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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store separation characteristics of an unmanned aerial vehicle having generic stealth 

configuration over unsteady flow of an internal bay. Free-drop wind tunnel tests are conducted to simulate bomb 

releases from an internal weapons bay while high-speed camera images are taken. The images are analyzed to 

examine the effects of flow velocity, angle of attack, flap deflection and the ejector force application on the store 

separation trajectories. For the free-drop wind tunnel tests, Froude Scaling is applied to match the dynamic 

similarity for the bomb model, and the ejector force is simulated by using small pneumatic cylind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test bomb model safely separates from the internal bay at the given test conditions and 

configurations.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effects of the flow velocity and ejector force application have greater 

impacts on the separation trajectories than those of angle of attack and flap deflection.

Key Words : Unmanned Aerial Vehicle(무인기), Internal Store Separation(내부무장분리), Free-drop Test(자유낙하시험), 

Froude Scaling(프로드 스케일링), Bifilar Swing Method(그네뛰기기법), Photogrammetry(사진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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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이다 저피탐(stealth) 성능은 차세대 전투기 또는 

무인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성능지

표 중 하나이다. 저피탐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전통적 항공기 형상과는 차별되는 보다 세밀한 

형상 최적화가 필요하며 수직 꼬리날개와 같은 외부 

돌출 형상의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무장을 동체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내부무장

창(internal weapons bay)의 적용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

투기는 외부 무장 탑재로 운용되고 있으나, 향후 스텔

스 성능 보장을 위해서는 내부 무장 적용이 필수적이

다. 또한 새로운 전투기나 항공무장체계의 개발과정에

서 무장분리(store separation) 문제는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내부무장에 대한 안전분리 해석기술

은 미래 군용기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기술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장분리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일반적

으로 풍동시험, 전산해석, 비행시험이 활용되어 왔다. 

비행시험을 통한 무장분리 검증은 가장 실제적이며 

정확한 방법이지만 고위험도·고비용의 특성으로 인해  

항공기 개발 단계에서는 주로 풍동시험과 전산해석 방

법이 활용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법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각 기법의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매우 효율

적이고 정확한 무장분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에 이르고 있다[2].

  무장분리 검증을 위한 풍동시험 기법으로는 CTS 

(Captive Trajectory Simulation), Grid Test, 자유낙하 시

험(free-drop test) 등이 주로 수행된다. CTS와 Grid Test

기법은 무장을 항공기 주위의 유동장에 위치시켜 시간 

평균된 공력계수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한 6자유도(six 

degrees of freedom)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리 궤적을 

예측하는 방법이며[3] 자유낙하는 동적상사성(dynamic 

similarity)을 구현한 무장 모델을 일정한 유속에서 투하

시키며 분리거동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은 대부분 외부무장 분리(external store separation) 

문제에 국한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저피탐 성능 향상

을 위해 적용되는 내부무장 분리 문제에 적용한 연구

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외부에 장착된 무장은 비교적 정상적인 외부유동

(steady external flow)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

건이 동일하다면 일정한 위치에서 일정한 공력특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외부무장의 분리 궤적은 시간 평균

된 정상적인 힘과 모멘트 정보로 분석이 가능하다[4]. 

반면, 내부무장창에서 분리되는 무장은 보다 복잡한 

공기역학적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내부무장창에

는 캐비티(cavity) 유동장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Fig. 1

과 같이 강한 비정상(unsteady) 유동 특성을 가지며 외

부유동과의 경계면에 전단층(shear layer)이 형성되어, 

무장이 이를 통과할 시 비정상 유동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무장의 공기역학적 계수 값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3]. 실제로 전산해석 및 풍동시험 선행연구에서[5] 

동일한 조건으로 내부무장 분리시험을 반복하더라도 

비정상 유동 특성으로 인해 무장투하 시점에 따라 분

리궤적이 크게 변화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1. Schematic of cavity flowfield operating in 

an open(solid line) and closed(dashed line) 

configuration[1]

  따라서 내부무장의 분리해석은 유동의 비정상 효과

를 반드시 고려하여 수행해야 하며, 풍동시험을 통해 

정확한 내부무장 분리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력

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활용하는 CTS(Captive Trajectory 

Simulation)방법과 Grid Test 방법보다는 비정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유낙하 시험(free-drop test)이 적합하

다[5]. 또한 자유낙하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scaling 

방법을 적용하여 정확한 궤적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내부무장의 분리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축소 무장 모델에 대한 자유낙하 풍동시험

을 수행하였다. 모델의 동적상사를 위해 Froude Scaling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공압 실린더와 솔레노이드 밸브

를 설치하여 사출장치를 모사하였다. 고속카메라를 통

해 무장 낙하 궤적을 획득하였고, 항공기 받음각, 유

속, 플랩각도와 사출력을 변화시키며 다양한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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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장 분리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진계측기법을 

이용하여 분리궤적을 추출하고, 무장의 위치와 자세를 

통해 무장의 안전 분리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시험 이론 및 방법

2.1 시험 이론

2.1.1 Froude Scaling 방법

 자유낙하 풍동시험에서 사용되는 항공기와 무장 축소

모형의 동적 상사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기역학적 힘

과 모멘트뿐만 아니라 중력장의 영향도 함께 고려되

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유낙하모형의 공력은 

면적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반면 중력은 부피에 비례하

여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모형을 축소할 경우 

공력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축소모

형에 작용하는 공력과 중력의 효과를 같은 비율로 축

소시켜 동적상사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축소법이 활

용되고 있다.

  자유낙하 시험에 활용되는 축소기법은 Heavy Scaling, 

Light Scaling 그리고 Froude Scaling 방법 등이 있다. 

그 중 Heavy Scaling 방법은 동역학적 상사를 맞추어주

기 위하여 모델을 무거운 재질로 제작하여 축소모델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 때 공기역학적 상사

를 만족하기 위해 풍동시험에서 마하수를 맞추어주는 

과정에서 풍동의 유속이 매우 커진다. 따라서 이 방법

에서는 풍동의 크기가 작은 경우 축소된 모델에 대해 

Heavy Scaling 조건을 만족하는 적절한 구성 재료를 찾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동시에 증가된 풍동의 유속 

조건을 만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주로 충분한 크기의 측

정부가 필요하다. Light Scaling 방법은 Heavy Scaling 

방법과 동일하게 중력의 효과를 증대시키지만, 모델의 

무게 증가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과 같은 외

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풍동에서는 수행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6].

  반면, Froude Scaling 방법은 동역학적 상사를 만족키

시고 상대적으로 커진 공력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유

속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압축성 효과가 작거나 낮

은 아음속 영역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중형 아음속 풍

동장비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때 실제 비행속

도보다 낮은 마하수 영역에서 시험하는 과정에서 오차

가 발생될 수 있지만 압축성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낮은 아음속 영역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시험결과를 얻

을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풍동시험에서 모사하는 비행조건을 

무인기의 순항속도인 마하수 0.3과 0.4로 결정하였다. 

이는 실제 항공기의 비행조건이 저 아음속 영역에 속

하므로 압축성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7], 저속

에서 무장의 항력이 분리 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무장

의 관성력에 의한 영향에 비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점성의 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8]. 

따라서 낮은 마하수 영역에서 시험하더라도 Froude 

Scaling 방법을 적용하여 동역학적 상사를 만족시킴으

로써 실제 비행과 동일한 무장의 분리특성을 구할 수 

있다.

  Froude Scaling 방법은 무장의 3-DOF 운동방정식으

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cossin∞  sin  (1)

  cossin∞  co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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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θ : 무장의 피치각 (°)

m : 무장의 질량 (kg)

IYY : 무장의 관성모멘트 (kg·m2)

l1 : 무장 길이 (m)

A : 무장 정면도 면적 (m2)

FE1 : 사출력의 크기 (N)

XE1 : 무게중심과 사출력 작용점의 거리 (m)

  여기에서 각운동, 받음각 및 피칭모멘트가 다른 변

수에 비해 작은 값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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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항공기와 시험 모형 간의 기하학적 축소비를 

λ로 정의하면, 항공기와 모형 간의 동적 상사식을 다

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 
′   ′ 
 ′  ′ 
 ′ 

  또한 실제 항공기와 풍동시험 모형의 기하학적 일

치를 통하여 공력계수가 일치하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  = , ′  = , ′  = , 

′  = 이 성립하고 축소 조건으로부터  , 

 ,  , 가 같다. 결론적으로 Froude Scaling 방법

은 식 (7) ~ 식 (12)와 같은 관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7)

∞ ∞  (8)

∞ ∞∞∞  (9)

  ∞∞
 (10)

  ∞∞
 (11)

  ∞∞
 (12)

2.1.2 관성모멘트 측정

  분리되는 무장 모형의 정보는 M-84 JDAM 자료를 

사용하였고, 관성모멘트는 그네뛰기 기법(Bifilar Swing 

Method)을 통해 측정하였다. 무장 모형의 질량은 약 

1.6 kg이다. Fig. 2는 그네뛰기 기법을 사용하여 관성모

멘트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ig. 2. Measurement of inertia moments 

through the bifilar swing method

  이 방법은 두 개의 줄에 무장 모형을 매달고 무게 

중심선을 따라 모형을 회전시키며 그 주기를 측정하여 

관성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이다. 측정된 주기와 무장의 

질량정보를 통하여 관성모멘트를 다음 식 (1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3)

T : 1주기에 걸리는 시간 (s)

D : 케이블 사이의 거리 (m)

L : 케이블 길이 (m)

WM : 모델의 무게 (N)

I : 관성모멘트 (kg·m2)

2.2 시험 모형 및 장치

  Fig. 3은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풍동 내에 설치된 

시험 모형과 기타 시험 장치에 대한 위치를 보여준다. 

풍동시험 모형은 실제 항공기의 12 % 축소비율로 설

계되었다. 자유낙하시험 시 무장과 풍동 내부의 손상

을 방지하고 분리된 무장을 회수하기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였다. 또한 시험 장치와 분리 궤적을 촬영하기 

위한 고속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정면과 측면

에 설치된 2대의 고속카메라를 통해 3축에 대한 분리

궤적을 분석할 수 있다. Fig. 4는 무장의 모형과 내부 

무장창에 설치된 무장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분리 궤

적의 정량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무장과 항공기에 

표적을 마킹하였으며, 내부 무장창의 개방 각은 100도

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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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nfiguration of test model, high speed 

camera and others

Fig. 4. The configuration of the store model and the 

internal bay

  Fig. 5는 무장 모형의 사출장치 원리를 나타낸 것으

로, 무장의 분리제어 및 사출력 구현을 위하여 소형 

실린더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여 실제 사출장치

를 모사하였다. 자유낙하실험에서는 Pylon 모형 내부

에 소형 공압 실린더를 길이방향으로 설치하여 무장

의 고리를 걸고 있다가 실린더에 공기 압력을 작동시

키면 잠금 고리 로드가 앞으로 밀리면서 고리를 해제

하여 무장이 자중에 의하여 투하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사출력이 작용하는 낙하실험에서의 사출 장치는 

일정한 공기 압력을 피스톤에 가하게 되면 무장이 분

리되고 두 개의 사출 피스톤이 동일한 힘으로 무장을 

밀어주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때 무장 모형에 작용

한 사출 압력은 실제 항공기에 사용되는 사출 카트리

지에서 측정된 압력 값을 Froude Scaling 축소비와 모

델에 사용된 실린더의 제원을 통해 계산하였으며[9], 

그 크기는 모형에 사용된 사출장치의 직경을 고려하

여 100 psi로 결정하였다.

Fig. 5. Store lock and ejector system

  Fig. 6은 자유낙하 풍동시험의 전체적인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시험부 천장에 항공기 모형을 장착하고 

트리거와 가압장치를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하여 무

장이 분리되도록 하였다. 이때, 트리거를 통하여 솔레

노이드 밸브와 고속카메라를 동기화시켜 무장이 분리

되면서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6. The diagram of test progress

2.3 시험 조건

  풍동시험에서 모사하는 비행조건은 무인기의 순항

속도인 마하수 0.3과 0.4이다. Froude Scaling을 적용할 

경우, 풍동의 속도는 35 m/s, 47 m/s가 된다.

  내부무장창에서 분리되는 무장의 특성 파악을 위해 

항공기 속도와 받음각, 플랩의 변위각, 사출력 등의 

조건을 변화시켰다. 받음각과 플랩 각도는 각각 0° ~ 

2°, -10° ~ 10°로 변화시키며 시험을 수행하였고, 솔레

노이드 밸브를 통해 사출압력을 조절하였다.

3. 시험 결과

3.1 분리궤적 분석

  자유낙하 분리궤적에 대한 풍동시험 결과이다. 측면

에서 촬영한 고속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정성적인 분

리특성을 분석하였다. 고속카메라는 초당 500프레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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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촬영하였으며, 그림은 매 30프레임 단위로 중첩하

는 방식으로 총 11프레임 동안의 궤적으로 편집하였

다. 30프레임은 Froude Scaling의 0.06초에 해당한다. 

또한 고속카메라 영상에서 사진계측기법을 통해 분리

궤적을 추출하고, 무장 자세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3.1.1 받음각 변화에 따른 무장분리 특성

  먼저, Fig. 7은 마하수 0.4에서 항공기 받음각 변화에 

따른 자유낙하 분리영상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 

항공기의 받음각이 2° 증가할 경우에도 분리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모

든 실험에서는 항공기 받음각을 2°로 고정하였다.

 

Fig. 7. Separation trajectories : α = 0°(left), α = 2° 

(right) at mach 0.4, δf = 10° and ejector OFF

3.1.2 속도 변화에 따른 무장분리 특성

  Fig. 8은 항공기 유속에 따른 무장의 자유낙하 분리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항공기 유속에 관계없이 무

장 꼬리날개의 영향으로 롤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무장창을 벗어나면서 기수 올림(pitch 

up) 현상이 발생한 직후에 기수 숙임(pitch down) 운동

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속도가 빠를수록

(마하수 0.4) 초기 피치각이 더 크고, 7프레임 이후 기

수가 더 낮아지는 등 피치각의 변화량이 더 크게 나

타난다. 또한 속도가 큰 경우, 피치각 변화에 영향을 

받은 무장은 초기 투하 속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기수숙임 이후에의 낙하 속도가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시험 속도에서는 무

장이 뒤로 밀리지 않고 항공기 기준축 아랫방향(z)으

로만 운동함을 확인하였다.

  마하수 0.4인 경우 초기 피치각과 최대 피치각이 마

하수 0.3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

적으로 무장의 분리 궤적은 속도효과가 큰 피치각도 

변화로 나타났는데, 이는 항공기의 속도가 무장의 꼬

리날개에 공기역학적 영향을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Fig. 8. Separation trajectories : mach 0.3(left), mach 

0.4(right) at α = 2°, δf = 0° and ejector OFF

3.1.3 플랩각도 변화에 따른 무장분리 특성

  Fig. 9는 마하수 0.3 조건에서 항공기 플랩각도 변

화에 따른 무장 분리특성을 비교한 그림이다. 무장분

리 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수올림 현상이 발생하

기 때문에 플랩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하

여 더 안정한 조건인 마하수 0.3에서 실험을 수행하였

다. 분리영상에서 분리 초기의 피치각도는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플랩각도가 -10°인 경우에 5프레임 이후 

피치각도 변화량이 플랩각도 10°인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항공기 플랩 각도의 변화는 0.2초 이후에 무장의 기

수 올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음의 플랩각도(δf = -10o)

의 경우에 피치각도가 더 크게 증가하며, 0.7초에서 

기수올림 현상이 최대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항공기 플랩각도 변위에 따라 내부무장

창에서 분리되는 무장의 피치각도 변화량을 증가시키

고 음의 변위가 주어질 때 더 큰 기수올림 현상이 발

생한다. 따라서 항공기의 플랩각도는 무장 자세의 안

정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본 연구

의 실험범위에서는 모두 안전하게 분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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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paration trajectories : δf = -10°(left), δf = 10° 

(right) at mach 0.3, α = 2° and ejector OFF

3.1.4 사출력 작용에 따른 무장분리 특성

  Fig. 10은 사출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출력

의 조건을 변화시키며 촬영한 결과이다. 사출력은 100 

psi로 일정하게 작용시켰다. 마하수 0.4이고 플랩각도

가 0°에서 사출력이 작용함에 따라 아랫방향(z)으로의 

이동 변위가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무장분리 초기의 

기수올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출 피스톤이 무장의 분리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10. Separation trajectories : ejector OFF(left), 

ejector ON(right) at mach 0.4, α = 2° and 

δf = 0°

3.2 사진계측기법을 통한 비정상 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반복성을 검증하고 분리궤적을 추출

하기 위하여 사진계측기법[10]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

해 항공기와 무장에 표적을 부착하고 사진계측 전용 

소프트웨어인 TrackEye[11]를 이용하였다.

  분리궤적 촬영 시 고속카메라의 렌즈의 곡률 문제

로 인해 영상의 가장자리에 왜곡이 발생하였다. 따라

서 보정판(calibration board)을 사용하여 렌즈보정을 수

행하였다. 보정판 내의 모든 표적은 3차원 좌표가 정

확하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식별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렌즈보정 파일과 고속카메

라 영상, 표적좌표를 TrackEye에 입력하게 되면 분리

궤적을 해석할 수 있다. Fig. 11은 항공기에 부착한 

표적과 렌즈보정에 사용한 보정판을 각각 나타낸다.

 

  Fig. 11. Marks on the aircraft and the calibration 

board of high speed camera

  Fig. 12와 Fig. 13은 비정상 유동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 반복시험을 수행한 결과로, 각각 시간에 따른 무장 

낙하 거리와 자세 각도를 나타낸다. 마하수 0.4, 사출

력이 없는 조건에서 사진계측기법을 통해 측정한 데

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그래프는 Froude 

Scaling이 적용된 결과이며 시간에 따른 무장의 분리 

거리(x, y, z)와 자세(roll, pitch, yaw)를 보여준다. 분리

거리의 경우 항공기 기수방향(x)과 날개방향(y)에서 

비정상 유동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분리자세의 

경우에도 피치자세(θ)에서 비정상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반면 0.5초 이후에 항공기 아랫방향(z)의 분리 

거리와 요잉자세(ψ)에 미세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롤

링자세(φ) 또한 같은 시간 영역에서 5~10° 정도의 변

화를 관측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외부무장투하

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한 비정상 유동 효과가 나타난

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본 시험에서 사용된 모형의 내

부무장창의 크기가 무장 모형의 크기와 거의 동일하

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무장창 내부의 캐비티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캐비티 유동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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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store positions from 

repeatability test at mach 0.4, α = 2°, 

δf = 0° and ejector OFF

Fig. 13. Comparison of store attitudes from 

repeatability test at mach 0.4, α = 2°, 

δf = 0° and ejector OFF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유낙하 풍동시험을 통해 항공기 

내부무장창에서의 무장분리 특성을 확인하였다. 모델

의 동적상사를 위하여 Froude Scaling 방법을 적용하

였으며, 그네뛰기 기법을 통해 축소 무장모형의 관성

모멘트를 측정하였다. 고속카메라로 분리 영상을 촬영

하여 분리궤적을 획득하였고, 받음각, 유속, 플랩각도, 

사출력 등의 조건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항공기와 무장 모형에 표적을 부착하고 사진계

측기법을 통해 분리궤적을 추출하여 무장의 비정상 

유동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받음각이 2° 증가함에 따라 무장의 분리 

특성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속이 빠른 

경우에 피치각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 사

출력이 작용할 경우 무장분리 초기의 기수올림 현상

이 완화되었으며 아랫방향으로의 이동 변위를 증가시

켜 전반적인 무장의 분리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항공기 플랩각도의 변위는 무장의 기수올림 현상을 

발생시키며, 음의 플랩각도 조건에서 더 큰 피치각 변

화량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마하수 0.3 ~ 0.4의 영

역에서 내부무장을 자유낙하시킬 경우 항공기와 충돌

하지 않고 불규칙한 거동 없이 분리되었으며, 모두 안

전하게 분리됨을 확인하였다.

  무장 분리특성의 비정상 유동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반복성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분리거리와 분리자

세를 사진계측기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무

장의 항공기 아랫방향(z)의 변위와 롤링자세(φ)에서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현저한 비정상 유동 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내부 무장창에서 무장에 작용하

는 유동장은 내부 무장창의 길이 대 깊이의 비(L/h)가 

증가할수록 비정상 효과가 크며, 특히 천이 유동 경계

점(transitional flow boundary)에 해당하는 임계 크기까

지는 L/h가 증가하더라도 정상 유동 효과를 나타낸다

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12], 본 시험에서 사용된 

캐비티의 크기가 무장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비정상 유동 효과가 미미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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