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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compare numerical analyses made by Song and Kim needed for predicting gas and water filling with 
experimental results we conducted an experiment to recover a test projectile (43.7 kg with a 155 mm diameter) at 
a velocity of 775 m/s in a soft recovery system with a length of 179 m using pressurized gas and filled water. 
The soft recovery system consisting of a series of pressure tubes had a diaphragm, piston, and water plug for 
filling the pressurized gas and water. We installed a continuous wave Doppler radar system for velocity 
measurements of the test projectile travelling in the pressure tubes and pressure transducers for measuring the 
pressure in the soft recovery system. Continuous wave Doppler radar has the advantage of achieving real-time 
measurements of the velocity of a test projectile. The velocity-time curve of the test projectile, measured using the 
continuous wave Doppler radar, and the pressure profile were compared with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The 
experiment results show good agreement with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one-dimensional Euler 
equation with an HLL Riemann so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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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약의 발전 추세에 따라 기존 재래식 탄약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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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탄 형태의 탄약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

라 탄약 내부에 구동장치, 항법부, 및 유도부와 같은 

전자장비들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탄약의 

경우 유도탄과 달리 발사시 최대 15,000 G 이상의 고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능탄 내부에 장착되는 부

품의 내고충격성이 요구되었다[1-4]. 상기 부품의 내고

충격성 평가를 위해 탄약 내부에 시험품을 장착하고 

호수나 연안수 쪽으로 탄을 발사하거나 수직으로 포

탄을 발사하여 부드러운 입자가 깔린 회수영역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시험탄의 회수를 위해 Chung
은 여러장의 얇은 금속 판을 관통하도록 구성한 회수

장비도 개발하였다[5]. 하지만,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는 

시험 및 회수시 발생하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 시험체

에 가해지는 원치 않는 하중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U.S. Army, ARDEC에서는 탄도압축 감속장비를 이용

한 저감속 회수장비를 개발하였다[6,7]. 탄도압축을 이

용한 저감속 회수장비는 초음속 시험탄을 가스와 물

이 충진된 압력관에 진입시켜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압력증가를 이용하여 시험탄을 감속시키는 

장비이다.
  Song과 Kim은 탄도압축을 이용한 저감속 회수장비

에서 가스 및 물 충진량의 변화에 따른 시험탄의 감

속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HLL Riemann 솔버와 1차원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론적 해를 개발하였다[8].
  일반적으로 발사장비로부터 발사된 시험탄의 감속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속도 센서가 장착된 이력장

치를 사용하나[9-13], 저감속 회수장비에서 이력장치를 

이용할 경우 이력장치 회수시 손상 위험뿐 아니라 시

간 및 비용 측면에서도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감속 회수장비내 시험탄의 종말

속도와 감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및 물 충진량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 Song과 Kim에 의해 개발된 

이론적 해가 초음속으로 발사된 155 mm 시험탄의 

실험 결과와 유사한지 비교하였다. 즉, HLL Riemann 
솔버 및 1차원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한 수치해석 결

과와 저감속 회수장비에서 CW(Continuous Wave) 도

플러 레이다에 의해 실시간 계측된 시험탄의 속도를 

비교하여 수치해석 결과가 타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저감속 회수장비의 가

스 및 물 충진량 조건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하였다.

2. 저감속 회수장비

2.1 시험장비 개요

  저감속 회수장비는 가속장비에서 발사된 시험탄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장비이며 Fig. 1과 같이 총 길이 

179 m에 6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 회수장비내에는 

압력센서 10개와 CW 도플러 레이다 1개가 있어 시험

탄이 압력관 내부를 이동하는 동안 압력이력과 속도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감속 회수장비는 시험탄이 초음속으로 이동할 때 

전방에 충격파가 발생하여 시험탄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충격파 후방, 즉 시험탄 전방의 압력이 상승

함에 따라 감속도가 증가한다.

Fig. 1. Schematic figure of soft recovery system

2.2 시험장비 구성

  가속장비로 155 mm 시험탄 발사가 가능한 K9 자주

포 무장을 사용하였다. K9 포신 끝단에는 밴드커터가 

장착되어 시험탄 발사시 동밴드를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속장비와 저감속 회수장비 사이에는 시

험탄이 발사될 때 발생하는 추진가스와 미연소 추진

제가 압력관 내부로 진입하지 않도록 이격시켰다.
   회수장비는 1 m, 3 m, 6 m의 압력관을 조합하여 6
개 구간으로 구성하였다. 압력관 이음매 사이에는 Fig. 
2와 같이 오링이 삽입되어 충진된 가스나 충격파 압

력이 압력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Fig. 2. Pressure tube interface

  저감속 회수장비는 Table 1과 같이 기능별로 6개 구

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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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ngth of SRS(Soft Recovery System) section

Section Length (m)

GVT(Gas Vent Tube) 3

PET(Projectile Entrance Tube) 30

HPT(High Pressurized Tube) 103

WFT(Water Filled Tube) 31

WST(Water Spout Tube) 6

WB(Wedge Brake) 6

  가스 배기관(GVT)은 3 m 길이의 압력관으로 슬롯

이 원주방향으로 배치되어 장약의 추진가스가 배기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가스 배기관 진입구는 발사체

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건한 지지대로 구성되

었으며 시험탄이 압력관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

록 하는 역할을 한다.
  상압관(PET)은 시험탄 진입에 따른 충격파 발생과 

공기 압축을 위한 6 m 압력관 5개로 구성된다. 상압

관과 고압관(HPT) 사이에는 노치(notch)가 있는 격막

(AL1050, 2T)이 삽입되며 격막은 충진된 가스가 누설

되지 않도록 압력관에 이중으로 오링이 삽입된다. 시험

탄이 상압관에 진입하면 격막은 파열압(burst pressure)
을 초과하는 충격파가 도달하기 전까지 충격파를 반

사시켜 시험탄을 감속시킨다. 시험탄과 격막 사이를 

왕복하는 충격파의 크기가 파열압을 초과하면 격막은 

파열한다.
  고압관(HPT)은 가스가 충진되는 구간으로 전체 압

력관 중 길이가 가장 긴 구간(103 m)이다. 전방에는 

격막과 후방에는 전단링이 있는 피스톤이 배치되어 

가스 누설을 방지하며 충격파를 반사시켜 시험탄을 

감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Fig. 3에 압력관 내부에서 

진행하는 시험탄과 피스톤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격파

의 진행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Fig. 3. Concept of shock wave in pressure tubes

  물 충진부(WFT)는 31 m의 압력관으로 구성되며 시

험 조건에 따라 약 10 kg ~ 30 kg의 물이 충진되며 

댐을 설치하여 피스톤이 진행하기 전까지 물을 가둘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피스톤이 충격파에 의해 전단

되어 이동을 시작하면 충진된 물의 질량이 피스톤에 

더해지고 물기둥이 형성되면서 물과 압력관 내부 표

면사이에 마찰력이 증가한다. 피스톤은 마찰력에 의해 

감속하며 충격파는 시험탄과 피스톤 사이를 왕복하면

서 시험탄을 감속시킨다.
  토출부(WST)는 6 m 압력관으로 원주방향 및 축방

향에 슬롯이 있어 충진된 물이 피스톤에 의해 토출되

는 영역이다.
  쐐기 브레이크부(WB)는 3단의 마찰바로 구성되며 

마찰력에 의해 시험탄을 최종 감속시킨다. 쐐기 브레

이크부에서 시험탄이 멈추지 못할 경우 모래 회수부

로 진입한다.
  Fig. 4에 저감속 회수장비 전경을 나타내었다.

Fig. 4. Soft recovery system

2.3 CW 도플러 레이다 구성

  CW(Continuous Wave) 도플러 레이다는 Fig. 5와 같

이 급전부, 송수신부, 신호처리부로 구성되며 각각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시험탄의 속도 및 

거리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CW 도플러 레이다는 시

험탄에 연속적으로 전파를 송신하여 주파수 변이를 검

출함으로써 속도를 계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14,16].

Fig. 5. Layout of the CW doppler radar

  급전부(feeder unit)는 압력관 내부로 전파를 송수신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상압관 입구 상부에 Fig. 6과 

같이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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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W doppler radar apparatus installed on PET 

tube

  송수신부(transceiver unit)은 연속파(Continuous Wave)
를 생성하여 급전부를 통해 송신하고 압력관내 시험

탄 후방에 반사되어 급전부를 통해 수신한다.
  신호처리부(Signal processing unit)는 송수신부가 연

속파를 생성하도록 직접디지털합성기를 제어하며 전

파 신호를 수신하여 도플러 주파수를 추출한다. 인터

페이스부는 추출된 도플러 주파수를 연산하여 시험탄

의 속도 및 거리를 도시한다.
  저감속 회수장비는 실린더 형태의 압력관을 이용하

여 시험탄을 감속시키기 때문에 압력관을 원형 도파

관(Circular waveguide)으로 볼 수 있다. CW 도플러 레

이다의 급전부는 압력관 내부로 전파를 송수신하며, 
압력관 내부에서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가지 고차모드

(higher modes)가 전파될 경우 각각의 모드에 따라 전

파속도가 다르므로 시험탄의 속도 및 거리를 정확하

게 계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dominant mode(TE11)만이 

여기되도록 급전부는 1.4 GHz 대역을 사용하였다. 
Dominant mode란 cutoff 주파수가 가장 낮은 mode를 

뜻하며 압력관 내부에서 cutoff 주파수보다 작은 주파

수는 전파되지 않게 된다.
  도플러 방식의 측정 원리는 속도 계측 송수신 주파

수 변이를 검출하는 것이다. RF 계측장비의 송신주파

수는 1.4 GHz로서 관내 파장(λg)은 식 (1)과 같다. Vp

는 TE11 모드에서의 관내 위상 속도(5.06E8 m/s)이며, 
Freq.는 사용 주파수(1.4 GHz), c는 광속을 의미한다.

 

  (1)

  

  (2)

  샘플링 주파수는 100 kHz로 도플러 주파수(Fd)를 검

출하며 측정 데이터는 AD 샘플링 12 bit로 변환된다. 

도플러 주파수(Fd)와 대상체 속도(Vr)와의 관계식은 식 

(3)과 같다. 따라서, 측정된 주파수 성분을 이용하여 

시험탄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   (3)

  CW 도플러 레이다의 기록시점은 도플러 신호가 감

지되는 시점인 시험탄이 상압관(PET)에 진입할 때이다.

2.4 압력센서 구성

  압력센서는 상압관에 3개를 배치하였고 고압관에 7
개를 배치하였다. 압력센서는 동적 압력 환경에 사용

이 가능하도록 실리콘 집적 센서 타입을 사용하였다.
  상압관과 고압관 후방의 3개 압력센서는 격막 전방

과 피스톤 전방에서의 압력 이력을 계측하기 위해 1 
m 이내에 배치하였으며 압력 강하 시간을 이용하여 

시험탄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17]. 각 압

력센서의 위치는 CW 도플러 레이다 위치를 기준으로 

Table 2와 같다. 압력센서는 시험탄이 K9 강내에서 발

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압력이력을 기록하도록 구성

하였다.

Table 2. Pressure transducer locations

Pressure 
Transducer No.

Distance from 
CW doppler radar

#1 (PET) 28.16 m

#2 (PET) 28.76 m

#3 (PET) 29.11 m

#8 (HPT) 131.16 m

#9 (HPT) 131.76 m

#10 (HPT) 132.11 m

3. 시험 결과 및 고찰

3.1 시험 조건

  저감속 회수장비에서 CW 도플러 레이다 계측을 통

해 시험탄에 대한 감속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Table 3
과 같이 시험탄, 장약, 격막, 피스톤, 가스압 및 물 충

진량 조건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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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st conditions of test projectile firing

Projectile Propellant

Diaphragm
thickness
/notch 
depth

Piston
mass

(rubber,
wood)

Gas 
Pressure/

Water 
Mass1)

Test 
Projectile
(43.7 kg)

K677
No.5

2 mm /
0.9 mm 4 kg 62 psi /

25 kg

1) 고압관과 물 충진부의 가스압(psi)과 물 충진량(kg)

  시험탄은 Fig. 7과 같이 513.2 mm의 길이에 43.7 kg
의 질량을 가지며, 내부에는 알루미늄 더미를 삽입하

여 155 mm 양산탄과 유사한 질량으로 제작하였다. 시
험탄의 재질은 Steel 4340이며 38 mm 폭의 동밴드가 

하단에 용접되어 있다. 시험탄은 K9 강내에서 발사시 

장약에 의한 압력(약 35,000 psi)을 받으며, 관내에서는 

이론적으로 2,000 psi 이하의 반사충격파 압력이 시험

탄 전방에 적용되므로 시험탄이 압력관내를 이동하는 

동안에는 구조건전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7. SRS test projectile shape and dimension

  K9 포미조립체 약실내 강내압력은 내부에 설치된 

압력센서로 실시간 계측되며, 상용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가 획득된다. 추진 장약은 K677 단위장약 #5호를 

사용하였다.
  격막은 2 mm 두께로 제작되며 노치 깊이는 0.9 mm
를 적용하였다. 피스톤은 나무와 고무를 적층하여 4 
kg의 중량으로 제작하였으며 전단링이 장착되어 충격

파에 의해 전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2 시험 결과

  시험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시험탄 속도는 

상압관 입구에서 CW 도플러 레이다에 의해 775.4 m/s
의 시험탄 속도를 계측하였으며 쐐기 브레이크부에서 

멈추었다. 강내 압력은 33,450 psi로 계측되었다.

Table 4. Test results of SRS projectile firing

Velocity1)

(m/s)
Chamber 

Pressure2) (psi)
Residual 
Velocity

775.4 33,450 0 m/s

1) 상압관 0.54 m 통과시 계측값(CW 도플러 레이다 계측 결과)
2) K9 무장의 약실내 최대 압력값(압력센서 이용)

  K9 포에서 발사된 시험탄은 Fig. 8과 같이 쐐기 브

레이크부 2단에서 회수되었다. 탄체에 균열이나 변형

은 발생하지 않았고 탄체 동밴드는 밴드커터에 의해 

제거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8. Test projectile captured at wedge brake

  상압관과 고압관 사이에 설치된 격막은 Fig. 9와 같

이 시험전에는 노치가 있는 상태로 설치되었다가 시

험탄이 통과한 후에는 왕관 형태로 회수되었다. 이는 

충격파로 인해 파열된 격막을 시험탄이 통과하면서 

압력관 내벽방향으로 벌려주기 때문이다.

Fig. 9. Diaphragm(left: before test, right: af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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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관과 물 충진부 사이에 설치된 피스톤은 Fig. 
10과 같이 전단링과 피스톤이 한 몸체로 되어 있다가 

충격파에 의해 전단링이 전단되면 피스톤은 물을 밀

어내면서 회수장비 외부로 이동하여 모래 회수부로 

진입하였다.

   Fig. 10. Piston(before test), shear ring, piston 

recovered(after test)

  CW 도플러 레이다를 사용하여 Fig. 11과 같이 시험

탄의 속도 및 거리 이력을 계측하였다. 도플러 계측 

결과에서 시험탄의 이동에 따라 측정된 도플러 주파

수를 기준으로 대상체의 순간속도를 계산하고 순간속

도를 기준으로 누적거리를 계산하였다.

Fig. 11. Velocity and distance time history results(raw 

data) of test projectile

  Fig. 12 및 13에 각각 상압관과 고압관의 압력이력을 

나타내었으며 충격파의 발생과 반사 충격파의 생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험탄이 압력센서 위치를 지

난후 급격한 압력강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시험탄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상기 시험을 통해 탄도압축식 저감속 회수장비가 

초음속 시험탄 회수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압력관 내부를 원형도파관으로 가정하여 시험탄 속도

를 CW 도플러 레이다를 통해 계측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Fig. 12. Pressure time history measurements 

(pressure transducer #1 ~ #3)

    Fig. 13. Pressure time history measurements 

(pressure transducer #8 ~ #10)

4. 해석적 모델 및 결과 고찰

4.1 수치해석 모델 개요

  초음속으로 발사된 시험탄이 회수장비로 진입하면 

시험탄의 빠른 이동속도로 인해 충격파가 발생하며 

압력관 방향을 따라 수평으로 전파된다. 충격파는 시

험탄의 전방에서 발생하여 진행방향의 격막 및 피스

톤에서 반사되고 반사된 충격파는 시험탄의 선두부에 

작용하는 유동압력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시험탄을 감

속시킨다. 식 (4)와 같이 오일러 방정식을 지배방정식

으로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회수장비 전체에 

대한 일차원 고정격자계를 설정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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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때 보존변수 벡터  와 유량 벡터  는 식 (5)와 

같다. 와 는 유동의 밀도와 압력이고 는 방향의 

유동속도, 는 단위 질량당 전에너지로 내부에너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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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파와 같이 유동에 불연속성이 포함되는 경우 

초기치 불연속 문제인 Riemann 문제를 적용할 수 있

다. 아울러 Godunov 기법에 따라 이산화된 적분 형태

로 표현하면 식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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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HLL Riemann solver에 의한 해는 파

속인 SL과 SR에 의해 3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구간에서 보존변수가 계산되며 식 (7)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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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탄의 속도와 변위는 식 (8)과 같은 운동 방정식

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8)

  여기에서 Mproj은 시험탄의 질량, 오일러 방정식으로

부터 계산되는 Pproj는 탄두부에 작용하는 압력, Patm은 

시험탄 후방에 작용하는 대기압이고 Aproj는 시험탄의 

단면적이다.

4.2 CW 도플러 계측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의 비교

  시험탄 속도에 대해 이론적/실험적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Table 5와 같이 시험 조건과 동일한 변수

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와 CW 도플러 계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CW 도플러 주파수 수신값에는 노

이즈가 포함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요구되며 본 연구

에서는 Averaging 필터(평균갯수: 50개)와 Kalman 필터

(Process Noise Variance: 0.10, Measure Noise Variance: 
2.00)를 이용하여 CW 도플러 계측값을 보정하였다[18].

Table 5. Parameters of numerical analysis

Parameter Value

Projectile mass(kg) 43.7

Burst pressure,diaphragm,piston(psi) 120

Gas pressure(psi,) 62

Water filled mass(kg) 25

Piston mass(kg) 4

  Fig. 14에 시험탄의 CW 도플러 계측에 의한 속도

와 이 속도에 의한 거리 결과를 수치해석 결과와 함

께 도시하였다. 각 데이터를 동일한 시간축에서 비교

하기 위해 시험탄이 상압관(PET) 입구, 즉 CW 도플

러 레이다 하부를 통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

였다.
  속도 측면에서 수치해석의 첫 번째 변곡점은 격막

이 설치된 30 m 위치에서 0.04초에 발생하며 속도 차

이는 3.55 m/s로 수치해석 결과가 더 크다. 두 번째 

변곡점은 피스톤이 있는 130 m 위치에서 0.21초에 발

생하며 속도차이는 27.41 m/s로 수치해석 결과가 더 

크다. 수치해석 결과에서 속도값은 분명하게 감속도에 

의해 속도의 기울기가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CW 도플러 레이다에 의한 시험탄의 계측결과는 상압

관 격막에서의 변곡점만을 보여주며 피스톤 부근에서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계측된 시험탄의 속도와 수치해석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시간은 0.18초이며, 이시간은 피스톤이 파열

되어 이동하는 시간과 동일하다. 즉, 수치해석에서 피

스톤의 이동속도가 실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다면 

시험탄의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피스톤의 거동에 대한 수치해석 모

델의 보다 정확한 모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수치해석에서 계산된 반사 충격파의 크기가 실제 

실험에서는 높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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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같이 본 실험에서 시험탄이 피스톤 위치로 접근

할 때 수치해석 결과와 같은 급격한 속도의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압력관 내부에서 감속도를 최소

화해야 하는 실험자 관점에서 좋은 효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거리측면에서는 0.26초 이후에 속도 차이에 의해 거

리의 차이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W 도

플러 계측에 의한 속도 차이에 의해 누적된 거리 결

과는 5 m 내외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속도와 거리값의 비교는 CW 도플러 계측

값과 수치해석 결과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 14. Comparisons of CW doppler radar 

measurements and numerical analysis 

results of test projectile

  Fig. 15는 감속도 결과값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CW 도플러 계측 속도의 미분값을 이용하여 수치 해

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수치해석에서 도출된 감속도 

결과가 CW 도플러 레이다의 속도 결과처럼 검증 및 

비교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치해석의 경우 

최대 감속도는 0.04초(격막 부근)와 0.21초(피스톤 부

근)에서 발생하며, Fig. 14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 시

간과 일치한다. 즉, 시험탄의 감속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사충격파가 시험탄 전방에 부딪힌 시간이다. 
하지만, CW 도플러 계측에 의한 감속도 값은 RF 계

측에 의한 특성으로 인해 고주파수 성분이 다수 나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에 최대 감속도와 발

생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격막 및 피스톤 부근에서 

감속도의 경우 RF 계측 특성에 의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mparisons of max. deceleration between 

CW doppler and numerical analysis

Result
Max.

Deceleration
Time

CW doppler 2,791 G 0.0351 sec

Numerical analysis 499.5 G 0.2157 sec

Fig. 15. Comparisons of deceleration between CW 

Doppler radar differentiate and numerical 

analysis

4.3 압력 계측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의 비교

  압력센서를 이용한 시험탄의 속도 계산은 Fig. 12 
및 Fig. 13의 압력이력 결과를 이용하였다. 압력이력 

결과에서 시험탄이 통과한 후 대기압(14.7 psi)이하로 

떨어지는 시간과 압력센서(#1~#3, #8~#10)간 거리를 

이용하여 압력센서간 중심에서 시험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였다. Table 7 및 Fig. 16에 압력센서가 위치한 

거리 기준으로 CW 도플러 계측에 의한 속도, 수치해

석에 의한 속도, 및 압력센서에 의해 계산된 속도를 

함께 도시하였다. 압력센서 계측결과를 시간 축에 나

타내지 않고 거리 축을 이용한 이유는 압력결과를 이

용하여 시험탄의 상압관 진입시간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리에 따른 속도 변화를 비교해보면 격막 위치

(29.18 m)에서 CW 도플러 레이다 계측결과를 기준으

로 수치해석결과는 1.1 %, 압력센서에 의한 결과는 

-3.7 %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시험탄이 격막에 근접

할 때 수치해석 결과는 CW 도플러 레이다 계측결과

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압력센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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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탄 속도의 경우 수치해석 대비 오차가 상대적으

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압력센서의 경우 

0.95 m 이격된 위치의 2개 센서를 이용하여 평균속도

를 계산하였으며, 시험탄 통과시간 계산과정에서 오차

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시험탄 통

과에 따른 압력강하 기준값에 따른 시간과 실제 시험

탄이 통과한 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7. Comparisons of velocity between CW 

doppler, numerical analysis, and pressure 

transducers

Location

Velocity(m/s)

CW
dopper

Numerical
analysis

pressure 
transducer(avg)

29.18 m 737.35 745.76 710.01

132.18 m 286.39 288.49 279.58

Fig. 16. Comparisons of velocities between numerical 

analysis, CW Doppler radar, and pressure 

transducers

  피스톤 위치(132.18 m)의 경우 CW 도플러 레이다를 

기준으로 수치해석결과는 0.7 %, 압력센서에 의한 결

과는 -2.4 %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격막 위치에서와 

유사하게 수치해석 결과는 CW 도플러 레이다 계측결

과와 유사하였고, 압력센서는 다소 작은 속도값을 나

타내었다. 이를 통해 압력센서 위치를 통과하는 시험

탄 후방 압력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할 것

으로 보인다. 아울러 123 m 위치를 기준으로 수치해

석 결과는 변곡점을 보이나 CW 도플러 레이다 결과

에서는 변곡점 없이 시험탄이 감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해석상의 급격한 속도 기울기 변화는 

4.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제 실험에서는 속도의 

변곡점이 발생할 정도의 반사충격파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격막 및 피스톤 위치에서의 시험탄 속도 비교시 전

반적으로 CW 도플러 계측결과, 수치해석 결과 및 압

력 계측결과가 격막 및 피스톤 부근에서 4 % 이내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9 포에서 발사된 탄약의 회수를 위

해 개발된 저감속 회수장비의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계산된 가스 및 물 충진량은 시험

탄의 종말속도 및 감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이론적 해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된 이론적 해

를 검증하기 위해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시험 

장비에는 시험탄의 속도 및 거리를 계측하기 위한 

CW 도플러 레이다 및 압력센서를 장착하였고 수치해

석 결과와 비교를 위해 시험을 수행하였다. 초음속으

로 발사된 시험탄은 충진된 가스와 물에 의해 감속되

어 회수장비의 종말단에서 멈추었음을 확인하였고, 계

측된 시험탄의 속도 및 거리를 1차원 Euler 방정식과 

Godunov HLL Riemann Solver 방법의 수치해석 결과

와 상호 비교하여 이론적 해를 바탕하여 만들어진 수

치해석 결과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시험

탄의 속도에 따른 가스 및 물 충진량을 계산할 수 있

게 되었다.
  하지만, CW 도플러 레이다에 의해 계측된 감속도

는 수치해석에서 도출된 감속도와 비교가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

다. 아울러 수치해석에서 피스톤의 거동을 보다 정밀

하게 모사하여 실험결과와 차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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