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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face state change of ammunition generated during the storage period increases the surface roughness and this 
affects the flight of ammunition, but there are no research results quantitatively indicating this. In this study, the 
drag force for each Mach number of howitzer shells was calculated through CFD to which the surface data of the 
howitzer shell was applied, and analysis of trajectory was performed using drag force values as an input of the 
4th Runge-Kutta method, and the degree of decrease of the maximum range caused by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howitzer shell was estimat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maximum range of howitzer shell with 
high surface roughness was 1.12 % shorter than that of howitzer shell without roughn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surface roughness on the trajectory is not negligible.

Key Words : CFD(전산유체역학), Drag Force(항력), Maximum Range(최대사거리), Runge-Kutta Method(Runge-Kutta 법), 
Sand-Grain Roughness(Sand-Grain 거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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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은 적의 인원이나 물자, 사회 간접자본들을 파괴

시키기 위한 무기체계의 한 요소로 모든 무기체계의 

궁극적 목표수단이다. 특히, 곡사포탄은 전시에 보병

의 후방 지원화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체계

특성상 높은 최대사거리를 요구한다[1].
  탄은 생산 후 저장기간에 따라 화학성분이 변질되

기 때문에 성능과 안전성이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탄 표면의 경우 장기저장 시 페인트 도

막 손상, 발청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2,3]. 이러한 현상

은 탄의 표면 거칠기를 악화시키며, 거친 표면은 탄의 

비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나, 탄의 표면 거칠기가 탄

의 비행을 저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연구

결과는 탐색이 곤란할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곡사포탄의 표면 데이터를 

적용한 유동해석을 통해 곡사포탄의 마하수별 항력을 

산출하고, 이를 4차 Runge-Kutta 법의 입력값으로 하

여 탄도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곡사포탄의 표면 거칠기

에 의해 발생하는 탄 속력과 최대사거리에 미치는 영

향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2. 표면 거칠기 산출 기법

2.1 표면 데이터 측정

  본 연구에서의 곡사포탄은 표면의 발청정도에 따라 

A, B, C급으로 분류되었으며, A급 곡사포탄의 경우, 
발청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표면이 매끄러운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면 데이터는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하였으며, 레이저 센서는 볼스크류와 모터로 구성

된 수평이동장치에 장착되어 곡사포탄의 축방향으로 

병진운동하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Ogive Body

480 mm

22 mm

Fig. 1. Measured area

  측정 장비의 한계로 인해 데이터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Ogive와 Body의 길이(480mm)와 폭(22mm) 
내 표면에서만 수집하였다.
  곡사포탄의 표면이 곡면이기 때문에 레이저 센서에

서 수집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먼저, Python의 scipy모듈에서 최

소제곱오차를 계산하는 최적화 코드를 이용하여 동일

한 축방향 위치에서 원주방향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이 

그리는 추세선과 가장 유사한 원호를 갖는 원이 생성

되게 코드를 구성하였다. 이후, 생성된 원으로 표면 

거칠기를 도출하였으며,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4].

       (1)

식 (1)을 통해 산출된 와 의 모수들은 Table 1에 나

타내었다. C급 곡사포탄의 거칠기가 B급의 것보다 더 

큰 편차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Sand-grain 거칠기

  수집된 표면 거칠기를 유동해석에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유동해석은 곡사포탄의 

표면 거칠기를 등가의 Sand-grain 거칠기로 적용하였

다. Sand-grain 거칠기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

면에 지름 의 구형 알갱이가 있을 때를 가정하여, 
일부 변수들을 변경하는 식을 통해 표면 거칠기를 해

석에 반영할 수 있다[5].
  실제 표면 데이터로부터 Sand-grain 거칠기의 를 

산출하는 기법에는 평균, 실효값, peak-to-valley 등이 

있다. 여기서 peak-to-valley는 식 (2)와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표면을 측정방향으로 5등분하고 각 부

분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의 차를 계산하는 기법으로 

T. Adams[6] 등은 peak-to-valley 높이[7]가 적용된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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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nd-grain roughness configuration

Fig. 3. Peak-to-valley height

프 난류 유동 해석을 통해 식 (3)을 적용한 유동해석 

결과가 실험 결과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탄의 표면에서 같은 원주

방향으로 측정된 표면 거칠기 데이터셋들 각각에 식 

(3)을 적용하여 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값의 분포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Equivalent Sand-grain roughness

         (2)

   (3)

Grade Surface roughness Parameter(mm)

A Assumed to be smooth surface

B

Average absolute deviation 0.01068

Max 0.15177

Min -0.11529

Standard deviation 0.01380

C

Average absolute deviation 0.01206

Max 0.36831

Min -0.18863

Standard deviation 0.01619

Table 1. Surface roughness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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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alysis model of ammunition

3. 유동해석

3.1 해석방법

  유동해석은 상용코드인 Fluent 19.2로 진행되었다. 
Fig.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3면에 pressure-far-field를 

갖는 축대칭의 2D해석으로 진행하였으며, 탄의 회전

은 고려하지 않았다[8]. 등가 Sand-grain 거칠기는 Ogive
와 Body의 표면을 각각 32 등분하고, 각 부분의  평

균값들을 계산하여 분할된 표면들에 반영하였으며, 이

는 Fig. 6에 나타내었다.
  계산영역은 곡사포탄의 진행 방향으로 5 L, 반대방

향으로 10 L, 원주 방향으로 13 L의 크기로 생성하였

Fig. 6. Mean equivalent Sand-grain roughness

으며, 난류모델은 155 mm M107 포탄을 대상으로 한 

유동해석[9]에서 SA(Spalart-Allmaras) 모델보다 실험결

과에 더 유사한 해석결과를 도출한 k-ω SST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k-ω SST 모델을 적용한 

유동해석모델은 값을 1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

하기 때문에 표면과 인접한 지역의 격자 조밀도를 높

여가며 반복적으로 해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격자 의

존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면 거칠기를 적용하지 않

은 해석모델의 값이 곡사포탄의 모든 표면에서 1보
다 작은 격자 형상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는 

Fig. 5에 나타내었다[9-12].
  해석은 표면 거칠기별로 마하 0.4에서 1.7까지 0.1의 

단위로 총 42개의 케이스를 생성하여 진행하였으며, 
Fluent 19.2의 기본값인 26.85 ℃의 대기온도가 적용되

었다. 고도에 따른 공기의 물성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항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점성계수의 경우 

Sutherland 법칙을 통해 가변적으로 변하도록 설정하

였으며, 모든 케이스에서 곡사포탄의 축방향으로 걸리

는 항력을 산출하였다.

3.2 해석결과

  해석결과로 도출된 마하수에 따른 항력과 항력계수

는 Fig. 7-8 및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마하수가 낮

을 때에는 발청에 의한 표면 거칠기의 영향이 미미하

였으나, 마하수가 1.2 이상이 되면 마하수가 증가할수

록 항력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표면 거칠기가 적용된 곡사포탄들의 항력을 서

로 비교하면 표면의 거친 정도에 의한 차이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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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거칠기가 적용되지 않은 곡사포탄의 항력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곡사포탄과 같은 초음속 비행체를 대상으로는 

표면 거칠기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2. Drag coefficient depending on mach number

Mach

number

Drag coefficient

A B C

0.4 0.341517 0.347443 0.349418

0.5 0.348168 0.355121 0.357247

0.6 0.345827 0.353328 0.355343

0.7 0.343269 0.350993 0.352914

0.8 0.347319 0.355040 0.356847

0.9 0.377318 0.384296 0.385830

1.0 0.520773 0.527466 0.528838

1.1 0.566379 0.572908 0.574256

1.2 0.557290 0.563555 0.564831

1.3 0.537217 0.543163 0.544391

1.4 0.517179 0.522932 0.524086

1.5 0.496557 0.502147 0.503222

1.6 0.476816 0.482225 0.483233

1.7 0.457136 0.462477 0.463446

   Fig. 7. Drag force depending on mach number 

(0.4-1.7)

   Fig. 8. Drag force depending on mach number 

(1.2-1.7)

4. 탄도해석

4.1 해석방법

  곡사포탄의 회전축이 항상 탄도와 평행하다고 가정

할 때 항력에 의한 탄도와 탄 속력은 식 (4)-(8)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4)

         (5)

     (6)


  ×  (7)


  ×   (8)

여기서, 는 유동해석 결과로 산출된 값을 값에 

따라 선형보간하여 적용하였다.
  탄도해석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차의 

Runge-Kutta 법을 MATLAB으로 작성하여 수행하였다. 
Runge-Kutta 법은 고차 도함수를 계산하지 않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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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Taylor 급수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기법으로 

위의 식들을 4차 Runge-Kutta 법에 적용한 결과는 식 

(9)-(13)과 같다[13].

         (9)

       (10)

       (11)

       (12)

       (13)

  탄도해석을 위한 초기값은 Table 3과 같으며, 곡사

포탄의 중량은 93.5 lb(42.41 kg), 포구속도는 563 m/s
로 설정하였다[8,14].

4.2 해석결과

  탄도해석 결과를 Table 4와 Fig. 9-10에 나타내었으

며, 곡사포탄의 표면이 거칠수록 최대사거리가 감소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Table 5 및 Fig. 11-12
에 나타낸 곡사포탄의 전반적인 속력 감소로 인해 나

Table 3. Initial values

Property Value

Gravity acceleration () 9.81 m/s2

Mass of ammunition () 93.5 lb

Initial velocity 563 m/s

Gun elevation angle 45°

Interval step () 0.05

Table 4. Maximum range

Grade Max. range(m) Comparison with A(%)

A 9,831.9 -

B 9,742.8 0.91

C 9,721.8 1.12

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C급 곡사포탄의 

경우 최대사거리가 1.12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곡사포탄의 발청상태는 

사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곡사포탄의 

발청이 C급 이상으로 심각한 경우의 사거리 감소는 

더욱 크게 될 수 있으므로 탄의 저장 및 관리의 중요

성을 인식할 수 있다.

Fig. 9. Estimated trajectory(range 0~10,000 m)

Fig. 10. Estimated trajectory(range 9,400~9,900 m)

Table 5. Minimum velocity

Grade Min. velocity(m/s) Comparison with A(%)

A 170.59 -

B 169.37 0.72

C 169.06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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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elocity configuration according to flight time 

(0~55 s)

Fig. 12. Velocity configuration according to flight time 

(25~32 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표면 거칠기가 탄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레이저 센서로부터 얻어진 곡사포탄의 

상태별 표면 데이터는 등가의 Sand-grain 거칠기로 변

환되어, 유동해석에 적용되었다. 이후, 유동해석으로 

곡사포탄의 조건별 항력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항력

을 4차 Runge-Kutta 방정식에 적용하여 탄도를 추정하

였다. 그 결과, 표면 거칠기가 심할수록 항력이 증가

하였고, 곡사포탄의 속도가 더 빠르게 감쇠되었으며, 
사거리도 감소되었다. 특히, 표면이 매우 거친 C급 곡

사포탄의 경우 사거리가 1.12 %까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비행시간 전반에 걸쳐 탄의 속력

이 감소한 결과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탄의 회전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제 곡

사포탄의 형상에서 회전탄대를 미반영하는 등 단순화

를 진행하여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실제 탄의 형상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탄의 회전에 의한 마그누스 효과, 
고도에 따른 대기조건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과

를 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실험적 검증도 해볼 것을 

권장한다.

후        기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

가원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Grand ICT연구센터)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TP-2022-2020-0-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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