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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사체는 보통 발사 장치 내부에 장착되는데 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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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치는 발사체를 지지하고, 발사시 발사체를 안내

하는 기능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지지대(sabot)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지대 방식은 발사 장치 내부에 발사체와 지지대

가 같이 장착되며 발사시에는 지지대가 발사체를 안

내하면서 같이 이동한 후 발사체가 발사 장치를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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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calculated a formular for sabot-trajectory of shipboard projectile including ship motion 

and generated trajectory-range function for analysing interference with structure of naval ship.

  We make formula to approximate the ship motion data of naval ship using optimization technique. Through this 

formula, we calculate the velocities and accelerations of sabot caused by ship motion(surge, sway, heave, roll, pitch, 

yaw) and then, we produce the formula about the trajectory of sabot including effects of ship motion in addition 

to previous study which had considered the effects of the pressure of flume, friction force, etc. To investigate 

interference with ship structures, we make the trajectory-range functions and then extract the nearest or farthest 

trajectory to ship structure. Through these data, we can conform whether the interference is happen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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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후에는 지지대에 장착된 스프링이나 공력 등의 

힘을 통해 발사체로부터 벗어나 분산되어 낙하한다.

  Fig. 1은 발사 장치에서 이탈 직 후에 분산되는 지

지대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발사장치

지지대

발사체

Fig. 1. Dispersion of sabot after breaking away from 

canister

  이 지지대 발사 방식을 함정 등과 같이 주변에 중

요한 구조물이나 장치류가 있는 환경에 적용할 경우 

지지대의 분산 궤적을 예측하여 주변 환경과 간섭이 

되지 않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간섭이 발생

할 경우 지지대의 분산 궤적을 변경시키거나 발사체

의 발사 위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지지대의 분산 궤적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면 발사체, 지지대, 발사장치 등의 발

사 관련 시스템과 관련된 내부 영향 인자와 함정 운

동으로 인한 영향으로 발사 관련 시스템도 같이 운동

하는 경우와 같은 외부 영향 인자로 분류할 수 있다.

  내부 영향 인자는 발사체 추진기관의 추력의 크기, 

지지대 자체의 기계적 물성치(제원, 중량, 지지대 분

리용 스프링 특성), 발사시 발사체 이탈 각도 등이 있

다. 외부 영향 인자는 함정이 해상 상태(sea state)에 

따라 6자유도 운동(surge, sway, heave, roll, pitch, yaw)

을 하므로 발사체의 지지대가 이 운동으로 인해 지지

대 분산 궤적에도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지지

대는 발사 장치 이탈 순간 발사체와 동일한 속도로 

이탈되고 지지대에 설치된 스프링에 의해 발사체로부

터 일정 속도로 분리되지만 동시에 함정의 6자유도 

운동에 의한 추가적인 속도와 가속도 성분이 유입되

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지대 궤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 동향은 함정의 운동을 고려하지 않고 내

부 영향 인자들의 변화만 고려하여 지지대 분산 궤적 

산출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시뮬레이션 연구가 우선 

진행되었고[1] 보다 정밀하고 상세한 궤적 예측 시뮬레

이션 방법과 이에 대해 시험을 통한 입증이 진행된 

바 있다[2]. 한편, 함정 운동을 고려한 경우에서 발사체 

분야에서는 함정 운동까지 고려한 발사체의 발사 초

기 안정성 확보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

되었으나[3] 발사체용 지지대의 분야에서는 함정 운동

까지 고려한 지지대 궤적 예측 관련 연구가 미비한 

수준이었고 단순히 함정 운동에 의한 발사 장치의 고

각 변화만 가정하고 발사체 추력이 최대 또는 최소 

그리고 고각이 최대 또는 최소일 경우의 조합으로 지

지대의 궤적 변화 추이 정도를 산출하는 연구 정도만 

진행되었다[4]. 그러나 함정 운동에 의한 지지대의 속

도 및 가속도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궤적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함정 운동까지 고려한 지지대 궤적 예측 방법을 정

립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해상 상태에 따른 

함정의 운동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심한 조건에 해

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최적화 이론을 사용하여 

수식화 하였다. 이 수식화된 함정 6자유도 운동값을 

이용하여 지지대에 유입되는 추가적인 속도 및 가속

도 성분을 산출하였다. 이들 성분들을 참고 문헌[2]에

서 수식화된 지지대 분산 궤적 예측식에 추가하여 함

정 운동을 포함한 식을 유도하였다.

  한편, 지지대의 분산 궤적은 각종 관련 변수들 때문

에 아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지지대의 궤적

과 함정과의 간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지대 궤적

이 최소 또는 최대로 분산-상승-낙하하는 궤적 범위를 

산출한 후 이 범위와 함정의 배치 구조를 비교하면 

간섭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

에서는 ‘궤적 범위 함수’를 유도하여 지지대 궤적에 

대한 범위를 산출하였으며 함정과의 간섭 여부에 대

한 판단에 적용하였다.

2. 함정의 6 자유도 운동 및 수식화

2.1 함정의 6 자유도 운동

  Fig. 2는 함정의 6 자유도 운동을 정의한 것으로 /

/축에 병진 운동으로는 각각 surge(x)/sway(y)/heave 

(z)이며, 회전 운동은 각각 roll()/pitch()/yaw() 이다. 

이 운동들의 크기는 해상 상태(sea state), 함정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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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finition of ship motions in 6-DOF 

  여기서, 해상 상태는 파도의 높이와 풍속의 크기에 

따라 분류 되며 다음 Table 1과 같다. 이는 “Douglas 

sea scale”과 “Beaufort scale”로 알려진 것이다.

  Table 1. The wave height and wind speed at the 

state of sea

sea state 
number

wave height [m] wind speed [m/s]

range mean range mean

0~1 0-0.1 0.05 0-3.1 1.6

2 0.1-0.5 0.30 3.6-5.1 4.4

3 0.5-1.25 0.88 5.7-8.2 7.0

4 1.25-2.5 1.88 8.7-10.8 9.8

5 2.5-4 3.25 11.3-13.9 12.6

6 4-6 5.00 14.4-24.1 19.3

    Fig. 3. 6 DOF motion data of ‘A’ naval ship 

(sea state 6)

  Fig. 3은 해상 상태 6 일 때 ‘A’ 함정의 6자유도 운

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예이다. 함정이 정지 상태이고 

선측 방향으로 바람 및 파도의 영향을 받는 조건이며 

이 때 함정의 운동이 가장 큰 경향을 가진다. 병진 운

동은 heave 값이, 회전 운동은 roll 값이 큰 경향을 가

진다.

2.2 함정의 운동 수식화

  Fig. 3에서 함정 운동 전 구간에서 발사체의 발사가 

가능하진 않고 특정 롤 변화율() 이하로 제한을 두

는 점과 후에 기술되는 내용과 같이 함정의 각속도 

가 클수록 지지대의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점

을 감안하여 해상 상태 6 일 경우 가장 심한 운동 상

태일 때를 추출하면 다음 Fig. 4와 같다.

  각 방향의 운동은 정현파 형태이며, 최댓값들은 동

시에 일어나지 않고 서로 위상차를 갖는 형태를 가진

다. 정현파의 형태를 가지는 각 방향의 운동을 수식화

하기 위해[5] 운동 방정식의 기본 형태를 식 (1)과 같이 

가정한 후 함수 최적화 기법인 Levenberg-Marquardt 방

법을 사용하여 각 방향 에 대한 식 (1) 계수 ,  , 

 , 
를 추출하였으며, 식 (1)에 대한 해는 식 (2)와 

같다.

Fig. 4. Ship motion(sea state 6)

 
    cos

  (1)

여기서,   = 1(surge), 2(sway), 3(heave), 4(roll), 

5(pitch), 6(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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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이며,  와 

는 각각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값이다. 즉, Fig. 4의 각 

시간 대 변위값들   이 있을 때 모델 파라미터를 

       , 모델을      즉 식 (1), 오차

(residual)를   
라 하고 최소화시키고

자 하는 목적 함수를   라고 할 때 목

적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해는 Levenberg-Marquardt 알

고리즘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얻어진 모델 파라미터 

값을 식 (2)에 대입하면 시간 대비 함정의 운동을 수

식화 할 수 있다.

  Fig. 4의 각 실선들은 Fig. 3에서 추출된 함정 운동

의 실제값이며, 각 점으로 표현된 것들은 식 (2)를 통

해 얻은 것으로 실제값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함정의 6자유도 운동에 대한 함정의 임의의 

점   의 변위값은 Fig. 1의 좌표계를 기준으

로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6]. 여기서 c는 

cos, s는 sin을 나타낸다.


 





 





 




 (3)

3. 지지대 분산 궤적 수식화

3.1 발사 장치 및 지지대 설치 위치와 좌표계

  Fig. 5는 함정의 운동이 발생하고 있는 임의의 시간 

일 때 함정에 설치된 발사 장치의 형상과 함정의 운

동을 기술하기 위한 좌표계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준 좌표계는 축이며 축은 함정

의 COF(center of flotation)와 같은데 즉, 이 축의 원점

을 기준으로 함정은 6자유도 운동을 하게 된다. 함정

의 운동이 없을 때  축과  축의 원

점은 같다. 한편 발사 장치의 끝단 지점은 축

에서  만큼 이격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끝단 지

점에서 지지대는 발사 장치에서 벗어나 분산된다.

  Fig. 5. The coordinate system for ship motion at 

  

  기준 좌표계  에서  좌표계는 함

정의 병진운동으로 인해 의 변위가 발생하고, 동시

에  축의 원점을 기준으로 인 회전 각속도

로 함정은 회전운동을 한다. 지지대의 운동 즉 궤적을 

표현하기 위해 Fig. 5에서는  좌표계와   

그리고 Fig. 6에서는 ′′′  좌표계를 정의한다. 

′′′좌표계는 지지대의 이탈방향(′ )과 지지대의 

스프링에 의한 분리방향(′′ )을 나타내며 좌표

계는 발사고각()를 이용하여 ′′′에서 좌표계 변

환을 한 것이다.  좌표계는  좌표계와 

나란한 방향이나 발사장치 끝에 부착된 좌표계이다.

Fig. 6. The configuration of sabot in canister

  또한 Fig. 6에서 발사장치 세부 형상과 좌표축, 그리

고 발사체 길이 및 단면 방향으로 설치된 지지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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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 길이 방향으로 3개소에서 발사체를지지

하고 있고 단면으로는 3개소에서 발사체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발사 장치의 발사 고각()은 35도이다.

3.2 지지대의 물리적 특성

  본 논문에서는 Fig. 6에서 실제 함정과의 간섭과 가

장 관계가 있는 지지대 a, b, c, d에 대해서 분산 궤적

을 산출하였다. Table 2에는 지지대의 길이방향 위치

와 단면 위치를 정리하였으며, 는 지지대의 설치각

도를 나타낸다.

Table 2.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abots

category
sabot

a b c d

position
′[m] -1.6 -1.6 -3.5 -3.5

[deg] 180 -53 180 -33.8

weight[kg] 1.3 1.3 2.0 1.1

area[m2] 0.016 0.016 0.024 0.012

3.3 지지대 분산 궤적

  함정에서 발사되는 발사체에 사용되는 지지대는 다

음과 같은 속도와 가속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① 발사체와 같이 발사 장치를 이탈할 때의 속도 및 

지지대에 설치된 스프링에 의한 분리 속도

② 발사 장치 이탈 후 중력 가속도와 화염에 의한 감

가속도

③ 지지대가 발사 장치를 이탈하는 순간에 함정의 병

진/회전 운동으로 인해 유입되는 속도와 가속도

3.3.1 지지대 분산 궤적 기본 메커니즘

  Fig. 7은 지지대 a, b를 예로 기본적인 궤적 메커니

즘을 설명하기 위해 지지대가 발사장치를 이탈한 순

간을 나타낸 것으로 지지대 a는 이탈 순간의 발사체 

속도와 동일한 초기 이탈 속도 ′를 가지며 별도 그

림에 표기된 것과 같이 동시에 스프링으로 인해 분리

속도 ′를 가지며 중력가속도 g로 인해 포물선을 그

리며 낙하한다. 지지대 b는 설치각도 로 인해 지지

대 a와 달리 분리속도 ′ 성분으로 인해 측면으로도 

분산되는 궤적과 아래로 낙하하는 궤적이 복합된 포

물선 궤적을 그린다. 그러나 실제 궤적 예측은 이탈시 

발사 장치 내부의 마찰력, 발사체 후류 화염 등의 감

속도 및 감가속도 성분들과 필요시 바람의 속도에 의

한 가속도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야 한다.

Fig. 7. The basic mechanism of sabot-trajectory

3.3.2 함정 운동 유무에 따른 지지대 분산 궤적

3.3.2.1 함정 운동 미고려시 지지대 분산 궤적

  함정 운동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참고 문헌[2]에서 

발사체 발사시 마찰력, 후류 화염의 영향 등을 고려한 

지지대 분산 궤적은 식 (4)와 같다. 여기서, ′는 마

찰력 등에 의한 감속도 성분이고, ′′는 스프링에 

의한 분리속도의 감속도 성분이다.

  ′′′ 는 중력가속도 ′ ′ 에 더하여 발사체 

후류 화염 등에 의해 발생되는 각 방향의 감가속도 성

분이다.

′  ′ ′ 


′ 

′  ′ ′ 


′ ′

′  ′ ′ 


′ ′

 (4)

3.3.3.2 함정 운동 고려시 지지대 분산 궤적

   좌표계를 기준으로 지지대가 이탈하는 순

간 식 (4)에 의한 지지대 속도 및 가속도에 추가하여 

함정의 운동으로 인해 Fig. 4와 같이 임의의 함정 운

동 시간  일 때 회전 운동에 의한 각속도가 부가되

므로 지지대의 속도벡터는 다음 식 (5)와 같다[7].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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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한편, 식 (6)은 지지대 이탈 순간의   를 포함

한 가속도 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식 (6)에서 우변의 

2번째 항은 코리올리 가속도에 해당되며 마지막 항은 

중력가속도이다.

 
 ×

× × 
×




 (6)

여기서,

       

  
      ,      



  단, 
는 지지대가 발사 장치를 이탈한 직후에는 

더 이상 함정 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0의 값을 

가진다.

  식 (5)과 식 (6)을 이용한 지지대의 분산 궤적식은 

다음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궤적식은 

지지대가 임의의 시간  일 때의 함정 운동과 발사체 

운동에 의한 초기 속도 및 가속도를 가지며,  시간동

안 궤적을 그리게 된다.

   


 

   


 

   


 

 (7)

  한편,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상 상태에 따

라 풍속이 작용하므로 지지대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 (8)과 같이 항력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하였고 식 (7)의 가속도항에   또는   

와 같이 크기와 방향을 고려하여 가속도항을 추가하

면 바람의 영향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

 


 




  (8)

  여기서, 는 항력계수(1.5) 및 는 공기밀도(1.25 

kg/m3)이다. ,  및 는 Tables 1, 2에 기

술된 바람의 속도와 지지대 무게 및 지지대 단면적을 

나타낸다.

3.3.3 함정 운동 고려시 지지대 가속도 분석

  해상 상태 6인 경우 식 (6)을 이용하여 임의의 시간 

 일 때 지지대 a, b의 가속도를 구하면 Figs 8, 9와 

같은데 함정 운동이 없을 때 참고 문헌[2]에서 구한 

가속도값과 비교하였으며 ‘min’과 ‘max’는 각각 발사

체 추진기관의 최소 추력일 때와 최대 추력일 때를 

뜻하며 각각의 추력값은 5.8 g와 9.4 g 이다.

Fig. 8. The acceleration data for time  (sabot a)

Fig. 9. The acceleration data for time  (sabot b)

  Table 3은 최소 추력인 조건에서 함정 운동이 없을 

때 각 지지대의 가속도값과 해상 상태 6일 때 함정 

운동 발생 시 각 지지대의 최소 또는 최대 가속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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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리 및 비교한 것이다. 지지대 a와 c의 경우 Z방

향에서 최대와 최소 가속도값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동폭이 가장 크며 각각 7.15와 10.7 수준이다. 한편, 

지지대 b와 d의 경우에는 Z방향으로도 변동폭이 크지

만 Y방향으로의 변동폭도 크며 b의 경우 (Y: 5.15, Z: 

5.66), d의 경우 (Y: 7.39, Z:8.12) 수준이다.

Table 3. Comparison of (m/s2) [with or without ship 

motion in minimum thrust condition]

category
sabot

a b c d

 0.0 -1.6 0.0 -2.8



min -0.61 -2.40 -0.94 -3.71

max 0.65 -0.75 0.96 -1.60

 -2.28 -0.06 -3.3 -1.92



mIn -4.05 -2.51 -5.86 -5.37

max -0.43 2.64 -0.46 2.02

+g -10.51 -9.68 -8.54 -9.64

+g
mIn -14.77 -13.10 -14.76 -14.42

max -7.62 -7.44 -4.06 -6.30

  Fig. 10은 의 변화에 따른 함정의 운동 데이터로 

Figs 8, 9의 지지대의 가속도 변동 경향과 비교해보면 

는  , 는   그리고 는 의 경향을 

따라가므로 이 대응되는 각속도들이 지지대 가속도 변

동의 주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Fig. 10. Ship motion data(roll & angular velocity)

4. 궤적 범위 함수 산출을 통한 함정과의 간섭 예측

4.1 발사체 배치 형상

  본 논문에서 분석한 발사체는 대부분 함정에서 Fig. 

11과 같이 선측을 바라보며 배치되며 주로 선수 선미 

방향에 함정의 다른 구조물 또는 장비가 배치된다.

  지지대 a와 c의 경우 ±X 방향으로 분산되는 양은 

크지 않으므로 낙하시 선측 끝단과의 간섭을 확인하

여야 하고, 지지대 b와 d의 경우에는 선측 끝단뿐만 

아니라 선수 또는 선미에 있는 구조물과의 간섭 여부

를 비교하여야 한다. 즉, 지지대 a와 c의 경우에는 

Y-Z 평면상의 궤적을 검토하여야 하고 지지대 b와 d

의 경우에는 X-Y 평면과 동시에 Y-Z 평면상의 궤적

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람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지지대 a, c의 경우에는 

Fig. 7에 도시된 Vwind 방향일 때 선측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줄게 되므로 식 (8)의 가속도 크기를 식 (7)의 

 에만 입력하면 되고 지지대 b, d의 경우에는 

Fig. 7에서 별도 그림에 제시된 Vwind 방향일 때 지지

대가 더 선수 또는 선미 방향으로 운동하므로 

에만 가속도의 크기를 입력하면 된다.

Fig. 11. The layout of projectile launcher



함정 운동이 포함된 발사체 지지대 궤적 및 궤적 범위 함수 산출을 통한 함정과의 간섭 예측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1권 제5호(2018년 10월) / 579

4.2 지지대 궤적 범위 함수 유도

  지지대는 지지대의 종류, 발사체 추력, 함정의 운동, 

외부 바람 등의 영향으로 매우 다양한 분산 궤적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추력의 경우 최소 추력일 때 

지지대 속도가 낮아 선측 및 선수와 선미에 근접 가

능성이 크므로 이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4.2.1 지지대 a 와 c

  지지대 a와 c의 경우 이탈 후 Y-Z 평면상에서 포

물선 궤적 형태를 가진다. 궤적 범위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우선 바람에 의한 가속도항을 제외한

식 (7)을 시간 에 대해 미분하면 이는 궤적의 기울

기에 해당된다. 지지대 궤적의 초기 기울기는 양의 

값에서 0이 된 후 음의 값으로 변한 후 낙하하게 되

므로 다음 식 (9)와 같이 기울기를 0으로 둔 후 양변

에 분모를 곱하면 시간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며 

이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면 

다음 식 (10)과 같다. 식 (10)은 기울기가 0이 되는 

시간 t를 구하는 함수에 해당하며,  만의 변수를 가

진다. 해상 상태 6일 경우 식 (10)에 대한 그래프는 

Fig. 12와 같다.







  

  
  (9)

  

   

±
  

      

(10)

Fig. 12. The variation of T for  (sabot a & c)

  식 (10)에서 과 일 때의 궤적과 참고문헌[2]의

실제 시험 궤적을 감안할 때 만이 물리적으로 의미

가 있으며  에서 를 최솟값(min)과 최댓값

(max)으로 만드는 값이 존재하게 된다. 즉, min과 

max의 물리적 의미는 지지대 궤적의 기울기가 빨리 

또는 늦게 0이 되는 것이므로 가장 낮게 상승하거나 

또는 가장 높게 상승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한 지지대 궤적을 구하면 지지대의 궤적 범

위를 판단할 수 있다. 해상 상태 6일 때  값을 최소/

최대화시키는  및 함정 운동 상태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maximum or minimum T satisfying zero 

slope of sabot-trajectory and ship motion 

data at that moment

category sabot a sabot c

Tmin

[sec] 2.18 10.0

//[deg] -3.92/0.11/1.20 0.06/4.65/0.70

//[deg/s] -6.59/-2.42/0.13 -11.08/-1.31/0.9

 /[m/s] 11.27/3.79 16.78/709

 /[m/s2] -1.27/-12.98 -0.46/-14.70

Tmax

[sec] 6.31 6.02

//[deg] 5.84/-1.32/-1.27 3.27/-2.04/-1.13

//[deg/s] 8.57/2.61/-0.42 8.95/2.31/-0.57

 /[m/s] 8.52/6.39 13.58/8.77

 /[m/s2] -4.00/-7.76 -5.86/-4.08

Fig. 13. The trajectories of sabot a in variou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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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은 해상 상태 6에서 지지대 a의 경우 Table 4

의 조건일 때의 궤적과 여기에 바람의 영향을 포함한 

경우의 궤적을 나타내었고 아울러 함정 운동을 고려

하지 않는 경우일 때 궤적과 비교하였다. 지지대 a의 

경우 바람은 –Y방향으로 불 때 지지대의 낙하거리를 

줄어들게 되므로 낙하거리는 9~12 m에서 바람으로 인

해 2 m 수준까지 변하게 된다.

4.2.2 지지대 b와 d

  지지대 a, c는 Z 방향으로 상승하여 하강하는 궤적

을 나타내므로 Y방향 이동거리가 주요 관심사이나 지

지대 b, d는 함정의 선수 및 선미 방향의 구조물과의 

간섭 여부가 주요 관심사이므로 지지대 b와 d의 X-Y 

평면에 대한 궤적에 대해 4.2.1 항과 같은 계산을 수

행하였고 도출된 궤적 범위 함수의 그래프는 해상 상

태 6의 경우에 Fig. 14와 같다.

Fig. 14. The variation of T for  (sabot b & d)

  지지대 b의 경우 는 음수이고 의 경우 3.75 ≤ 

 ≤ 7.95 구간에서 양의 값을 가진다. 이 구간에서 

  = 0를 만족하는 양의 이 존재하

며 이는  값이 큰 구간임을 의미한다. 한편 나머지 

구간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이 구간에서는 

  = 0를 만족하는  가 없음을 의미

하며 즉,   값이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는 X 방

향으로 꺾이는 양이 적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지대 d의 경우에는 는 음수이며 의 경

우 0 ≤  ≤ 1.05 및 2.65 ≤  ≤ 8.65인 구간에서 양의 

값을 가진다.

  Fig. 15는 지지대 b의 경우 해상 상태 6일 때 X-Y 

평면에서 의 최대 및 최솟값일 때의 지지대 궤적을 

나타내며, Fig. 16은 대응되는 Y-Z 평면에서 지지대 

궤적을 나타낸다.

  Figs 15,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정 운동의 유입 

및 바람으로 인해  = 4.0 m 기준으로  는 1.0 m 

정도 함수 또는 함미 쪽으로 이동하는 수준이다. Fig. 

15의 궤적과 함정 구조의  평면도를 비교함과 

동시에 Fig. 16의 궤적과 함정 구조의  평면도를 

비교하여 최종 간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Fig. 15. The X-Y trajectories of sabot b in various 

Fig. 16. The Y-Z trajectories of sabot b in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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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함정과의 간섭 확인

  지지대는 식 (7)과 같이 임의의 시간  일 때의 함정 

운동과 발사체 운동에 의한 초기 속도 및 가속도를 

가지고 발사 장치를 이탈하며 이탈 후 시간 동안 궤

적을 그리게 되고 동시에 함정의 임의의 점의 좌표는 

이 시간 동안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 동안의 

지지대의 궤적과 간섭이 예측되는 함정의 예상지점들

의 변위를 서로 비교하면 간섭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7. The Y or Z trajectories of sabot a(sea state 6)

Fig. 18. The Y or Z trajectories of sabot a(sea state 5)

  식 (2)와 식 (3)을 이용하면 지지대 이탈 순간을 기

준으로 시간 후의 함정 임의의 점들의 변위값을 산

출할 수 있다. Fig. 17은 해상 상태 6일 때 최소 추력

조건 및 Table 4에서 min과 max  조건시 지지대 a의 

궤적과 함정의 경계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min 조건

에서 Z 방향 궤적이 함정의 바닥과 만나는 시간일 때

(Fig. 17에서 ‘□’ 부위) Y 방향 궤적은 함정의 경계지

점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간섭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되나 max  조건에서는 Fig. 13에서도 예측되

었던 것처럼 함정의 경계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한편 Fig. 18은 해상 상태 5일 때 가장 악조건인 

경우에도 지지대 a가 함정의 경계지점을 벗어나는 것

으로 나타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함정 운동을 고려한 발사체 지지대 

궤적의 예측 및 지지대의 궤적 범위 함수를 이용한 

각 지지대의 궤적 범위를 산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함정의 운동으로 인해 지지대에 유입되는 속도와 

가속도를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후 함정

의 운동을 포함한 지지대의 궤적 예측 방법을 정

립하였다.

(2) 함정 운동이 없는 조건에서의 각 지지대 가속도값

을 기준으로 해상 상태 6인 경우 함정 운동의 유

입으로 인해 지지대 a와 c의 경우 지지대 낙하방

향인 Z방향 가속도의 영향이 크고 b와 d의 경우 

Z방향 뿐만 아니라 지지대 진행 방향인 Y방향의 

가속도 영향이 크다.

(3) 지지대 궤적의 기울기값 특성을 이용하여 지지대 

궤적 범위 함수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X-Y 및 Y-Z 평면에서의 각 지지대들의 궤적 범위

를 산출하였다.

(4) 산출된 궤적 범위를 이용하여 함정 운동에 의한 

함정 구조물의 변위값과 비교하여 지지대와 함정

이 서로 간섭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논문을 통해 기존 연구 대비 함정 운동까지 고

려한 지지대의 궤적을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지지대

의 궤적 범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함정과 지지대의 간섭 여부를 파악하여 발사체

의 운용성 증대 및 함정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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