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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roll lock-in phenomena of a canard-controlled missile 

with freely spinning tailfins by applying Falanga’s roll-rate equation. To confirm and 

validate the accuracy of the results of the roll-rate and roll lock-in prediction for 

freely spinning tailfin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Blair's wind tunnel test data. 

For calculation of the roll-rate of freely spinning tailfins, rolling moment coefficients of 

the tailfins were obtained from the wind tunnel test data and roll-damping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by missile DATCOM. The roll-rate and roll lock-in of the freely 

spinning tailfins were calculated by applying these values to the roll-rate equation for 

freely spinning tailfins. The calculation results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wind 

tunnel test data, and the roll lock-in could be anticipated as well.

   록

본 논문은 자유회  테일핀을 갖는 커나드 유도 미사일에 해 Falanga의 회 율 계산

식을 자유회  테일핀에 용하여 자유회  테일핀의 roll lock-in 상을 측하 다. 

측 결과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하여 Blair의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 다. 자유

회  테일핀의 회 율 계산 시에 필요한 테일핀의 롤링 모멘트는 풍동시험 결과를 이용

하 고 롤 핑 모멘트는 missile DATCOM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이를 자유회  테일

핀의 회 율 계산식에 입하여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  Roll lock-in 상을 측하

으며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하 다. 검증결과,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  Roll lock-in 

상 측 결과가 풍동시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ey Words : Roll Lock-in Phenomenon(회 잠김 상), Roll-Rate(회 율), Fre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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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커나드를 이용한 유도 미사일은 작은 커나드 

변 에서 큰 힘을 가지며 구동기의 소형화가 가

능하여 시스템 설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커나드에서 발생된 후류는 테일핀

과 간섭되어 복잡한 공력특성을 보인다. 특히 커

나드에서 발생된 후류는 고정된 테일핀과 간섭되

어 유도 롤(induced roll)이 발생하게 되고 커나

드 조종과 반  방향의 역 롤(adverse roll) 는 

역 요(adverse yaw) 등이 발생하여 조종성을 상

실할 수도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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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을 방지하고 공기역학 인 불확실

성(uncertainty)을 이는 효과 인 방법으로 자

유회  테일핀(freely spinning tailfins)을 이용한

다. 이 방법은 테일핀 허 에 베어링을 설치하여 

동체 축 방향을 기 으로 자유롭게 회 하게 하

는 것이다. 이러한 테일핀의 자유회  문제는 기

본 으로 공기역학 인 문제와 동역학 인 문제

가 첩되는 물리 인 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다. 따라서 재에도 자유회  테

일핀을 갖는 유도 미사일의 공력특성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14]. 

자유회  테일핀을 이용함으로써 후류에 의한 

공기역학 인 불확실성은 어들었으나 특정 조

건에서 자유회  테일핀이 회 하지 않는 roll 

lock-in(회 잠김) 상이 발생하 다. roll lock-in 

상이 발생하면 유도하지 않은 측력(side force) 

 요잉 모멘트(yawing moment)가 발행하게 되

어 유도 조종  탄도궤  측에 어려움을 야기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에 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3-5, 13-19].

본 논문은 앞서 언 한 자유회  테일핀이 회

하지 않는 roll lock-in 상에 해 Falanga의 

회 율 계산식[2]을 이용하여 자유회  테일핀의 

roll lock-in 상을 측하 고 풍동시험 결과와

의 비교를 통해 계산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

다.

Ⅱ. 본  론

2.1 회 율 계산식

자유회 하고 있는 물체의 경우 정상상태에서 

롤링 모멘트(rolling moment)는

 Moments≡           (1)

이 되어야 함으로 아래의 식 (2)이 성립한다.

Moments      (2)







             (3)

AF, AD, BF는 각각 공기력(aerodynamic force), 

공력감쇠(aerodynamic damping), 베어링 마찰력

(bearing friction)을 나타낸다. 여기서 베어링의 

마찰력 은  비해 매우 작다고 하면 




≅ for ≪           (4)

이 되고, 식 (3)은




  for ≪  (5)

이 된다. 여기서  와 는 다음과 같고

 ∞               (6)

 ∞∞       (7)

각각의 값을 식 (5)에 입한 후 정리하면, 최종

으로 Falanga의 회 율 계산식이 된다.

∞





 for ≪       (8)

이 식은 자유회 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회 율과의 계식으로 ,  계산을 통

해 측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식 (8)을 회 율

()에 해 정리하면 식 (9)와 같다.

 

∞
 for ≪   (9)

 식을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 계산에 

용하 다. 여기서 , , ∞, , , ∞은 각

각 롤링 모멘트 계수(rolling moment coefficient), 

롤 핑 계수(roll-damping coefficient), 자유흐름

의 동압(free stream dynamic pressure), 기  면

(reference area), 기  길이(reference length), 

자유흐름의 속도(free stream velocity)를 나타낸

다.

2.2 테일핀의 회 율  Roll Lock-in 

상 측

자유회 하고 있는 테일핀의 경우에 하여 

테일핀에 작용하는 힘을 식 (9)에 용하면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for ≪   (10)

∞, 은 주어진 값이므로 과 

의 값을 계산하면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을 

계산할 수 있다.

자유회 하고 있는 테일핀에 작용하는 롤링 

모멘트는 풍동시험에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공력 조건의 고정 상태인 테일핀에서 측

정된 롤링 모멘트를 신 사용하여 자유회  테

일핀의 회 율을 계산하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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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paration of rolling moment on missile

고정 테일핀의 경우의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미사일 체에 작용하

는 힘은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테일핀

의 회 율에 향을 주는 성분인 롤링 모멘트에 

해 정리하면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음속 유동에서 테일핀에 의해 발생된 유동

장의 변화가 커나드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

정하면 테일핀에 작용하는 힘은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식 (11)에 용하여 테일핀의 롤링 모멘트에 

해 정리하면 아래의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13)

따라서 은 미사일 형상 체의 과 동

체가 있을 때 커나드에 작용하는 을 계산

함으로써 측 가능하다.

자유회  테일핀의 경우에는 테일핀이 동체 

축을 기 으로 자유회 함으로 테일핀의 경사각

(bank angle) 치에 따라 테일핀에 작용하는 
은 Fig. 3과 같이 변화한다. 

Fig. 2. Calculation of rolling moment on tailfins

   Fig. 3. Rolling moment based on tailfin 

location of bank angle

따라서 테일핀의 경사각 치에 따른 롤링 모

멘트 계수의 변화를 평균한 를 이용함으로

써 더욱 정확한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을 계

산할 수 있다[6]. 이를 각 식에 용하여 정리하

면 자유회  테일핀에 작용하는 힘과 회 율은 

식 (14),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

 

∞
 for ≪(15)

자유회  테일핀의 roll lock-in 상은 자유회

 테일핀이 회 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를 의

미한다. 테일핀의 회 하지 않는 것은 식 (2)에

서 회 을 유발하는 공력에 의한 롤링 모멘트가 

회 을 방해하는 마찰력보다 작거나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풍동시험에서 베어링의 마찰력은 

매우 작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공력에 의한 롤링 모멘트는 0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6)

따라서 테일핀에 작용하는 롤링 모멘트가 0이 

되는 조건을 찾음으로써 roll lock-in 상을 

측할 수 있다.

2.3 검증모델

앞서 유도된 자유회  테일핀의 롤링 모멘트 

 회 율 계산식 (14), (15)를 검증하기 하여 

Blair가 Langley unitary plan wind tunnel에서 

수행한 시험모델[3,4]에 해 풍동시험 결과를 

용하여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  roll 

lock-in 상을 측해 보았다.

풍동시험 모델은 Fig. 4와 같으며 tangent 

ogive 기수(nose)와 원통형 몸체에 사다리꼴형 

커나드  테일핀이 부착된 형태이다. 기수의 날

씬비(fineness ratio)는 3이고, 체 형상의 날씬

비는 15이다. 커나드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

Fig. 4. Detail configuration of the model(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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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유회  테일핀은  마찰 베어링을 이용하

여 동체 축을 기 으로 360° 자유회 하게 되어 

있다. 고정 테일핀의 풍동시험인 경우에는 테일

핀의 배치가 , ×  두 가지 형태로 시험되었으

며 기움각(cant angle)은 없다. 

Blair의 풍동시험에서는 고정 테일핀인 경우

(body + canard + fixed tailfin)와 자유회  테일

핀인 경우(body + canard + freely spinning 

tailfin)에 해 풍동시험을 수행하 다. 따라서 

커나드 동체만의 롤링 모멘트를 유추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하 다. 자유회  테일핀은  

마찰 베어링을 사용하여 공력에 의해 발생하는 

롤링모멘트가 동체에 매우 작게 는 달되지 

않게 설계되어있다. 한 베어링의 마찰력에 의

해 동체로 달되는 롤링 모멘트는 공력에 의해 

발생하는 미사일 체의 롤링 모멘트에 비해 매

우 작다. 따라서 자유회  테일핀의 풍동시험 결

과(롤링 모멘트)를 커나드 동체일 때의 결과로 

간주하 다[7].

시험 조건은 Table 1과 같고 힘과 모멘트는 

six-component electrical strain-gauge balance로 

측정되었다.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은 

infrared emitter와 phototransistor에 의해 측정

되었고 정확도는 ±25 rpm이다.

풍동시험에서는 자유회  테일핀의 회 을 유

도하기 하여 Fig. 5와 같이 커나드를 

 ,  로 조종하 다. 커나드 조

종에 의해 발생된 비 칭 후류는 자유회  테일

핀의 회 을 유도하게 된다.

Table 1. Wind tunnel test condition

Mach
Number

Stagnation 
Temperature

Stagnation 
Pressure

(absolute)

Reynolds
Number

1.7 325(K) 53.3(kPa) 6.6×10
6( /m)

2.86 325(K) 92.6(kPa) 6.6×106( /m)

  

Fig. 5 . Canards y aw and roll control(rear view)

2.4 결과  검토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  roll lock-in 

상을 측하기 해서는 
    계

산이 필요하다. 
은 Fig. 7의 , ×  고정 

테일핀의 풍동시험 결과를 평균한 값 에 동

체, 커나드의 풍동시험 결과인 을 뺀 값을 

식 (14)에 용하여 계산하 다. 는 

Edmonson, Whyte, R. E., Whyte, R. H., Adams

와 Lomax의 연구[20-24]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험  방법  풍동시험과 탄도 

시험의 상호 계를 이용하여 을 계산하는 방

법[22]을 용한 MISSILE DATCOM[25,26]을 이

용하여 을 구하 다. 앞서 계산한 


와 의 값을 식 (15)에 입하여 

테일핀의 회 율을 계산하 다.

계산결과, Fig. 6과 같이 풍동시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 다. 테일핀의 회 율의 경우, 

계산결과가 풍동시험의 테일핀 회 율 보다 항상 

크게 측되었다. 이는 자유회  테일핀의 베어

링의 마찰력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Roll 

lock-in의 경우, 식 (11), (12)  풍동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이 되는 조건을 찾음으로

써 roll lock-in 상이 발생하는 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6의 (a)는 커나드   조

종시의 결과이고 (b)는 커나드   조종시

의 결과이다.

Fig. 6에서 roll lock-in 이후에 테일핀의 회

율이 풍동시험 결과와 거동이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추가 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본 

연구에서 추측한 결과를 언 한다면 Fig. 6 (a), 

(b)의 왼쪽 결과에서 고정 테일핀인 경우 , ×  

배치에 따라 roll lock-in이 발생하는 치가 바

게 된다. Fig. 6 (a)에서 보면 테일핀의 배치가 

×  형태일 경우 roll lock-in이 약 13.5°에서 발생

하고 테일핀의 배치가  형태일 경우에는 roll 

lock-in이 약 18° 부근에서 발생한다. 즉, 실제 

roll lock-in 상은 약 13.5° ~ 18° 사이에 발생

하며 자유회  테일핀은 커나드와 동체의 후류에

서 발생한 힘과 평형을 이루는 치(bank angle)

에서 멈춰 있을 것으로 단되다. 따라서 풍동시

험 결과는 roll lock-in 이후부터 회 율이 0으로 

측정 된 것으로 단된다. 한 roll lock-in 이후

에 다시 회 하려면 성력보다 큰 힘과 테일핀

의 회 율이 정상상태(steady state)로 가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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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 lock-in Roll lock-in

Roll lock-inRoll lock-in

Fig. 6 . Calculation result and comparison with wind tunnel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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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동시험결과와 같

은 상이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와 

련된 연구는 추후에 더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

로 단된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자유회  테일핀을 갖는 커나드 유

도 미사일에 해 Falanga의 회 율 계산식을 자

유회  테일핀에 용하여 자유회  테일핀의 

roll lock-in 상을 측하 다. 자유회  테일핀

의 회 율 계산 시에 필요한 테일핀의 롤링모멘

트는 풍동시험 결과를 이용하 고 롤 핑 모멘

트는 missile DATCOM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이를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 계산식에 입하

여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  roll lock-in 

상을 측하 으며 Blair의 풍동시험 결과와 비

교하여 검증하 다. 검증결과,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  roll lock-in 상 측 결과가 풍동시

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  

roll lock-in 상을 측하기 한 추가 풍동시

험 는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지 않고도 테일

핀의 회 율  roll lock-in 상을 측 가능함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내용을 

자유회  테일핀을 갖는 미사일 개발  련 연

구에 용한다면 자유회  테일핀의 회 율  

roll lock-in 상을 확인하는 시험 는 해석을 

조 이 나마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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