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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견고표적 등을 파괴할 수 있는 침투형 무기체

계 개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요새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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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표적을 침

투하여 관통 한 후 표적 내부에서 화약의 폭발에너지

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견고한 표적을 효과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탄

체형상 설계기술과 대상 표적별로 파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주장약(main charge) 조성을 설계하고 탄

두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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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 of pressure propagation to the main charge by 

warhead penetration into concrete targets. In this study, we developed on-line pressure measurement method in the 

main charge during warhead penetration. Using the on-line pressure measurement method, we successfully recorded 

the pressure-time history in the main charge during the field penetration test. Then we compared result of 

numerical simulations with test data and found that the simulation results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test 

results. Finally, through the numerical calculations it is concluded that the installation of liner is effective in 

reducing pressure level produced in the main charge.

Key Words : Numerical Analysis(수치해석), Pressure Propagation(압력 전파), Main Charge(주장약), Concrete Target(콘

크리트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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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탄두의 형상 및 제원을 결정하는 탄체형상 설계

기술은 표적 침투 시 발생되는 높은 충격압으로부터 

탄체를 생존시키면서 요구하는 침투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탄체 구조 형상과 제원을 결정하는 중요 기술

이다.

  표적 침투시 발생되는 높은 충격압력은 탄체와 함께 

내부의 주장약에도 전달되며 이 때 침투 도중 충격에 

의하여 주장약에 허용압력 이상이 인가되면 반응하여 

폭발로 이어지므로 표적 파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침투폭탄 내에 충전되어 탄두의 종말효과를 결

정하는 주장약 조성을 운용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하

고 탄체에 정밀 충전하는 기술은 탄체 구조설계와 함

께 침투폭탄의 생존성을 결정하는 중요기술이다.

  침투폭탄에 충전되는 주장약 조성을 설계할 경우 표

적 침투과정에서 주장약에 전달되는 충격압에 반응하

지 않도록 내충격성을 갖는 주장약 조성을 개발해야 

하고 이미 개발된 주장약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충격성을 

고려하면서 기존 주장약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탄체형상과 운영조

건을 고려하면서 표적 침투 시 주장약에 전달되는 충

격압의 정확한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1-6].

  본 연구에서는 전산해석방법을 이용하여 표적 침투 

시 주장약에 전달되는 충격압의 크기를 분석하고 이를 

시험데이터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검토한 후 라이너 두

께의 변화가 표적 침투 시 주장약에 전달되는 충격압

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한다.

2. 수치해석 방법

  수치적 방법은 하이드로 코드(hydro code)라 불리는 

전산해석 코드를 이용하여 고압충격현상을 수치적으

로 전산모사하는 방법이다. 하이드로 코드에서 이용하

는 지배방정식(governing equation)은 질량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며, 편미분 

방정식의 형태이다. 이 식들에 재료 모델링, 초기조건, 

경계조건을 부여하여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하이

드로 코드의 기본 해법이다. 하이드로 코드에는 널리 

사용되는 LS-DYNA[7], AUTODYN 등의 상용 코드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수한 목적으로 고유의 자체 코

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보존방정식을 수치해석 한다는 점에서는 공력해석

이나 구조해석 코드와 유사성이 있으나, 하이드로 코

드는 고압충격현상의 특성상 연계되는 상태방정식

(equation of state)과 구성방정식(constitutive equation)이 

특히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 해석영역 내의 모든 물질

에 대하여 고변형율, 대변형을 묘사할 수 있는 동적 

물성, 파괴 물성 구성방정식이 필수적이며, 국부적으

로 높은 압력이 걸리는 부분과 유체로 모델링되는 부

분에 대해서는 특히 물질의 상태방정식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고비용 고위험의 표적관통시험을 통하여 기초적, 제

한적 시험결과만을 획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산수치

해석을 통해서 탄두의 화약 설계 시 주장약 생존성을 

침투충격 모의시험과 연계하여 설계변수 변경에 따른 

성능변화를 정성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줌으로써 실제 

시험횟수를 줄여 개발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연적 시간적분(explicit time integration) 

유한요소해석 상용코드인 LS-DYNA를 이용하여 전산

해석을 수행하였다.

3. 주장약 충돌압력 측정시험

  Fig. 1은 주장약 충돌압력 측정시험에 사용된 시험탄

두 개념도를 나타낸다. 주장약 내부 세 곳에 압력센서

를 설치하여 충돌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적압력을 폭탄 

후미에 설치된 압력측정장치에서 기록하는 방식을 사

용하였고 시험에서 적용된 압력센서 위치를 Fig. 1에 

도시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est setup

  실험실적 규모가 아닌 야외 콘크리트 침투시험에서 

실제 침투폭탄 내부에 압력센서를 삽입하여 주장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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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는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시험결과는 매우 

찾기 힘든 희소성이 큰 중요한 시험결과이다. 주장약 

충돌압력 측정시험은 탄체 내부에 라이너 두께 1 mm

를 적용하여 충돌속도 328 m/s로 시험한 경우와 라이

너를 적용하지 않고 충돌속도 352 m/s로 시험한 경우 

등 총 두 발을 수행하였다. 시험에서 사용된 콘크리트 

표적의 두께는 1.8 m로서 0.6 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 

표적 3장이 적층된 형태이다.

4. 주장약 충돌압력 측정시험과 해석결과의 비교

  Fig. 2는 2장에서 설명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시험

탄체가 표적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압력센서에 계측된 

충격압력의 크기와 해석결과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Fig. 13, Fig. 14와 비교하여 시험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시간축의 원점이 많이 이동되어 표시되었다. 예로 Fig. 

13의 원점은 Fig. 2 (a)에서 92 ms로 표시되었다.

  Fig. 2 (a)는 충돌속도가 328 m/s인 경우에 라이너 1 

mm가 적용된 탄두의 주장약 앞부분에 설치된 압력센

서(Fig. 1의 1번 센서)로부터 측정된 주장약 충격압력

에 대한 시험계측 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

고 있으며, Fig. 2 (b)는 충돌속도가 352 m/s인 경우에 

라이너를 적용하지 않은 탄두의 주장약 중간부분에 설

치된 압력센서(Fig. 1의 2번 센서)에서 측정된 주장약

압력에 대한 시험계측 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나

타내고 있다. Fig. 2의 (a)와 (b)에서 일부 전산모사와 

시험결과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지만 최대압력의 크기

가 대체로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

험결과와 해석결과의 좀 더 정확한 정량적 분석을 위

하여 향후 주장약 물성, 라이너 물성 및 형상 효과 등

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장약 충돌압력 측정시험과 해석결과의 비교 결과

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하여 주장약 

충돌압력에 미치는 라이너 두께의 영향을 분석하여 보

고자 한다.

5. 주장약 충돌압력에 미치는 라이너 두께의 영향 

분석

  수치해석에 사용된 전체 형상을 Fig. 3에 나타내었

다. Fig. 3에서 탄두 부분에서 파란색 부분은 주장약, 

(a) v = 328 m/s, liner thickness = 1 mm

(b) v = 352 m/s, liner thickness = 0 mm

Fig. 2. Pressure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test in 

the main charge

빨간색 부분은 탄체, 노란색 부분은 신관 부위를 나타

낸다. 그리고 Fig. 4에서는 탄두의 주요구성품인 주장

약의 형상에 대해서 라이너가 없는 경우와 라이너가 

있는 경우 라이너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라이너는 

주장약과 탄체 사이에 설치되어 콘크리트 관통 시 주

장약에 전달되는 충격압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다.

  수치해석은 크게 탄두의 실제 시험조건에 해당되는 

328 m/s, 352 m/s 두 가지 충돌속도의 경우에 대하여, 

그리고 라이너 두께는 0 mm, 1 mm, 2 mm, 3 mm인 경

우에 대하여 탄두의 콘크리트 충돌 시 주장약에 전달

되는 압력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부터 Fig. 8까지는 

충돌속도 328 m/s에 대해서 라이너 두께 0 mm,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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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utational configuration

   

Fig. 4. Configuration of main charge and liner

2 mm, 3 mm의 네 가지 경우를 해석한 결과를 비교한 

그림들이고 Fig. 9부터 Fig. 12까지는 충돌속도 352 m/s

에 대해서 라이너 두께 0 mm, 1 mm, 2 mm, 3 mm의 

네 가지 경우를 해석한 결과를 비교한 그림들이다. 

Fig. 5부터 Fig. 12까지에서 그림 안에 표시된 Fringe 

level은 압력 수준을 의미하며 단위는 MPa입니다.

  Fig. 5부터 Fig. 12까지의 해석결과들을 살펴보면 

탄두가 표적 충돌 시 발생되는 충격압력은 탄체를 통

하여 주장약에 전달된다. 전산해석을 통하여 고찰된 

주장약에 전달되는 충격파는 주장약 내부를 진행하면

서 짧은 시간동안에 주장약을 높은 변형률속도로 압

축과 인장 변형을 유발시키게 된다. 또한 충격파는 

두 가지 경로로 주장약을 통과하는 것을 해석결과로

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경로는 표적과 충돌 

시 탄체와 주장약이 접촉하고 있는 전면부에서 발생

Fig. 5. Calculated pressure distribution(v = 328 m/s, 

liner thickness = 0 mm)

Fig. 6. Calculated pressure distribution(v = 328 m/s, 

liner thickness =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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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충격파가 중심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두 번째 

경로는 탄체 전면부에서 발생된 충격파 일부는 탄체 

측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주장약에 충격파를 전달하여 

주장약 내부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가

지 경로에 의하여 주장약 내부를 이동하는 충격파는 

Fig. 7. Calculated pressure distribution(v = 328 m/s, 

liner thickness = 2 mm)

Fig. 8. Calculated pressure distribution(v = 328 m/s, 

liner thickness = 3 mm)

일정 구간 이후 합쳐져 큰 압력값을 형성하며 주장약

을 통과하는 것을 해석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주장약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큰 압력이 발생되며 전파되는지를 전산해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Fig. 9. Calculated pressure distribution(v = 352 m/s, 

liner thickness = 0 mm)

Fig. 10. Calculated pressure distribution(v = 352 m/s, 

liner thickness = 1 mm)



윤경재 ․ 유요한

344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9권 제3호(2016년 6월)

Fig. 11. Calculated pressure distribution(v = 352 m/s, 

liner thickness = 2 mm)

Fig. 12. Calculated pressure distribution(v = 352 m/s, 

liner thickness = 3 mm)

  Fig. 13은 충돌속도가 328 m/s인 경우에 탄두의 주장

약 앞부분에 설치된 압력센서(Fig. 1의 1번 센서)로부

터 측정된 주장약 충격압력에 대한 변화를 라이너두께

에 따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으며, Fig. 14

는 충돌속도가 352 m/s인 경우에 탄두의 주장약 중간

 

  Fig. 13. Calculated pressure-time history in sensor 

position #1(v = 328 m/s)

  Fig. 14. Calculated pressure-time history in sensor 

position #2(v = 352 m/s)

Table 1. Maximum pressure change according to the 

liner thickness

Impact 
Velocity
(m/s)

Liner 
Thickness

(mm)

Maximum 
Pressure
(MPa)

Pressure 
Reduction

(%)

328

0 200 -

1 153 23.5

2 128 36.0

3 112 44.0

352

0 313 -

1 200 36.1

2 172 45.0

3 155 50.5



탄두의 콘크리트 표적관통 시 주장약에 전파되는 압력의 수치해석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9권 제3호(2016년 6월) / 345

부분에 설치된 압력센서(Fig. 1의 2번 센서)로부터 측

정된 주장약 충격압력에 대한 변화를 라이너두께에 따

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Fig. 13과 Fig. 14에서 알 수 있듯이 라이너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주장약에 전달되는 압력의 

크기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라

이너 두께가 증가하면 주장약의 최대 압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라이너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율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석 결과들을 종합하

여 아래 Table 1에 정리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 침투탄두의 콘크리트 표적 관통 시 주

장약에 전파되는 압력을 시험결과와 비교하고 라이너 

두께의 변화가 주장약 압력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수

치해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주장약 내에 설치된 압력센서에서 측정된 시험계

측 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면 일부 전산모사와 

시험결과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지만 최대압력의 

크기가 대체로 잘 일치하고 있다.

(2) 주장약에 전달되는 압력은 라이너 두께에 비례하

여 압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라이너 두께 

증가에 대한 압력 감소율은 줄어든다.

(3) 시험결과와 해석결과의 좀 더 정확한 정량적 분석

   을 위하여 향후 주장약 물성, 라이너 물성 및 형

상 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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