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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입자 또는 물방울과의 충돌에 

의한 파손현상인 입자침식(Particle erosion) 현상을 연

구하기 위해서는 작은 입자를 초음속으로 가속하는 시

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규모의 연구실에서 초음속

영역의 충돌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규모, 

안전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실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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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제약조건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연구실에서 초음속영역으로 가속이 가능한 장치(Fig. 

1)를 개발한 바에 있다[1].

Fig. 1. Velocity multipl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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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ini ball launch system was developed for the study of dynamic fracture of ceramic materials. The principle 

of velocity multiplication system is similar to two stage gun. The plastic sabot assembly houses steel plunger and 

the void filled with silicone rubber. The sabot is stopped by the stopper block then the steel plunger inside the 

sabot compress the silicone rubber to high pressure. Then the compressive energy of the silicone rubber is 

transferred to the ball. More than ten times of initial speed was attained. In this study, most effective silicone 

rubber for the highest final speed was chosen out of three different varieties by launch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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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치는 2단계 기체포(Two stage gas gun) 개념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여 저압기체를 사용한 1차 가속

과 사보조립체에 의한 2차 가속으로 최종속도를 초기

속도의 약 12배까지 증폭 시킬 수 있다[2].

  이 장치에 사용하는 속도증폭 메커니즘 개략도는 단

계별로 Fig. 2에 주어진다: (a) 저압 기체포(Gas gun)를 

사용하여 사보조립체가 발사되고, (b) 계속 진행하여 

스토퍼(Stopper)에 충돌한다. 그러나 (c) 스틸재질의 플

런저(Plunger)는 관성력에 의해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있는 실리콘고무를 압축한다. 플런저에 의해서 압축되

는 실리콘고무는 질량 불변의 원리에 의하여 작은 단

면적에서 높은 속도로 유동하여 소형구를 초음속으로 

가속한다.

(a)

(b)

(c)

Fig. 2. Mechanism of velocity multiplication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형구를 더 빠르고 안

정적인 속도로 발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차 

가속과정에서 소형구를 가속시키는 사보조립체(Fig. 3)

에 사용되는 에너지 전달 물질인 실리콘고무의 거동파

악과 종류선정이 중요하다.

  실리콘은 푸아송비가 0.45인 탄성 재료로서 비압축

성에 가까운 물질이다. 특히 실리콘고무는 사보와 플

런저 사이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압축 하에서의 실

리콘 고무 속도변화와 에너지 전달물질로서의 압력 전

달 및 속도 증폭여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Fig. 3. Sabot assembly

2. 실리콘고무의 물성측정

  본 연구에서는 RTV실리콘 중 RTV71557(실리콘A), 

KE-1300-T(실리콘B), RTV4411(실리콘C) 실리콘고무를 

사용하였다. 이는 실험실에서 사용가능한 경화제를 사

용하는 형뜨기(Cast)용 실리콘고무 중 경도가 상이한 

3종류를 선정하였다. 실리콘고무가 고압으로 압축되고 

응력파(Stress wave)의 전파에 의하여 에너지와 힘이 

전달되므로 밀도 변화에 따른 응력파전파속도 데이터

가 필수적이나 알려진 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압력변

화에 따른 음속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압력변화에 따

른 밀도변화와 기울기(Bulk modulus)를 측정하였다.

  체적변형률과 진응력과의 관계식 (1)-(3)에서 얻어진 

Bulk modulus 값을 밀도 값으로 나누어 근호를 취한 

값으로 음속 값을 얻을 수 있다[3].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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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중  : 시편의 단면적

 : 변형 전 부피  : 변형 후 부피

 : 변형 전 시편높이  : 변형 후 시편높이

 : 음속  : 밀도

  사보조립체 내의 실리콘고무는 사보와 플런저에 의

해서 구속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축 압축시험과

는 차이가 있다. 실리콘고무 원주방향의 변형을 방지

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은 지그를 제작하여 구속을 하

고 실리콘고무 축방향의 하중조건을 부과하여 축 방향

으로의 압축이 이루어지도록 시험하였다.

  10 ton MTS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압축에 따른 밀

도변화는 속도에 무관하다고 가정하여 일반적인 0.5 

mm/min의 압축속도로 단축 압축시험을 진행하였고 

원기둥형태의 실리콘고무 시편(∅20 mm * h20 mm)을 

제작하고 실리콘고무와 지그사이의 마찰에 의한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리스(Grease)를 마찰부위에 도

포하였다.

Fig. 4. Model of uni-axial compression test

  3가지 실리콘 고무에 대한 단축 압축시험을 진행 한 

결과 Fig. 5와 같이 하중-변위 그래프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실리콘C의 경우 시험 도중 파단강도 이

상의 하중이 작용하여 파괴가 일어나 4 ton까지의 데

이터만 사용하였고 Table 1에 따라 경도가 가장 약한 

것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실리콘고무의 시험 전 시편의 길이와 시험 후 

변형된 시편의 길이를 측정해 본 결과 변형이 없어 압

축하중이 실리콘고무의 탄성영역에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5. Load-displacement curve of Silicone

Table 1. Properties of silicone rubber

RTV-71557 KE-1300-T RTV-4411A

실리콘A 실리콘B 실리콘C

점도(Pa.s) 35 100 7.5

비중(23 °C) 1.10 1.10 1.07

경도(Type-A) 28 40 11

인장강도(Mpa) 7.35 5.0 3

신율(%) 600 300 800

선 수축율(%) 0.2 0.1 0.1

  Fig. 6은 압력에 따른 음속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세 가지 실리콘 고무 모두 초기 음속값이 1000 m/s∼

1100 m/s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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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속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측정기로 실

리콘고무의 표면에서 초음파를 보내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으로 음속을 측정해 각각의 실리콘고무가 1062 

m/s, 1055 m/s, 1129 m/s의 음속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Fig. 6. Sound speed-pressure curve of silicone

3. 실리콘고무의 전산해석

  실리콘고무가 적용된 사보조립체의 속도증폭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으로 얻은 음속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속충돌 및 관통 전용 해석 프로그램인 NET2D를 사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NET2D는 유한요소법을 

근간으로 한 라그랑지 2차원 해석 코드로서 Yoo and 

Chung 등에 의해 개발되어 이미 2차원 고속 변형 문

제 및 고속 충돌에 의한 파괴 문제 등을 해석하여 실

제 실험과 비교, 검토되어 재료의 물성치 확보와 결과

의 신뢰도가 검증된바 있으며 코드가 수정 가능하여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한 인자들을 찾아내는 데에 용이

하다[4].

  전산해석에 사용한 스틸재질의 플런저와 스토퍼는 

탄성모델을 사용하였고 플라스틱(POM)재질의 사보와 

소형구는 탄소성모델을 사용하였다. 실리콘고무는 유체

역학모델과 EOS(Equation Of State)를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실리콘 거동 모델은 압력에 따른 음속변

화가 표현 가능한 Us-Up Hugoniot 모델을 사용하였다.

    (5)

 : 충격파 속도  : 음속

 : 입자속도  : 재료상수

  충격 속도, 음속, 분자 속도간의 관계식에 의해 값

을 도출하는 모델로서 현재 해석에 사용하는 실리콘

의 음속 값을 앞장의 초음파 측정과 단축 압축시험을 

통해 얻은 값을 적용하였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리콘이 압축됨에 따라 

실리콘의 이동속도가 증폭되어 1차 가속된 속도(100 

m/s)보다 증폭된 속도로 소형구가 발사되는 현상 즉, 

2차 가속을 확인 할 수 있다. 해석에 사용된 Explicit 

finite element NET2D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정적 평형

방적식에 근거를 둔 implicit 코드와 달리 응력파

(Stress wave)로부터 각 절점의 집중 질량에 대한 운동

학적 구속조건을 만족하는 가속도를 구하고 explicit 

시간적분을 통하여 다음시간 단계의 각 절점에서의 

속도와 변위를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소형구 및 각 

요소에서 국부적인 속도변화를 보인다.

  실리콘고무의 속도증폭을 확인하기 위해 압력변화

가 아닌 속도변화를 표시하였다. 또한 나머지 실리콘

고무 A와C에 대해서도 전산해석을 수행한 결과 실리

콘고무B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산해석을 통해서 

사보조립체의 실리콘고무에 압력이 모이고 전달되는 

현상만을 확인했다.

4. 발사시험 및 결과

  세 가지 실리콘고무로 사보조립체를 제작하여 다양

한 압력에서 발사 장치를 이용한 소형구의 최종속도

를 측정하였다. Fig. 8은 사보조립체의 1차 가속에 필

요한 질소가스의 압력에 대한 2차 가속 이후 소형구

의 최종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플라스틱 재질

(POM)의 소형구 뿐만 아니라 금속 재질(Steel)의 소형

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발사시험을 진행하였다. 상대적

으로 금속재질의 소형구가 플라스틱재질의 소형구보

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2차 가속 시 금속재질의 소형

구를 가속시키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는 모

두 동일한 환경이기에 금속재질의 소형구를 발사하는 

시험도 실리콘고무의 영향력을 관찰 할 수 있고 플라

스틱 소형구와 함께 압력증가에 따른 소형구의 속도

증폭 경향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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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μs

 

(b) 2.5 μs

(c) 4 μs

 

(d) 4.3 μs

(e) 4.9 μs

 

(f) 5.5 μs

Fig. 7. Velocity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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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의 경우(2-6기압) 실리콘C가 가장 높은 속도를 

타나내고 있으며 5 % 이내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실리콘 고무 A와 B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선

형적인 속도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압의 경우

(6-10기압) 실리콘C는 압력증가에 따른 속도증가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10기압에서는 200 m/s의 속

도편차가 나타났다. 실리콘 A는 8기압에서 200 m/s의 

속도편차를 보이며 10기압에서는 속도가 더 낮아졌다. 

실리콘 B는 저압의 경우와 같이 선형적으로 속도가 

증가되고 있고 10기압에서는 약간의 속도편차가 보이

지만 10 %내의 편차값을 가지고 있다.

후        기

  소형구 초음속 발사시스템의 중요인자인 실리콘고무

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산해석을 통해 실리콘고무의 효

과적인 속도증폭을 확인하고 소형구의 최종속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세 가지 실리콘고무 중 낮은 

음속 값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고무 B의 속도증폭률(소

형구 속도/사보조립체 속도)이 가장 크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실리콘고무 

물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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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all velocity-Air chamber pressure curve of mini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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