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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충돌시 입사각에 따른 포탄의 거동 해석
Analysis of cannonball behavior for incident angle during collision with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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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155mm K307 포탄에 대해서 해상 발사 

시험이 수행되고 있다. 고속으로 발사된 포탄은 

파쇄되거나 입수 또는 도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1]. 이러한 현상은 포탄의 발사속도와 입사각 그리

고 해수면의 상대운동에 의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해수면에 대해서 입사각에 따른 

포탄의 속도변화와 거동을 해석했다. 연구를 통하

여 탄의 운동 현상을 예측하고 해상의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안전 구역을 설정하여 

원활한 사격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포탄이 해수면과 충돌할 때 입사각과 입사속도

에 따라 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항력이 포탄의 

자중과 관성력의 합보다 크게 되면 포탄은 도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입수가 된다.
해수면과 충돌 시 포탄의 z축 방향의 힘에 따라 

도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z축 방향의 힘은 식 

(1)과 같다[2].

 



 cos sin  (1)

여기서 는 물의 밀도,  는 포탄의 초기 발사속

도, 은 수면과 접촉하는 포탄의 면적,  은 

양력계수,   는 마찰계수,  는 포탄과 해수면 

사이의 각도이다.
포탄의 초기 발사속도와 도비 후 속도를 비교해

보면 포탄의 운동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포탄의 

축 방향에 대한 속도계수를 식 (2)에 나타내었다.

                
             (2)

여기서  은 포탄의 도비 후 속도,  은 초기 

발사속도이다.

3. 해석 및 결과

시험에 사용된 포탄은 155mm 곡사포용 K307 
포탄이다. Fig. 1은 포탄의 실제 사진이다[3].

Fig. 1 K307 cannonball

해석은 ANSY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여 입사각이 15° 이하의 

낮은 각도에서는 포탄이 도비되는 결과를 얻었다

[4]. 이번 해석에서는 입사각을 점차 증가시켜 입수

될 때의 각도를 알아보았다.
모델링한 포탄은 실제 포탄과 같은 크기로 하였

다. 포탄의 초기 발사속도는 928m/s, 각속도는 

125rad/s 이다. Fig. 2는 포탄의 입사각에 따른 축에 

대한 속도계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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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 axis 

(b) Z axis
Fig. 2 Speed coefficients during ricocheting

여기서 X축 방향은 포탄의 진행방향이고, Z축 

방향은 포탄의 수직방향이다. 입사각이 커질수록 

속도계수가 줄어들었다. 속도계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입사각이 20 ~ 24° 까지는 포탄이 도비되는 

결과를 얻었다. Fig. 3은 입사각이 24° 일 때 포탄의 

도비현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3 Motion of cannonball at incident angle 24°

해석 결과 입사각이 25° 이상일 때는 포탄이 도

비가 되지 않고 입수되었다. Fig. 4는 입사각이 25°
일 때 포탄의 거동을 나타내었다.

Fig 4. Motion of cannonball at incident angle 25°

그림에서와 같이 포탄이 도비되지 않고 입수되

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해석상 포탄의 변형스케

일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포탄이 휘는 

현상이 나타났다.

4. 결론

포탄이 해수면과 충돌할 때 입사각에 따라서 

도비 또는 입수가 된다. 이번 해석에서는 입사각에 

따른 포탄의 속도계수를 구하고, 이에 따른 포탄의 

거동을 분석했다. 주어진 조건에서 입사각이 25°
이상이면 도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포탄 발사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 결과와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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