTOD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g. 6. Comparison between installation locations of the 

jet imitation apparatuses and their measured 

positions from the X-ray films

  Table 1의 결과로부터 각 제트모사치구의 실제 치

는 X-ray 필름에서의 측정 치와 각 제트모사치구의 

FTOD에 의한 치오차의 합임을 알 수 있다. FTOD에 

의한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해 

Table 1의 결과를 이용하여 X-ray 필름에서 측정된 

치를 X축으로 하고 FTOD에 의한 치오차를 Y축으

로 하는 그래 로 표 하면 Fig. 7과 같이 된다. Fig. 
7에서 각 제트모사치구에 한 오차들에 하여 선형

으로 커  피 하면 X-ray 필름에서 측정된 임의의 

치(x)에 따른 FTOD에 의한 오차는  = -0.2091 + 
147.805(mm)가 되어 X-ray 필름에서 측정된 임의의 

치에서의 오차를 알 수 있다. 여기서 x = 0(원 )은 

steel 자의 시작 (탄 편 방호치구 바깥면)이다. FXR 
실험에서 획득한 제트 입자의 X-ray 필름상의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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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X-ray 필름에 나타난 steel 자를 이용하여 측정

할 수 있고 FTOD에 의한 오차는 의 식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결과 으로 제트 입자에 한 실제 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Fig. 7. Error due to FTOD corresponding to reading 

from the X-ray images for each jet imitation 

apparatus

   Table 2. Enlargement of jet length due to FTOD 

(Unit : mm)

제트모사

치구 

번호

모의제트 

실제 

길이

X-ray 

필름에서 

측정된 

모의제트 길이

제트 길이 

확  비율

(측정된 길이/

실제 길이)

1 50.5 61.8 1.224

2 50.5 - -

3 50.5 63.5 1.257

4 50.5 64.3 1.273

5 50.5 67.8 1.343

6 50.5 64.2 1.271

7 50.5 63.3 1.253

평균 1.256

  Table 2는 각 제트모사치구별로 제트길이가 FTOD에 

의해 얼마만큼 확 되었는지를 계산한 결과이다. Table 
2에서 모의제트의 길이는 원래는 제트모사치구의 제트

부분 길이를 50 mm로 설계하 으나 제작상의 실수로 

49.6～53.2 mm로 각각 상이하게 제작되었고 실험  

각각의 치별로 제트부분의 길이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의제트 길이는 이들의 평균값인 50.5 mm라

고 가정하 다. Table 2에서 2번 제트모사치구는 1번 

X-ray 필름에 략 반만 나타나서 X-ray 필름에서 제

트 부분의 길이를 알 수 없다. 5번 제트모사치구의 경

우 제트길이 확  비율이 1.343으로 다른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모의제트의 길이를 가장 긴 경우인 

53.2 mm로 하게 되면 확 비율이 1.274로 다른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에 치구의 모의제트의 길이가 53.2 mm
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2번과 5번 제트모

사 치구는 제트길이 확 비율의 평균 계산에서 제외

하 다. X-ray 필름에서 측정된 길이를 실제 길이로 

나 어 제트길이 확  비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1.256
배 확 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제트치구 의 직경

은 3.2 mm이고 X-ray 필름에서 측정된 두께는 4 mm
이므로 제트의 폭 방향의 확 비율은 4 mm / 3.2 mm 
= 1.25가 되어 25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X-Ray 사진 분석

  본 실험에서 획득한 70PSC탄 제트에 한 X-ray 사

진은 Fig. 8에서 보는바와 같다. Fig. 8은 탄 기폭후 

211 μs와 231 μs에서의 제트 거동을 비교한 것으로 

Fig. 4의 실험배열에서 X-ray 필름의 번호는 탄 설치

치에서 가까운 쪽부터 1～4번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1번 필름에는 제트의 후미 부분이, 4번 필름에는 제트

의 선단 부분이 각각 잘 나타나있다.

Fig. 8. Comparison of jet behaviors of 70PSC at 211 

μs and 231 μs after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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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에서 보듯이 탄 기폭후 211 μs에서 70PSC 제

트는 이미 완 히 붕괴(breakup)되어 개개의 제트 입

자들로 분리되었으며 20 μs후인 231 μs에서는 제트 

입자들은 분리된 상태에서 제트 속도에 의해 오른쪽

으로 더 이동하 다. 각 제트 입자들의 속도를 구하기 

해서는 일정한 시간동안 특정한 제트 입자가 이동

한 거리를 시간 간격으로 나 면 되므로 211 μs와 

231 μs에서의 제트 입자들 간의 이동거리를 구하여야 

한다. Fig. 8에서 보듯이 제트 붕괴로 인해 많은 제트 

입자들로 분리되어 제트 입자들 간의 식별이 필요하

므로 211 μs에서의 개개의 제트입자들에 하여 Fig. 
9와 같이 1번부터 53번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 다. 
211 μs에서의 제트입자들은 분리된 상태로 그 로 이

동하므로 231 μs에서의 제트 입자들과 일 일로 응

된다. 따라서 211 μs에서의 제트입자와 응되는 231 
μs에서의 제트입자들에 하여 Fig. 9와 같이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 다.

Fig. 9. Consecutive numbers for each jet particle shown 

in the X-ray images

  본 실험에서 사용한 X-ray 필름카세트(Kodak X-OMAT) 
1개는 길이가 46 cm이고 폭이 38 cm로서 제트의 거

동을 충분히 찰하기 해 Fig. 4에서 보듯이 4개를 

연속하여 배열하여 사용하 다. 이 X-ray 필름 카세트

는 내부에 X-ray 필름(35 cm × 43 cm 크기)을 수납하

도록 되어있으며 카세트의 잠 을 해 테두리에 약 

12.5 mm의 여백이 있기 때문에 X-ray 필름 카세트를 

연속해서 배열시 이 테두리에 치하는 제트 입자들

은 X-ray 필름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Fig. 9에서 

보듯이 각 X-ray 필름의 경계에 치하는 제트입자의 

번호가 연속되지 않고 빠진 번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3은 Fig. 9에 나타낸 211 μs에서의 제트입자들

의 길이와 선단의 치를 측정한 결과이며 필름간의 

경계에 치하여 X-ray 필름에 나타나지 않은 제트입

자는 20 μs가 경과한 후인 231 μs에서의 X-ray 필름에 

나타나 있으므로 제트입자의 길이를 알 수 있다. 마찬

가지로 231 μs에서 X-ray 필름에 락된 제트입자들은 

211 μs에서의 X-ray 필름에는 나타나 있으므로 역시 

제트입자의 길이를 알 수 있다.

Table 3. Calculation of positions and lengths of 70PSC 

jet particles at 211 μs after ignition(Unit : mm)

제트 

입자 

X-ray 필름에서의 

측정 결과 선단의 

실제 

치

실제 

길이
길이

선단 

치

FTOD 

오차

1 13.6 1645.3 -196.2 1449.1 10.8

2 18.6 1604.5 -187.7 1416.8 14.7

3 13.5 1572.7 -181.1 1391.7 10.7

4 11.6 1543.9 -175.0 1368.9 9.2

5 10.8 1523.3 -170.7 1352.6 8.5

6 9.8 1495.3 -164.9 1330.5 7.8

… … … … … …

49 9.3 459.3 51.8 511.0 7.6

50 19.5 444.3 54.9 499.2 15.9

51 24.7 403.0 63.5 466.5 20.2

52 15.3 352.7 74.1 426.7 12.5

53 33.3 328.0 79.2 407.2 27.2

  Table 3에서 제트입자들의 선단의 실제 치와 실제 

길이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 9의 그림 

일을 화면 캡쳐 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제트입자의 

선단과 후미의 치를 pixel 단 로 읽는다. Fig. 9에
서 X-ray 필름에 나타난 자의 구멍간의 간격을 화면 

캡쳐 로그램에서 측정하면 략 300 픽셀이고 자의 

구멍간 간격의 실제 길이는 50 mm이므로  픽셀
 mm

 

= 0.167 mm/픽셀의 환산비율을 얻을 수 있다. 이 환

산비율을 이용하면 X-ray 필름에서 측정된 픽셀 단

를 길이단 로 환산할 수 있다. 제트입자의 선단의 

치는 X-ray 필름에 나타난 자의 구멍을 이용하여 제

트입자의 선단에서 가장 인 한 구멍까지는 거리를 

바로 알 수 있고 이 인 한 구멍과 제트입자 선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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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를 픽셀로 측정하여 환산비율을 이용하여 거

리 단 로 계산하여 이 두 거리를 더하면 된다. 그러

나 X-ray 필름에서 측정된 제트입자의 선단의 치에

는 FTOD에 의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

정하여야 한다.
  FTOD에 의한 오차분석 실험결과에서 X-ray 필름상

의 치인 x에 따라 y = -0.2091x + 147.805(mm)의 

FTOD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 으므로 이 식을 이용하

여 Table 3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제트입자 선단의 

치에 따른 오차를 구할 수 있다. Table 3에서 X-ray 필

름에서 측정된 선단 치에 이 오차를 더하면 FTOD에 

의한 오차가 보정된 각 제트입자의 선단의 실제 치

가 구해진다. FTOD에 의한 오차분석 실험결과 X-ray 
필름에서 측정된 제트입자의 길이는 실제길이에 비해 

약 1.25배 증가하 으므로 X-ray 필름에서 측정된 각 

제트입자의 길이를 이 비율로 나 면 각 제트입자들의 

실제 길이를 구할 수 있다.
  Table 4는 Table 3의 분석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Fig. 
9의 231 μs에서의 제트입자들에 하여 X-ray 필름에

서 제트입자들의 선단의 치와 제트입자들의 길이를 

구한 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FTOD에 의한 오차

보정을 수행하여 각 제트입자들의 선단의 실제 치와 

제트입자들의 실제 길이를 구한 결과이다.
  Table 4에서 각 제트입자들의 선단의 속도는 211 μs
에서 231 μs까지 제트입자들이 이동한 거리, 즉 각 제

트입자에 하여 231 μs에서의 실제 치에서 211 μs
에서의 실제 치를 뺀 거리를 20 μs의 시간간격으로 

나 어 구하 다. X-ray 필름간의 경계에 치하여 

X-ray 필름에서 락된 제트입자에 한 속도는 그 

제트입자의 앞뒤의 제트입자들의 속도를 이용하여 

선형 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하 다. Table 4에

서 보듯이 70PSC 제트의 선단인 1번 제트입자의 속

도는 약 6.69 km/s로 계산되었다. 만약 FTOD에 의한 

오차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1번 제트입자의 속도

를 계산하면 X-ray 필름에서 측정한 선단 치로부터 

 s
 mm

 = 8.46 km/s가 된다. 이것은 

FTOD 오차가 고려된 실제 제트선단 속도인 6.69 km/s
에 비해 약 26.5 % 더 큰 값으로 FTOD에 의한 오차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제트 선단의 속도가 실제값과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Table 4의 결과를 

이용하여 탄 기폭후 231 μs에서의 70PSC 제트입자의 

길이에 따른 제트입자의 속도를 Fig. 10과 같이 함

께 비교하 다.

Table 4. Calculation of positions and lengths of 70PSC 

jet particles at 231 μs after ignition(Unit : mm)

제트 

입자

X-ray 필름에서의 

측정 결과 선단의 

실제 

치

선단 

속도

(km/s) 

실제 

길이

 

길이
길이

선단 

치

FTOD

오차

1 13.2 1814.5 -231.6 1582.9 6.69 10.5 10.5

2 19.0 1772.2 -222.8 1549.4 6.63 15.1 25.5

3 13.5 1738.3 -215.7 1522.6 6.55 10.7 36.2

4 11.7 1707.2 -209.2 1498.0 6.46 9.2 45.5

5 11.0 1685.0 -204.5 1480.5 6.39 8.7 54.2

… … … … … … … …

49 8.3 529.0 37.2 566.2 2.76 6.8 521.9

50 18.3 513.0 40.5 553.5 2.72 15.0 536.9

51 24.8 467.5 50.0 517.6 2.55 20.3 557.2

52 14.3 413.7 61.3 475.0 2.41 11.7 568.9

53 33.3 387.0 66.9 453.9 2.33 27.2 596.2

Fig. 10. Variation of jet velocities along the accumulated 

lengths of jet particles

  Fig. 10의 X축에서 좌측은 제트의 선단 부분이고 우

측은 제트의 후미 부분으로 70PSC는 제트 선단에서 

후미로 갈수록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실히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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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제트 길이방향으로 속도 기울기

(velocity gradient)가 존재하는 성형작약탄의 특징을 잘 

확인할 수 있다. Table 4에서 제트의 길이를 계산

하 으므로 아래 식[6]을 이용하여 70PSC 제트의 붕괴

(breakup) 시간을 측할 수 있다.

 min


 

 



  여기서 는 평균 제트입자화 시간, 는 각 제트입

자의 길이, 는 제트선단의 속도, min은 RHA 

(Rolled Homogeneous Armor) 재에 한 통유효 제

트속도로서 약 3 km/s이다. 이 식을 이용하여 70PSC에 

한 제트붕괴시간을 구하면   =  kms
 mm

 

= 131.4 μs 이다. 즉, 70PSC의 경우 탄 기폭후 제트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고 RHA 장갑을 통할 수 있는 

최  제트 길이로 인장되는 시간이 약 131 μs로 측

되었다. 성형작약탄을 방호하기 한 장갑설계시 제트

붕괴시간을 단축하면, 즉 제트붕괴가 되도록 빨리 일

어나도록 하면 장갑성능 향상에 유리하므로 제트붕괴

시간은 장갑설계에 요한 설계변수로 활용될 수 있

다[5,7].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의제트치구를 제작하여 FTOD에 의

한 오차를 측정한 결과 source(X-ray)에서 상체가 멀

어질수록 FTOD에 의한 오차가 증가하 으며 X-ray 필

름에서의 상체의 치에 따른 FTOD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변환식을 작성하여 70 mm 성형작약탄의 제트 

거동 분석에 이를 활용하 다. 본 실험과 같은 실험배

열에서 FTOD에 의한 오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트 선

단의 속도가 약 27 % 정도 더 크게 측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정확한 실험결과 분석을 해서는 FTOD에 

의한 오차를 반드시 보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70 
mm 성형작약탄 제트에 한 거동 분석 결과 제트 길

이방향으로 제트 입자들의 속도 기울기가 존재하는 성

형작약탄의 형 인 특성을 확인하 고 성형작약탄 

방호를 한 장갑설계에 설계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제트붕괴시간을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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