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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Performance in the Direct Fir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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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direct Gun Fire Control System(GFCS),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specific error components on the hit 

probability to optimize the system design. For this purpose the sensitivity equations of these error components are conveniently used, 

but it is too difficult to get those equations for the complex system with too many system elements. Normally sensitivity analysis is 

performed using numerical and statistical methods for the ground combat system. This method requires much computation, and makes 

us difficult to estimate the sensitivity change of specific error component intuitionally for the changing operating condi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t of sensitivity equations deriving from closed form solution of the ballistic differential equation for the bullet. 

They are handy equations with very little computations, easy to understand the physical meaning of the related system variables. 

Some simulation results are shown to demonstrate usefulness of our algorithm for the 30mm projec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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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직사화기 사격통제장치에서 최  설계를 해서는 특정 오차요소가 명 률에 미치는 향을 악해야 한다. 이를 해 가장 좋은 방법

은 이들 오차요소에 한 민감도 식을 구하는 것이나, 체계가 복잡하면 이를 정량 으로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 제한된 운용조건에 

해 수치방법으로 민감도를 계산하며, 지상 투차량 등에서 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량의 시뮬 이션에 의존해야 하므로, 

연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데이터에 의존하므로, 공화기와 같이 운용조건이 넓게 변화할 경우 민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직 으로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직사화기 탄도에 한 닫힌 형태 탄도식을 유도하고, 이 식으로부터 오차요소별로 체계 종합오차에 

한 민감도 식을 유도하고, 이들의 향을 종합하여 명 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인다. 유도된 민감도 식은 수치 분 방법과 달리 연산처리

시간이 짧으면서도 련 변수 간 물리  이해가 쉬워 체계설계 시 다양한 운용조건에 해 편리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 30미리 탄에 한 

시뮬 이션을 통해 본 논문의 유용성을 보인다.

키워드 : 닫힌 형태 탄도해, 민감도 분석, 오차요소, 명 률

KIPS Tr. Comp. and Comm. Sys.
Vol.4, No.12  pp.399~408  pISSN: 2287-5891

1. 서  론1)

지상 투차량  공화기 체계와 같은 직사화기체계에

서 명 률을 최 화하기 해서는 체계 구성요소들이 명

률에 미치는 향을 악해야 한다. 이러한 목 으로 민감

도 분석을 실시하며, 체계에서 독립 인 오차요소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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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오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1-3]. 

민감도 분석은 복잡한 체계 특성상 보통 수치 인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계 운용조건이 단순할 경우에는 

효과 이나, 표 의 이동 속도가 크고, 고각의 변화가 심한 

공화기 경우는 무나 많은 운용조건이 발생하므로(4장 

시뮬 이션 결과 Fig. 3～Fig. 13 참조), 수치 분 방법으로 

각각의 경우에 해 민감도를 계산하고 이를 장하여 활용

하는 방법은 연산 시간이 무 많이 소요된다. 한 운용조

건이 조 만 달라져도 이것을 그 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Interpolation 해서 써야 하거나, 수치 분 방법으로 많은 시

간을 들여서 새로 계산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다[1-3].

제일 좋은 방법은 수치 분 방법으로 민감도를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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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체계의 련 요소들로 구성된 정량 인 식으로 

유도하고 필요 시마다 즉각 으로 계산하여 이용하는 것이

다. 그러나 탄의 비행은 비선형미분방정식으로 기술되고, 체

계 구성장비는 상호 간에 기능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특정 

오차요소에 해 체계종합 오차에 미치는 민감도 식을 유도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3].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탄도미분방정식에 한 닫힌 형태 해를 유도하고, 이를 이

용하여 체계 명 률에 향을 미치는 오차요소에 한 민감

도 식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명

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 30mm 탄에 한 시

뮬 이션을 통해 다양한 사거리  고각 조건에서 본 논문

에서 제시한 민감도 식의 유용성을 보인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직사화기 탄도해에 한 닫힌 형

태 탄도식을 바탕으로 고각(super-elevation), 방 각  

탄자비행시간(TOF: Time Of Flight) 등 주요 변수에 한 

민감도 식을 유도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민감도 

식을 바탕으로 체계 명 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4

장에서는 2장, 3장에 제시한 식을 바탕으로 30미리 공화

기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마

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직사화기 탄도해 오차요소 식 유도

여기서는 탄도미분방정식에 한 닫힌 형태 해를 유도하

고, 이를 바탕으로 명 률 계산에 필요한 고각, 방 각 오

차요소  탄자비행시간 오차요소를 계산하기 한 민감도 

련 식을 유도한다.

2.1 닫힌 형태 탄도해 

직사화기 탄도식은 력 반 방향과 이에 수직인 수평면 

상에서 3축으로 Fig. 1과 같이 정의된다. 직사화기 탄도는 

탄을 질 (point mass)으로 고려한 다음의 Equation (1)～(3)

의 비선형미분방정식으로 기술할 수가 있으며, 지상 투차량 

 공화기 등에 리 사용하고 있다[4, 7, 9, 10].

x

y

표 

EL



Fig. 1. Definition of Ballistic Trajectory Axis

  

  

                  (1)

         (2)

여기서 는 력가속도이다.

  

 

           (3)

여기서 는 탄의 질량, 는 탄의 단면 , 는 탄의 형상

을 나타내는 form factor이다. 한 는 포 치에서 공기

도, 는 고도에 따른 공기 도 감쇄 계수, 는 탄의 

고도이고, 는 공기 항계수  는 표 의 속도이다.

Equation (1)～(3)으로 정의된 미분방정식은 비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일반 으로 닫힌 형태 해를 얻기가 어려워서 수

치 분 방법으로 계산한다[3-4]. 그러나 실시간 사격통제장

치 등을 해서는 수치 분 방법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직

사화기 운용조건을 고려하여  식을 근사화하여 닫힌 형태

의 탄도해를 유도하여 사용한다[5, 7].  

미분방정식을 근사화하기 해서는 몇 가지 가정을 하게 

되는데, 첫째 공기 항계수()를 지수 함수로 모델링할 수

가 있어야 한다. 보통 공기 항이 고 탄의 속도가 높은 

탄의 경우는 가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로 모델링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5].

  


                   (4)

여기서 는 탄속, 는 음속에 해당하며, 은 Equation 

(4)에 따라 지수로 모델링할 때 해당 계수이다.

둘째 가정은 Equation (3)에서 탄이 비행  받게 되는 

공기 도의 향을 표하는 등가고도를 다음과 같이 모델

링할 수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Siacci 등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 방법은 지상  공화기 체계에 리 활용되고 

있다[5-7].

                    (5)

셋째로 Equation (1)～(3)을 종합한 다음 거리 식에서

               

   

  

 

     sin 
≈ 

         (6)

첫째 항과 비교하여 둘째 항의 크기가 작아서 이를 상

으로 무시할 수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에서 기술한 세 가지 가정은 고속의 탄속을 유지하는 

부분의 지상  공화기 체계에 해 유효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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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Equation (1)～(3)의 탄도미분방정식은 상미분방정식

이 되어 닫힌 형태의 해로 유도할 수가 있다[5-7, 9, 10].

표 의 거리를 R, 고각을 EL이라 하고, 탄이 표 까지 도달

하는 비행시간을  , 탄이 비행  력에 의한 낙하()를 보

상하도록 부여하는 추가 인 고각을 고각(super-elevation)

으로서 로 표기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가 있다[5-7].

  


                    (7)

 





                 (8)

  tan cos
 sin 

             (9)

여기서 B는 포구 속,  


           (10)

  



            (11)

  


                (12)

여기서 는 표 상태 공기 도, P는 포 치에서 기압

(mb), T는 기온()이고, 는 음속이다.

한편, 바람에 의해 탄도에 미치는 향은 직사화기의 경

우 거리 풍은 크기가 작아서 무시하고, 측풍에 해서만 고

려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4-7].

 ⋅ 

               (13)

여기서 는 측풍속이다.

2.2 탄도해 민감도 식 유도

앞 에서 정의된 탄도해 식을 이용하면, 탄도해에 향

을 주는 변수에 한 민감도 식을 도출할 수가 있다.   

1) 고각 민감도 식 유도

발사 고각을  , 조  고각을  , 고각을 

라 하면,

tan tan tan tan
tan   tan

      (14)

가 작다고 할 때,

tan ≈라 여길 수가 있으므로,

tan tan
tan   tan

               (15)

여기서  tan  

 tan 


를 입하고 Fig. 2를 

참고하면,

 


 

 



  

                     

 sin
 cos

              (16)

y

Q

EL



x

Fig. 2. Relations of Elevation Variables

Equation (7)을 Equation (8)에 입하면,



 

 

             (17)

그러면 Equation (16)은  로 표 되어 

고각은 R, EL, B, 를 독립변수로 갖는 함수가 된다. 

한 는 Equation (10)～(12)에 의해 P, T,   식이므로, 

고각을 이들 변수에 해 1차 미분하면 아래 식과 같은 민

감도 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 

 




 











 


 (18)  



 sin
cos 




           (19)






 



         (20)



 sin


co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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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sin





             (23)






 

              (24)









                 (25)









                  (26)












                  (27)

Equation (25)～(27)에서



 


          (28)













                (29)








                 (30)

한,



 sin
sin

            (31)

한편, Equation (18)로부터 고각의 민감도에 향을 미치

는 거리, 포구 속, 기온, 기압, 고도  고각 등 6가지 변수들

은 상호 간에 독립 으로 작용하므로, Equation (18)로 결합한 

체 오차는 이들 각각의 오차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가 있다. 즉, 이들 오차들의 각각의 평균을    

 이라 하고, 분산을 
  

  
   

  
  

 이라 하면, 

Equation (18)로 종합한 오차는 다음과 같은 바이어스()와 

분산(
 )을 갖는다.

   
 

          (32)


  

 
 

 
 

 



 

 

 


 



         (33)

여기서,



  


  






 





 



      

   
  

에서  는 x에 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2) 방 각 민감도 식 유도

탄도의 측면에 작용하는 힘은 측풍과 Drift이다.

Drift는 회  안정 탄(spin stabilized projectile)의 경우 

탄의 회 모멘트와 탄이 력에 의해 곡선을 그리면서 받는 

자이로 세차운동 효과로 탄이 측면으로 휘는 상으로, 질

 탄도방정식으로는 기술이 되지 않는다. 보통 별도의 보

조 식으로 따로 계산하며, 본 논문에서는 Drift에 의한 민감

도는 고려하지 않는다[7].

측풍속에 의한 탄의 측면 이동식은 Equation (13)으로 표

되었으므로, 련된 변수에 해 다음과 같이 민감도를 

구할 수가 있다.

     ⋅ 

 ⋅






   ≈⋅

                            (34)

 











   (35)

여기서 는 측풍속이고




 


  


 






 




 





     
(36)

한, 

  









            (37)

이고, 







는 Equation (28)～(30)으로 계산할 수가 있

으므로, Equation (36)을 Equation (35)에 입하여 정리하면,

 










 


 


 






     (38)

여기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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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38)을 거리 R, 고각 EL 치의 표 에 한 방

각 변화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tancos


≈cos


             (40)

이것을 Equation (38)로부터 방 각 민감도에 향을 미

치는 측풍속, 포구 속, 거리, 기온, 기압  고도 등 6가지 

변수들은 상호 간에 독립 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체를 종

합한 오차는 Equation (32), (33)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 

즉, Equation (38)로 종합한 방 각 오차의 바이어스()

와 분산(
 ) 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os
     

(41)


  

 
 


 

 



 

 
 



 

 cos
  
(42)

여기서




  


  







  


 






3) 탄자비행시간 민감도 식 유도

탄자비행시간은 Equation (7)로 주어졌고, 이에 한 민감

도 식은 다음과 같다.




를 이용하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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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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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Equation (47)～(49)에서 







는 Equation (28)～

(30)으로 구할 수가 있다.

Equation (43)으로부터 거리, 포구 속, 기온, 기압  고

도의 5가지 변수들의 오차로 인한 탄자비행시간 종합오차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탄자비행시간 오차의 바이어스()와 분산(
 ) 값은

 

    

  (50)


  

 
 

 
 

 



 

 
 


(51)

표 이 등속 운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표 의 수평  

수직 속도를 각각 라 하면, 탄자비행시간 후의 표

 치는 다음과 같다. 

     

   

한 탄자비행시간 후의 표 측 치 오차는 다음과 같

이 구할 수가 있다.

             (52)

             (53)

이 식으로부터 각각의 오차평균  분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다.


  

        (54) 

 


  

  
 
  

           (55)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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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고각  방 각 오차요소가 각도로 정의되었으

므로, 3장에서 이들을 종합한 오차를 구하기 하여는 

Equation (54)～(57)의 계산 결과를 R로 나 어 각도단 로 

환산할 수 있다. 

3. 민감도를 이용한 명 률 분석

공화기 체계에서 포사격 시 명 률은 탄이 비행하여 표

 심과 떨어진 오차(탄착오차) 크기의 함수로 표시할 수

가 있다.

탄착오차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체계에서 표 측  

탄도 계산에 향을 미치는 수많은 오차요소들이 첩되어 

발생한다. 앙극한정리에 의하면 독립 인 많은 오차요소

들이 첩될 경우에는 종합오차는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게 

되므로 종합오차 평균  분산은 각각의 오차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

즉, 각각의 오차들의 평균  분산을  
, 여기서 

 ⋅⋅⋅  이라 하면, 체 탄착 오차의 평균 u  분산 

  는 다음과 같다.

    




  ,  
 






               (58)

이때 표 의 크기가 d로 주어지면, 명 률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8]. 

Pr 
 







exp



      (59)

수직  수평 크기를 갖는 표 에 한 명 률은 탄착오

차의 수평  수직 오차 성분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가 있다. 

수평성분을 x, 수직성분을 y 그리고 탄착오차의 평균  분

산을 각각  
     

라 하면, 명 률은

Pr 
 




 



 






exp












   (60)

2장에서 구한 고각 오차요소는 수직오차를 유발하고 방

각 오차요소는 수평오차를 유발하며, 탄자비행시간 오차

는 표  이동 방향에 따라 수평  수직성분 오차에 향을 

미치므로, 탄착오차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수평성분 :

                       (61)


  

  
  

              (62)

수직성분 :

                       (63)


 

  
  

               (64)

에서 는 방 각 오차요소 평균, 는 고각 오차요소 

평균, 는 탄자비행시간 오차에 의한 수평성분 측오차 

평균, 는 기타 다른 시스템 오차요소에 의한 수평 오차

평균을 의미한다. 한, 는 고각 오차요소 평균, 는 

탄자비행시간 오차에 의한 수직성분 측오차 평균, 는 

기타 다른 시스템 오차요소에 의한 수직 오차평균을 의미한다. 

에서 구한 수평  수직성분 오차식을 이용하면 Equation 

(60)으로부터 명 률을 구할 수가 있다.

4. 시뮬 이션 

여기서는 30mm 탄에 하여 앞 에서 제시한 민감도 

식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표 의 거리를 1km, 2km, 3km에 해 각각 고각을 0도

에서 60도까지 10도 간격으로 변경하면서, 시뮬 이션한 결

과를 보인다. 기조건은 표 기조건을 기 으로 하 다.

(기온 15도, 기압 1013mb)

4.1 고각에 한 민감도 결과

고각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Equation (18)로부터 거

리, 포구 속, 기온, 기압, 고도  표 고각 등 6가지이다. 

이들 요소들을 각각 10씩 변화시켰을 때 고각 변동을 구

해보면 Fig. 3, Fig. 4와 같다. 이들 그림으로부터 각 요소들

에 한 민감도는 거리와 고각에 따라 변화가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기온, 기압, 고도에 한 변동이 상 으로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고각과 탄속  거리에 한 민감도

가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0도
  30도
  60도

Fig. 3. Sensitivity 1 to the Super-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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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nsitivity 2 to the Super-Elevation

만일 거리, 포구 속, 기온, 기압, 고도  고각의 오차가 

각각 바이어스 0, 표 편차 5라고 가정하면, 이들 오차에 의

한 체 오차는 Equation (32), (33)으로부터 바이어스 0, 분

산은 다음 Fig. 5와 같다.

Fig. 5. Sandard Deviation Error Due to Super-Elevation 

Error Components

4.2 측풍에 한 방 각 민감도 결과

Fig. 6, Fig. 7은 Equation (36), (39)에 따라 탄도방 각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한 민감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Fig. 6. Sensitivity 1 to the Azimuth Due to Wind

측풍속 민감도는 10m/s 변화 시 계산한 결과이고, 기온, 

기압, 고도, 탄속  거리에 한 민감도 계산 시는 측풍속 

크기를 5m/s 기 으로 계산하 다. 거리  고각이 변화함에 

따라, 측풍속에 한 민감도가 크게 변화함을 알 수가 있다.

Fig. 7. Sensitivity 2 to the Azimuth Due to Wind

만일 측풍속, 거리, 포구 속, 기온, 기압, 고도 등 6가지 

변수 오차가 각각 바이어스 0, 표 편차 5라고 가정하면 이

들 오차에 의한 체 방 각 오차는 Equation (41), (42)로

부터 바이어스 0, 분산은 다음 Fig. 8과 같다.

Fig. 8. Standard Deviation Error Due to Wind Error Components

4.3 탄자비행시간에 한 민감도 결과

Fig. 9, Fig. 10은 Equation (43)～(49)에 따라 탄자비행시

간에 향을 주는 거리, 탄속, 기온, 기압 등을 10씩 변화시

켰을 때 민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9. Sensitivity 1 to 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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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nsitivity 2 to TOF

탄자비행시간에 향을 미치는 거리, 포구 속, 기온, 기

압, 고도 등 5가지 요소들에 의한 종합오차는 Equation (50), 

Equation (51)로 구할 수가 있다. 이들 각각의 오차가 바이

어스 0, 표 편차 5인 크기를 갖는다고 하면 탄자비행시간 

종합오차의 바이어스는 0, 표 편차는 다음 Fig. 11과 같다.

Fig. 11. Standard Deviation Error Due to TOF Error Components

탄자비행시간 후 표 치 측오차를 고려하기 해 

Equation (54)～Equation (57)로 주어진 오차 성분을 고려하

자. 표 의 속도가 수평방향으로 200m/s, 수직방향 0m/s, 그

리고 수평  수직 치 오차 평균은 각각 0, 표 편차는 각

각 1m, 0m라 하고, 속도 오차의 평균은 각각 0, 표 편차는 

1m/s, 0m/s라 하면 표 치 측오차는 다음과 같다.

      


    

 
 

Fig. 11의 조건을 용하여 수평방향의 측오차 표 편

차()를 나타내면 다음 Fig. 12와 같다. 

Fig. 12. Standard Deviation for the Predicted Position after TOF

4.4 민감도 결과를 활용한 명 률 분석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체계의 개별 오차들이 탄착오

차에 미치는 크기들이 악되면, Equation (61)～Equation 

(64)와 같이 수평  수직 오차 성분의 평균  분산을 계

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들 값을 Equation (60)에 입하

여 명 률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민감도 식을 활용하여 명 률을 계산하는 한 

제를 보인다. 고각, 측풍  탄자비행시간 오차에 의한 

측 치오차 조건을 Fig. 5, Fig. 8  Fig. 12와 같이 가정하

고, 탄 자체의 분산을 수평, 수직 각각 1mrad, 그 외 체계의 

다른 오차요소들을 무시하면, Equation (60)에 의해 체계 명

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때 표 의 크기를 수평 6m, 수

직 4m라 하면, 련 식은 다음과 같다.

    


  

  
  




 

  
  



     

Pr 
 





 












exp












에서 언 한 조건을 용하여 명 률을 계산하면 다음 

Fig.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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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Hit Probability Using System Error Components

여기서는 특정한 표  조건에 해 명 률을 계산하는 방

법을 보 지만, 앞에서 제시한 식을 이용하고 원하는 데이

터를 용하면 체계의 일반 인 모든 운용조건에 해서도 

명 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사화기 명 률에 향을 미치는 체계 

고각, 방 각  탄자비행시간 오차요소들에 한 민감도 

식을 유도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체계 명 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기존에 민감도 분석은 수치 인 방법에 의존하여 사거리 

 고각의 운용범 가 넓은 공화기 명 률 분석 등에는 

시간이 무 많이 걸리고, 련 변수 간 향에 한 직

인 이해가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민감도 식은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

고, 실시간으로 오차요소를 분석하고 체계의 명 률 개선을 

한 설계를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30미리 공화기에 한 시뮬 이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

시한 민감도 식의 유용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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