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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사체의 비행거동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력계수의 산출이 필요하다. 유도조종형 발사

체는 비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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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사체의 뒷부분에 꼬리날개를 부착한 날개 안

정형 발사체 형태를 갖고 있다. 발사체의 공력계수는 

풍동실험[1], 반실험적 기법[2,3] 또는 전산유체역학 활용 

방법[4] 등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회전감쇠 공력

계수의 경우 풍동실험 오차는 일반적으로 20~30 %, 

반실험적 기법의 오차도 20~30 %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3]. 날개안정형 발사체의 공력특성은 대칭형 무유

도 발사체의 공력특성 보다 복잡하여 정확한 공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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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urate aerodynamic characterization of projectile is crucial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munition. The 

aerodynamic characterization of fin stabilized projectile is more difficult than characterization of traditional 

symmetric ballistic projectile. Instrumented free flight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quantify rolling behavior of 

fin stabilized projectile. The instrumented projectiles were launched from a rifled tube and the onboard sensor data 

were acquired through a telemetry transmitter. Roll rate was measured for fin stabilized projectile by means of an 

angular rate sensor. And, roll damping coefficients were estimated from onboard sensor data acquired during gun 

firing and trajectory analysis of mathema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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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자유회전 꼬리날

개가 부착된 발사체의 경우 회전에 다양한 요소가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정확한 회전감쇠 공력계수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Fig. 1. Fin stabilized projectile configuration

  본 연구에서는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데이터와 발사

체의 수학적 운동 모델을 이용한 회전감쇠 계수 산출 

방법을 연구하였다. 회전감쇠 계수는 발사체의 회전속

도 및 회전각 해석, 비행안정성 및 원심력 분석 등에 

필요하다. 회전특성을 계측할 수 있는 회전센서를 발

사체에 탑재하고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 과정에서의 

회전속도 데이터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회전속도 데이

터는 텔레메트리 송신장치를 통해 지상의 수신기로 

전송되며, 발사체 전비행과정의 회전속도 데이터를 계

측하였다. 발사체의 수학적 운동 모델은 질점 운동을 

고려한 비행탄도 모델[5]을 사용하였으며, 비행시험 계

측 데이터와 비행탄도 모델을 이용한 회전속도 해석 

결과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회전감쇠 공력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적화 기법[6]을 적용하였다.

2. 회전속도 계측 시험

  회전속도 계측장치 센서 모듈은 각속도 센서, 센서 

보드, 신호처리 보드, 슈퍼커패시터 충전 전자보드 및 

충격 스위치로 구성하였으며, 각속도 센서가 발사체의 

회전축 상에 위치하도록 회전속도 계측장치를 발사체 

내부에 탑재하였다. 회전속도 계측장치는 Fig. 2와 같

이 센서 모듈, 축전기 및 전지로 구성하였으며, 시험

조건을 고려하여 각속도 측정범위 ±20,000 deg/sec 센

서를 사용하였다.

  각속도 센서의 계측 데이터 수집 시작점을 확인하

기 위하여 발사체의 비행 시작 시점을 탐지할 수 있

는 충격 스위치를 사용하였으며, 고충격 시험환경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슈퍼커패

시터에 충전한 전원을 사용하였다.

Fig. 2. Onboard recorder configuration

  각속도 센서 데이터는 신호처리 보드에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과정을 거친 후 텔레메트리 송신장치로 

전송하였으며, 발사체 비행 중에 지상의 텔레메트리 

수신장치에서 각속도 센서 데이터를 받아 기록장치에 

저장하였다. 각속도 센서 데이터는 2 kHz 주기로 측

정하였으며, 계측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일정 

주기로 텔레메트리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7]으로 비행 

초기부터 전비행과정의 회전속도 데이터를 계측하였

다. Fig. 3은 회전속도 계측장치를 발사체에 탑재하여 

계측한 회전속도이며, 동일한 시험조건에서 2차례의 

비행시험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비행시험은 텔레메트

리가 10초 이후의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설정되어서 

10초 이후부터 회전속도 데이터를 계측하였다.

Fig. 3. Experimental roll rate data of telemetry test

  발사체의 회전속도는 비행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

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슬립형 회전밴드

를 사용함으로써 화포 발사시에 고정형 회전밴드보다 

발사체의 회전속도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화포 발

사의 경우 슬립형 회전밴드의 조립 유격, 외경 및 폭 

등에 따라 비행 초기에 발사체의 회전속도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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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 2차례의 회전속도 시험결과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시험조건에서도 발사 초기에 회전속도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회전속도의 감소 경향은 유사함

을 알 수 있었다.

  발사체의 회전감쇠 계수는 비행속도와 연계되므로, 

비행속도 감소 경향을 보기위해 지상에서 도플러레이

더를 이용하여 계측한 발사체의 비행속도를 Fig. 4에 

도시하였다. 비행속도는 마하수로 나타냈으며, 비행속

도가 감소함에 따라 비행속도 감소 비율이 완만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고, 2차례의 비행속도 시험결과를 

비교해 보면 발사체의 비행속도는 유사한 감소 경향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4. Experimental velocity data

3. 비행탄도 분석 모델

  발사체 무게 중심에 대한 질점 운동을 고려할 경우 

식 (1) ~ 식 (6)의 비행탄도 모델[5]로 나타낼 수 있다.

dt

du
m

Faxial
 g sin  (1)

dt

dv
m

Fside
 (2)

dt

dw
m

Fnormal
 g cos  (3)

dt

dp
 Ixx

Mx
 (4)

dt

dq
 Iyy

My
 (5)

dt

dr
 Izz

Mz
 (6)

  u,v,w는 발사체에 대한 이동 좌표계의 속도 성분이

며, p,q,r은 회전속도 성분을 나타낸다. F는 힘, m은 

발사체의 질량, M은 모멘트, I는 관성모멘트이고, g는 

중력가속도이며, 는 고정좌표계에서 지표면에 대한 

발사체 속도 벡터의 각도이다. 발사체에는 비행 중에 

회전을 감쇠시키는 회전감쇠 모멘트가 작용하며, 회

전 중심축에 대한 회전감쇠 모멘트는 비행속도 V와 

회전속도 p의 관계식으로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

Mx  


V S dV

pd
 Clp (7)

  Clp는 발사체의 회전감쇠 공력계수, S는 단면적, d

는 외경, ρ는 공기밀도이며, 회전감쇠 공력계수는 비

행속도 V와 밀접하게 연계됨을 알 수 있다.

4. 회전감쇠 공력계수 산출

  발사체의 회전감쇠 공력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비행

탄도 모델의 회전속도 해석 결과와 텔레메트리 비행

시험 회전속도 계측 데이터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회전감쇠 공력계수를 산출하였다. 발사체의 

수학적 비행탄도 모델은 식 (1)에서 식 (7)의 비행탄

도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회전감쇠 공력계수를 제외

한 다른 공력계수는 풍동실험에서 획득하고 비행시험

을 통해 보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행탄도 모델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에서 획득한 회전속도 계측 데이터는 Fig. 5와 같이 

약간 분산된 형태로 나타나므로, Savitzky-Golay Filter 

기법[9]을 이용하여 비행시간별 회전속도 값을 산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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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Experimental roll rate data of telemetry test 

and smoother filter

  텔레메트리 비행시험에서 시간별로 계측한 회전속

도 데이터와 발사체의 수학적 비행탄도 모델을 이용

하여 계산한 회전속도를 비행속도 마하수별로 비교하

였으며, quasi-Newton method 최적화 기법[6]을 적용하

여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결과와 비행탄도 모델 해석 

결과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회전감쇠 계수를 산출

하였다.

  발사체 비행탄도 모델의 회전속도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행 초기에 회전감쇠 계수의 산출이 필요

하다. Fig. 5에서 회전속도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행 초기 두 구간의 짧은 시간 동안 회

전감쇠 계수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 구

간에서의 회전감쇠 계수를 계산한 후 외삽방법으로 

비행 시작 시점에서의 회전감쇠 계수를 산출하였다.

  비행 시작 시점에서 초기 0.5초와 1.0초 동안 회전

감쇠 계수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짧은 두 구간에

서 각각 회전속도 변화 값과 일치하는 회전감쇠 계수

를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최적화 기법 

계산에 적용하는 최초 회전감쇠 계수를 0으로 시작할 

경우 반복 계산 횟수 증가에 따라 회전감쇠 계수가 

Fig. 6과 같이 산출되었다. 15회 수준의 최적화 기법 

적용 반복 계산으로 회전감쇠 계수가 일정한 값에 수

렴하였으며,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회전속도와 비행탄

도 모델의 회전속도 해석 결과가 일치되는 회전감쇠 

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Fig. 6에서 비행 초기 0.5초와 1.0초 동안의 회전감

쇠 계수는 큰 차이가 없이 근접함을 알 수 있으며, 초

기 0.5초와 1.0초 동안의 회전감쇠 계수에 대해 각각

의 중간 시간을 기준점으로 하여 외삽방법으로 비행 

시작 시점에서의 회전감쇠 계수를 산출하였다.

Fig. 6. Roll damping coefficients for initial time

  비행 초기부터 회전감쇠 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비행 초기부터 전비행과정의 회전속도 계측이 필요하

며, 계측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일정 주기로 

텔레메트리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7]을 적용하여 비행 

초기에 손실되는 부분이 없이 전비행과정의 비행시험 

회전속도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었다.

  발사체의 비행속도는 마하수로 환산할 수 있으며, 

비행시간별 회전속도는 마하수별 회전속도로 정리할 

수 있다. 비행탄도 모델의 회전속도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하수별 회전감쇠 계수가 필요하므로, 발사

체 비행속도의 마하수를 대략 0.2 간격으로 구분한 후 

각 구간에서의 회전감쇠 계수를 산출하였다.

  비행 시작 시점에서의 회전감쇠 계수는 앞에서 비

행 초기 짧은 두 구간의 값을 이용하여 외삽방법으로 

산출한 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세분화된 비행속도 

마하수 구간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반복 계산

을 통해 각 구간에서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회전속도

와 비행탄도 모델의 회전속도 해석 결과가 일치하는 

회전감쇠 계수를 산출하였다.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회전속도 계측 데이터를 이용

하여 마하수별로 산출한 회전감쇠 계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사체의 회전운동 관계식[1]에 매우 짧

은 시간 동안 비행속도와 회전속도가 일정하다는 가

정을 적용한 회전감쇠 계수 근사식을 도출하고,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방법과 근사식의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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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에 나타내었다. 회전감쇠 계수 근사식에는 각 

계산 시점에서의 비행속도와 회전속도 계측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과 근사식을 

이용한 계산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Fig. 7. Estimated roll damping coefficients

  Fig. 7은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비행시험 속도 구

간에서 마하수별로 산출한 회전감쇠 계수와 근사식을 

이용한 회전감쇠 계수 계산결과를 나타내며, 아음속 

구간에서 회전감쇠 계수가 초음속 구간보다 크게 나

타나는 경향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회전속도 계측 데이터를 이용

하여 마하수별로 산출한 회전감쇠 계수를 사용하여 

발사체의 회전속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비행탄도 

모델에 Fig. 7의 회전감쇠 계수를 적용하여 회전속도

를 해석하고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계측 데이터와 비

교하였다. 비행탄도 모델에 본 연구를 통해 산출한 회

전감쇠 계수를 적용하여 해석한 회전속도와 비행시험 

계측 데이터를 비행시간별로 비교하면 Fig. 8과 같으

며, 비행시험 회전속도 계측 데이터와 비행탄도 모델

에 Fig. 7의 회전감쇠 계수를 적용하여 해석한 회전속

도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한 회전감쇠 계수와 근사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회전감쇠 계수가 매우 유사하게 일

치하고, Fig. 7의 회전감쇠 계수를 적용하여 해석한 

회전속도와 비행시험 계측 데이터도 잘 일치함으로, 

본 연구의 회전감쇠 계수 산출 방법은 정확도가 높고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회전속도 계측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는 유용한 실험적 방법임을 알 수 있다.

Fig. 8. Experimental and calculated roll rate data for 

the first flight telemetry test

  동일한 시험조건에서 수행한 두 번째 텔레메트리 

비행시험의 회전속도 계측 데이터와 비행탄도 모델에 

본 연구를 통해 산출한 Fig. 7의 마하수별 회전감쇠 

계수를 적용하여 해석한 회전속도를 비교하면 Fig. 9

와 같다.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회전속도 데이터는 10

초 이후부터 계측되어 비행 시작 시점에서의 회전속

도는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산출한 회전속도를 사용

하였으며, 첫 번째 비행시험에서 본 연구를 통해 산출

한 회전감쇠 계수를 두 번째 비행탄도 모델 해석에 

적용하여 계산한 회전속도와 텔레메트리 비행시험의 

회전속도 계측 데이터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Fig. 9. Experimental and calculated roll rate data for 

the second flight telemetr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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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데이터를 획득하지 못

했을 경우에도 비행 시작 시점에서의 회전속도 데이

터만 확보되면 본 연구에서 산출한 회전감쇠 계수를 

사용하여 비행시간별 회전속도의 모사분석이 가능하

며, 첫 번째 비행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회전

감쇠 계수를 두 번째 비행탄도 모델 회전속도 해석에 

사용하여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회전속도 데이터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회전속도 데이터와 

발사체의 수학적 비행탄도 모델 해석 결과를 일치시

키는 회전감쇠 공력계수 산출 방법을 연구하였다. 발

사체의 비행속도를 여러 구간의 마하수로 구분한 후 

각 구간에서의 회전감쇠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마

하수 구간에서 비행탄도 모델의 회전속도 해석 결과

와 비행시험 회전속도 데이터를 일치시키기 위해 최

적화 기법을 적용하는 회전감쇠 계수 산출 방법을 연

구하였다.

  비행 초기부터 회전감쇠 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비행과정의 회전속도 계측이 필요하며, 계측 데이터

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일정 주기로 텔레메트리를 통

해 전송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비행 초기에 손실되는 

부분이 없이 전비행과정의 비행시험 회전속도 데이터

를 계측하여 회전감쇠 계수 산출에 활용하였다.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회전속도 계측 데이터를 이용

하여 마하수별로 산출한 회전감쇠 계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전감쇠 계수 근사식을 사용한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고, 비행탄도 모델의 회전속도 해석 

결과와 비행시험 계측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산출한 회전감쇠 계수와 근사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회전감쇠 계수가 매우 유사하게 일치하고, 첫 

번째 비행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회전감쇠 

계수를 두 번째 비행탄도 모델 회전속도 해석에 사용

하여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회전속도 데이터와 잘 일

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텔레메트리 비행시험 회전속도 계측 데이터

를 직접 이용하는 본 연구의 회전감쇠 계수 산출 방

법은 정확도가 높고, 유사 발사체의 텔레메트리 비행

시험 회전속도 자료 분석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

는 유용한 실험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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