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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39 항

(54) 견고한 목표물용 소이탄 발사체

(57) 요약

본 발명은 소이탄(314)으로 충전되고 폐색부(302)로 밀봉된 후방 개구를 갖는 침투 케이싱(312)을 포함하는 견고한 목표

물 소이탄 발사체(301)에 관한 것이다. 발사체(301)가 목표물(200)을 강타하여 관통할 때, 퓨즈(304)는 소이탄(314)을 점

화한다. 연소 소이탄(314)으로부터의 고온 가스는 케이싱(312) 내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퓨즈(304)의 밀리 초 내에서 발화

하고, 케이싱(312) 내의 압력은 목표물(200)의 내부안에서 소이탄(314)의 연소 파편을 발사하는 격렬한 압력 펄스로 후방

개구의 외부의 폐색부(302)를 방출한다. 발사체(301)는 화학, 방사능 재료와 같은 부가적인 탄두와 케이싱(312) 내로부터

목표물(200) 안으로 배출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수송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견고한 목표물용 소이탄 발사체에 있어서,

후방 개구를 갖는 케이싱과,

상기 케이싱 내의 소이탄과,

상기 후방 개구를 폐색하는 폐색부를 포함하며,

상기 소이탄이 점화되어 케이싱 내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연소 산물을 형성하고, 상기 후방 개구는 케이싱 내의 압력이 소

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 후에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폐색부는 압력이 소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되었을 때 후방 개구로부터 방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이 적어도 하나의 금속, 산화체 및 중합체 결합제의 탄성 고체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

탄 발사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이 고체이고 입자형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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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의 본체가 그 기미 단부로부터 전방으로 연장되고 슬롯 형태의 단면 형상을 취하는 축방향 방위의

개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을 점화시키기 위한 높은 폭발성의 부스터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퓨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을 점화시키기 위한 폭연 부스터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퓨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

이탄 발사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의 외측 표면 가까이에 위치한 적어도 하나의 퓨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

체.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발사체의 기선 단부와 기미 단부와 중심 중 적어도 한 곳에 위치한 적어도 하나의 퓨즈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의 일부분은 폐색부가 방출된 후에 후방 개구로부터 부분적으로만 반응하여 방출식으로 점화되고

소이탄의 미방출 부분은 케이싱 내에서 계속적으로 연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은 공기 또는 기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케이싱 내에서 반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

체.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의 외측 표면이 케이싱의 내측 표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

체.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이 강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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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이 탄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후방 개구가 개방될 때 압력 송풍의 세기를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빈 공간을 폐색부와 소이탄의 표면 사이

에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케이싱 내측에 보조 탄두 공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보조 탄두 공간이 화학 물질, 방사능 물질, 방사능 장치, 전기/전자 장치 및 붕괴 폭발 보조 탄약들 중 적

어도 하나를 수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탄약들은 발사체에 의해 발생된 열이 목표 내용물 상에 최대의 파괴력을 갖게 되도록 목표물

의 내용물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목표물에 충돌한 후에 폐색부가 터졌을 때 케이싱으로부터 방출되고 그뒤에 폭발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탄약들의 각각은 소정의 지연 시간 후에 폭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적어도 일부의 보조 탄약 폭발 지연은 다른 보조 탄약 폭발 지연과는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은 점화 시에 화염이 전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제어하도록 크랙 또는 포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의 본체는 케이싱 내에서의 소이탄의 연소 기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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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포트들이 소정의 방향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은 비폭발 화염 점화기에 의해 자극을 받았을 때 연소되지만 폭발성 부스터에 의해 자극을 받았을

때에는 폭발되는 고폭발성 재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소이탄을 연소시킴으로써 형성된 화학 잔재가 생물학 작용제 또는 화학 작용제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26.

견고한 목표물용 소이탄 발사체에 있어서,

후방 개구를 갖는 케이싱과,

상기 케이싱 내의 소이탄과,

상기 후방 개구를 폐색하고 통기공을 가진 폐색부를 포함하며,

상기 소이탄이 점화되어 케이싱 내에 연소 산물을 형성할 때, 상기 폐색부 내의 통기공이 케이싱 내의 압력을 풀어주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27.

견고한 목표물용 소이탄 발사체에 있어서,

후방 개구를 갖는 케이싱과,

상기 케이싱 내의 소이탄과,

후방 개구를 폐색하는 폐색부를 포함하며,

상기 소이탄이 점화되어 케이싱 내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연소 산물을 형성할 때, 케이싱 내의 압력이 소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된 후에 폐색부에 구멍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청구항 28.

후방 개구를 갖는 케이싱, 이 케이싱 내의 소이탄, 소이탄을 점화시키는 퓨즈 및 후방 개구를 폐색하는 폐색부를 포함하는

소이탄 발사체를 사용하여 목표물을 공격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사체를 목표물에 충돌시켜 이를 관통시키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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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를 사용하여 소이탄을 점화시키는 단계와,

발사체 내에서 반응하는 소이탄에 의해 생성된 가스 압력을 사용하여 후방 개구로부터 폐색부를 방출하는 단계와,

케이싱 내에서 반응하는 소이탄으로부터의 가스 압력을 사용하여 반응하는 소이탄의 일부를 케이싱으로부터 후방 개구를

통해서 동적으로 방출하여 상기 방출이 방출된 소이탄을 목표물 내로 분산시키는 단계를 상기 연속 순서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발사체가 추가의 화물을 더 포함하고, 상기 방법이 상기 추가의 화물을 후방 개구를 통해서 목표물에 발

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의 화물이 폭발성 보조 탄약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소정의 지연 후에 각각의 폭발성 보조 탄

약을 폭발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적어도 일부의 소정 지연이 다른 소정의 지연과는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추가의 화물이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화학물질을 목표물 내에 분산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29항에 있어서, 추가의 화물이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방사능 물질을 목표물 내에 분산시키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29항에 있어서, 추가의 화물이 방사능 장치 및 전기/전자 장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적어도 하

나의 장치를 목표물 내에서 작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29항에 있어서, 추가의 화물이 방사능 물질, 화학물질, 전기/전자 장치, 방사능 장치 및 폭발성 보조 탄약 중 적어도 하나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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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항에 있어서, 소이탄을 사용하여 목표물 내에 화학 잔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잔재는 생물학 작용제

및 화학 작용제 중 적어도 하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적어도 하나의 기미 벤트를 갖는 케이싱, 이 케이싱 내의 소이탄 및 소이탄을 점화시키기 위한 퓨즈를 포함하는 소이탄 발

사체를 사용하여 목표물을 공격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사체를 목표물에 일치시켜 이를 관통시키는 단계와,

퓨즈를 사용하여 소이탄을 점화시키는 단계와,

발사체 내에서 반응하는 소이탄에 의해 생성된 가스 압력을 사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기미 벤트를 개방하는 단계와,

목표물 내에 고온 반응 산물을 분산시키기 위해 케이싱 내에서 반응하는 소이탄으로부터의 고온 반응 산물만을 상기 적어

도 하나의 벤트를 통해서 동적으로 배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1항에 있어서, 발사체가 철갑 구조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하여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

이탄 발사체.

청구항 39.

제6항에 있어서, 고폭발성 부스터가 PBXN7, PBXN5 및 테트릴(Tetryl)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이탄

발사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상적으로 공대지 탄약에 관한 것이고, 특히 생물학적 또는 화학 물을 포함하고 가연성인 하드 또는 소프트 목

표물을 파괴하기 위한 소이탄 발사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목표물을 관통하도록 소이탄 및/또는 높은 폭발성 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및 방법은 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예로써, 킹(King)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318,343호는 건물 지붕을 관통하여 건물 내부에서 점화되도록 설계된

이중 모드 소이탄 소형 폭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상기 소형 폭탄은 강철 또는 알루미늄 관통 지점(12), 튜브형 본체

(11), 기미 폐색부(13) 및 튜브형 본체(11) 내에 위치된 이중 모드 소이탄 패키지(14)를 포함한다. 상기 소이탄 패키지(14)

는 투하 소이탄(19) 및 느리게 연소하는 소이탄(20)을 포함한다. 상기 투하 소이탄(19)은 예로써, 소석고와 알루미늄 파우

더의 조합으로 제조되어 극도의 고온 투하 화염을 제공한다. 상기 느리게 연소하는 소이탄(20)은 예로써, 네이팜탄과 같은

두꺼운 탄화수소로 제조되어 투하 소이탄보다 고온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연소하는 화염을 제공한다. 이러한 소이탄은 연

소하기 위해 공기와 같은 외부 산소 공급원을 필요로 한다.

작동에 있어서, 소형 폭탄은 항공기로부터 투하된다. 지붕을 타격 시, 소형 폭탄 내의 접촉 퓨즈가 작동되고 이는 지연 트

레인(delay train)을 작동시킨다. 지붕을 통과한 뒤 상기 소형 폭탄은 빌딩의 수평면 상에 놓이게 된다. 지연 드레인에서 지

연이 완료되면, 지연 트레인은 소이탄 패키지(14)의 전방으로 소형 폭탄 내에 위치된 방출 카트리지(15)를 폭발시킨다. 방

출 카트리지(15)가 폭발되면, 상기 카트리지(15)에 의해 발생된 가스상 산물은 기미 폐색부(13)로 가스 압력이 송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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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밖으로 소이탄 팩키지(14)가 방출될 때까지 소형 폭탄 내의 가스 압력을 축적시킨다. 방출 카트리지(15)로부터의

화염은 소이탄 팩키지(14)를 둘러싸는 가연성 케이스를 점화시킴과 동시에 소이탄 팩키지(14)는 하우징 외부로 송풍된다.

소이탄 팩키지의 방출 중에, 소이탄 팩키지(14)를 둘러싸는 연소 케이싱은 소이탄 팩키지(14)의 투하 소이탄(19) 요소를

점화하는 소이탄 점화기(23, 24)를 점화시킨다. 통로(21, 22)에는 화염 및 고온 가스 제트를 집중시키기 위한 투하 소이탄

(19)이 구비된다. 상기 연소 투하 소이탄(19)은 느린 연소 소이탄(20)을 점화시킨다. 투하 소이탄(19)으로부터 화염 제트

는 강철 데스크 또는 책장과 같은 비 연소식 덮개를 갖는 물체를 뚫고 느린 연소 소이탄(20)은 종이 서류와 관통된 물체의

내용물들을 발화시키는 것을 보장한다.

카마레타(Carmmarata)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3,797,391호에는 견고한 구조물을 관통하고 이 관통부를 통해 소이탄

입자를 추진하도록 다른 방향으로 배향된 몇몇 형태의 장전물 포함하는 소이탄 소형 폭탄이 개시되어 잇다.

린즈탯(Lindstadt)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561,261호, 제5,565,648호 및 제5,594,197호에는 상기 형상의 장전물

의 폭발에 견딜 수 있는 전방 및 후방에 있는 제2 폭발성 발사체에서 소정 형상의 장전물을 갖는 직렬 탄두를 설명하고 있

다. 상기 형상의 장전물의 폭발은 목표물에 채널을 형성하고 제2 발사체는 폭발 전에 채널 아래로 이동된다.

론(Ronn)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57,221호에는 전방 지향된 형상의 장전된 폭발물 및 발사체의 돌출부 내의 적응 퓨

즈를 갖는 발사체에 관한 설명하고 있다. 적응 퓨즈의 작동 중에 발사체가 견고한 목표물을 강타할 것인지 아니면 부드러

운 목표물을 강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일 발사체가 부드러운 목표물을 강타한다면, 상기 퓨즈는 지연된 후 폭발물을

폭발시킨다. 만일 발사체가 견고한 목표물을 강타하면, 상기 퓨즈는 즉시 폭발물을 폭발시킨다.

립스(Lips)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59,317호에는 소이탄 재료로 만들어진 도파관 요소(2.1, 2.2)를 갖는 소정 형상의

장전된 폭발물에 대해서 설명한다. 소이탄 재료가 없는 도파관 요소(2.1, 2.2)를 제조하는 것은 목표물 상에서의 폭발물의

자연 발화 효과를 개선시킨다. 또한, 소이탄 재료(3.1, 3.2)는 상기 형상의 장전물의 내부면 상에 제공될 수 있다.

라드리에르(Ladriere)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32,326호에는 견고한 원통형 본체(6), 보조 발사체(3) 및 추진 장전물

(4)을 포함하는 관통 발사체에 대해 개시되어 있다. 보조 발사체(3)는 원통형 본체(6) 내에 그리고 추진 장전물(4) 전방에

위치되어 있다. 발사체가 목표물을 강타할 때, 발사체의 돌출부에 있는 퓨즈(17)는 보조 발사체(3)를 원통형 본체(6)의 중

심 구멍을 통해 목표물 방향으로 구동시키는 추진 장전물(4)을 점화시킨다. 또한, 공동(13)은 원통형 본체(6)의 내부면 상

에 구비되고 소이탄 재료로 장전되어 보조 발사체(3)의 통로 및 원통형 본체(6)를 통해 추진 장전물(4)로부터의 고온 가스

는 소이탄 재료를 점화킨다.

맥덜모트(McDermott)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648,324호는 외피 본체 내의 천공 로그(24)를 갖는 외피 본체를 포함하

는 천공 발사체가 개시되어 있다. 소이탄 재료(48)는 천공 로드(24)의 전방의 외피 본체의 돌출부 내에 위치된다. 환형 링

(26)은 외피 본체 내의 천공 로드(24)의 헤드를 지지하고 탄저판으로써 작용한다. 가스 생성 장전물은 즉시 탄저판 뒤에서

외피 본체 내에 위치되고, 높은 폭발 장전물(50)은 가스 생성 장전물 뒤에 위치된다. 오랜기간 연소하는 소이탄 재료는 외

피 본체의 후방의 가스 생성 장전물 너머 위치된다. 발사체가 목표물을 강타할 때 발사체의 돌출부 내의 소이탄 재료(48)

와 환형 링 너머의 가스 생성 장전물은 점화된다. 환형 링 뒤의 장전물에 의해 발생된 가스는 환형 링과 천공 로드(24)를 목

표물 방향으로 추진시킨다.

렌쯔쉬(Rentzsch) 외 다수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0,843호에는 직렬식 장전물을 갖는 탄두가 개시되어 있다. 특히,

전방 지향된 형상을 갖는 장전된 폭발물은 탄두의 전방에 위치되고 제2 파쇄 발사체는 형상을 갖는 장전물 너머에 위치된

다. 목표물을 강타할 때, 형상을 갖는 장전물은 폭발하여 목표물 내에 구멍을 생성한다. 모멘텀은 구멍을 통해 제2 발사체

를 목표물 내에 이동시키고, 지연 퓨즈는 최대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제2 발사체를 폭발시킨다.

그러나, 종래의 기술 및 설계 중에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튼튼하고, 지하 또는 표면 구조물 및/또는 콘크리트 벙커와

같은 경화된 또는 부드러운 목표물을 관통할 수 있고 화학적 및/또는 생물학적 전쟁 작용제와 같은 목표물의 내용물을 희

생시키면서 파괴되지 않은 내용물의 견뎌낼 수 없는 양을 구조물의 외부로 분산시키지 않을 수 있는 개선된 견고한 목표물

용 소이탄(improved hard target incendiary: IHTI) 발사체를 제공하는 것이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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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예시적 실시예들은 발사체에 대한 기능적 손상없이 견고한 목표물을 관통하고, 목표물 내부에서 발사체를 개방

시키는 에너지 압력 펄스를 발생시키며, 목표물의 내용물을 파괴하는 목표물 내의 열에너지의 지속적인 펄스를 발생하는

IHTI 발사체를 제공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challenge)들을 극복한다. 에너지 압력 펄스는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장치 및

저장 용기와 같은 목표물의 내용물을 붕괴시켜서, 열에너지의 지속적인 펄스의 살균 및 세정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IHTI 발사체는 비폭발식 주위 압력 연소 및 소이탄 재료와 같은 열생성 재료를 사용하고,

소이탄용 점화기와 같은 통상의 폭발 부스터를 갖는 표준화된 견고한 목표물 퓨즈를 사용한다. 특히, 소이탄 재료는 공기

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공기 공급부 없이 연소하고 화학 반응하여 열 및 고체와 기체 화학 물질의 고온 혼합물을

생성하는 재료이다. 소이탄 재료가 IHTI 발사체 내에서 반응함에 따라 생성된 고온 가스는 IHTI 발사체의 후방 단부를 개

방시키고 후방 개구를 통해 발사체의 바깥으로 소이탄 재료의 적어도 일부분을 방출하는 압력을 생성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현존 군용 항공기 분야에 적합하고, 현존 군수품(munition)과 동일한 치수, 중량 및 탄도 성

능을 갖는 견고한 목표물용 소이탄 발사체는 통상의 견고한 목표물용 발사체 케이싱 및 퓨즈 시스템을 사용하여 쉽게 제조

될 수 있다. IHTI 발사체를 제조, 조정 및 사용하는데 이용하기에 용이한 구성 부품 및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연구, 개발,

제조 및 작업 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제공되는 IHTI 발사체의 가용성을 향상시킨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IHTI 발사체 내에 사용되는 소이탄들은 로킷 추진, 플레어 및 소이탄 기술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공기와의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연소 및 반응하는 다른 재료들 뿐만 아니라 상용으로 입수가능한 비폭발성 로킷 추

진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IHTI 발사체는 압력 펄스가 발사체를 개방시킬 때 발사체 케이싱으

로부터 점화되지만 불연소되는 소이탄 재료의 특정 부분을 방출하도록 설계되거나 또는 소이탄이 발사체 내에서 연소하고

연소 소이탄으로부터의 고온 반응물이 발사체로부터 목표물로 배출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 및 이점들은 동일한 구성 요소를 동일한 도면 부호로 표시한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양호한 실시

예들의 후속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실시예

앞으로의 전쟁 또는 무장 분쟁 시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전쟁 작용제 또는 화염성 재료를 내장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탄도 군수품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업을 위한 임무 조건은 군수품이 목표물과의 고 충돌각

을 견디고 기능을 유지하며, 또한 군수품이 a)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작용제의 중화되지 않은 부분의 상당량을 목표물 외

부로 분산시키지 않고 목표물 내의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작용제를 중화시키도록 충분한 열 및/또는 화학 잔재를 발생시키

고 분배시키며, b) 목표물 내에서 화염성 재료를 점화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IHTI 발사체가 일단 점화되면 공기

공급부가 없는 상태에서 연소하는 목표물 내의 로켓 또는 다른 장치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목표물은 일단 화염성 재료가

IHTI 발사체에 의해 점화되면 목표물 내의 화염성 재료의 연소를 유지하는 공기 공급부를 가질 수도 있다. 이들 임무 조건

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IHTI 발사체의 유용성은 미 육군에 이미 제공되고 있는 BLU-109/B와 같은 고 폭발 발사체인, 표

준화된 견고한 목표물로부터의 구성 부품을 사용하여 구성된다면 향상될 수 있다. 이들 공통의 구성 부품들은 예를 들어

관통 케이싱과 폭발 부스터를 내장한 표준 퓨즈를 포함할 수 있다. BLU-109/B와 같이 이미 제공되고 있는 다른 군수품과

동일한 중량, 밸런스, 전기적 및 기계적 인터페이스를 가져서, 다른 군수품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 및 절차를 사용

하여 목표물에 저장, 조정 및 사출된다면, IHTI 발사체의 유용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도1a는 소이탄(114)이 케이싱(112)의 배면에서 캡 또는 기미 폐색부(102)에 의해 관통 케이싱(112) 내에 밀봉된 상태로,

본 발명에 따른 IHTI 발사체(101)의 기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이탄이 점화될 때, 가스 압

력이 케이싱의 배면으로부터 기미 폐색부(102)를 방출할 때까지 케이싱의 내부에 형성되어, 점화된 소이탄 재료를 해제시

킨다. IHTI 발사체(101)가 강화 벙커에 대항하여 사용될 때, 몇몇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

도2a는 제1 시나리오를 도시하고 있고, 여기서 IHTI 발사체(201)는 지하 콘크리트 벙커(200)를 관통하여 벙커(200) 내에

연소 소이탄을 방출한다. 도2b에서, 발사체(201)는 벙커(200)를 통해 지하로 들어가고, 발사체(201)는 연소 소이탄 및/또

는 발사체(201) 내에서 연소하는 소이탄으로부터의 고온 가스를 발사체의 벙커(200)로의 충돌에 의해 생성된 지하 터널을

통해서 방출한다. 도2c에서, 발사체(201)는 벙커(200)를 통해 지하로 들어가고, 발사체(201)의 후방부가 발사체(201)에

의해 생성된 터널과 더 이상 정렬하지 않도록 "J-후크형상"을 갖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발사체(201)의 압력 펄스는 양호

하게는 벙커(200)의 바닥을 휘게 하고 그리고/또는 발사체(201)가 터널과 더 이상 정렬하지 않더라도 연소하고 있는 소이

탄 재료를 벙커(200) 안에 분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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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물 및/또는 연소 소이탄의 후방 방출은 많은 수의 추가된 이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기미 방출은 발사체의 설계를

간략하게 한다. 또한, 발사체가 구조물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경 방어 구조물이 공격을 받고 발사체 퓨즈가 소이탄을 점

화시킬 때, 소이탄은 구조물 아래에 묻히는 대신에 구조물 내에서 분산된다.

도3은 보다 상세히 IHTI 발사체(201)를 도시하고 있다. 타르 라이너(318)를 갖는 관통 케이싱(312)은 소이탄(314)으로

채워진다. 소이탄(314)은 강성이거나 또는 탄성일 수 있다. 소이탄(314)은 양호하게는 공기가 있거나 없거나 주위 압력에

서 잘 점화하고 연소하는 고체의 비폭발성 소이탄이다. 이들 특성을 갖는 로킷 추진제 및 플래어 조성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소이탄은 나사(NASA)가 우주선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사용하는 고체 연료 로킷 부스터의 고체 로킷 추진제

로서 통상 사용되는 물질로 제조될 수 있다. 이 추진제는 고무 중합체 합성물, 알루미늄 분말 및 암모늄 퍼클로레이트

(perchlorate) 분말로 이루어진다. 이 혼합물은 케이싱(312)으로 주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화될 때까지 며칠 동안 구워

진다. 케이싱(312)의 기미 단부는 기미 폐색부(302)로 밀봉된다. 선택적인 빈 공간(316)이 기미 폐색부(302)의 내측면과

소이탄(314) 사이에 제공되고, 퓨즈(304)는 소이탄(314)을 점화시키도록 빈 공간(316)에 제공된다. 소이탄(314)은 양호

하게는 비폭발성 또는 무반응성(폭발하기 어려움)이고, 그 결과 폭발 부스터를 내장한 퓨즈는 이를 폭발시키지 않고 소이

탄(314)을 점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폭발성 폭발물들은 폭발하는 대신 연소되도록 점화된다면 또한 소이탄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폭발 부스터

대신에 연소 부스터를 내장한 퓨즈가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AFX-757과 같은 폭발하거나 또는 점화될 수 있는 고 폭발 충전기를 갖는 견고한 목표물 케이싱은 폭발 부스터

또는 연소 부스터를 내장한 퓨즈에서 교체함으로써 견고한 목표물, 고 폭발 발사체 또는 견고한 목표물으로 용이하게 형상

화될 수 있는 이중 목적의 발사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중 목적 발사체는 소이탄 또는 폭발 모드 중 어느 하나로

기능하도록 기미 폐색부 설계의 변화없이 작용할 수 있다.

케이싱(312)은 예를 들어 미군 전투기에 의해 통상 사용되는 BLU-109/B 견고한 목표물 고 폭발 폭탄에 사용되는 것과 동

일한 케이싱일 수 있다. BLU-109/B 폭탄은 무게가 약 2,000 파운드이다. 다양한 금속 부착물과 BLU-109/B 의 기미 폐

색부를 포함하는 관통 케이싱 조립체는 무게가 약 1,500 파운드이고, 길이가 95 인치이고, 14.5인치의 외경을 갖고, 가장

후방에서는 16 인치의 외경 플레어를 갖고, 기미 단부에서부터 전방부 근처까지는 12.5 인치의 내경을 가지며, 전방부에

서는 더 작은 직경으로 테이퍼진다. 따라서, BLU-109/B의 탄두는 무게가 500 파운드와 600 파운드 사이이고, 고 폭발물,

소이탄 또는 다른 재료일 수 있다. 케이싱(312)은 발사체를 비행기에 고정하기 위해 부착 끼워맞춤부(310)로 끼워맞춰지

고, 또한 "FZU"로서 잘 알려진 표준 전력 발전기(308)을 수용하기 위한 FZU 웰(well) 또는 장전 웰을 갖는다. FZU(308)

은 발사체가 목표물 상에 떨어질 때 퓨즈(304)에 전력을 제공하고, 표준 배관 도관 장치(306)를 통해 권취함으로써 퓨즈

(304)에 연결된다.

IHTI 발사체(301)가 BLU-109/B와 동일한 치수 및 중량을 갖도록 BLU-109/B의 것과 유사한 표준 케이싱이 사용되고

소이탄으로 채워질 때, IHTI 발사체(301)는 BLU-109/B의 경우에 있어서와 동일한 장비 및 절차를 사용하여 전투 비행기

상에 조정, 운반, 저장 및 적재될 수 있다. 동일한 FZU, 퓨즈 배관 및 퓨즈가 또한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행기의 무기 제어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다. 또한, IHTI 발사체의 치수 및 질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IHTI발사체의 탄도

성능도 또한 동일할 것이다. 이 원리는 IHTI 발사체가 군용으로 제공되는 임의의 다른 발사체와 동일한 크기, 질량 등을 가

질 때 적용된다. 다른 표준 탄두가 사용될 수 있고, BLU-109/B, BLU-116/B, BLU-113/B, 또는 MK-84와 같은 표준 무

기의 형상, 중량 및 밸런스에 필적하도록 적절히 덮여 있고 무게가 나간다. 따라서, IHTI 발사체는 새로운 또는 추가의 장

비나 기술이 필요없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소이탄(314)의 연소 기간은 설계에 의해 특정될 수 있는데, 통상 약 30초와 약 10분 사이이다. 연소 시간이 짧다는 것은 일

반적으로 소이탄이 보다 신속히 연소해서 그 결과 보다 높은 온도 및/또는 압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IHTI 발사체(301)로부터 소이탄 또는 다른 페이로드(payload)를 목표물 안으로 방출하는 것은, 목표물의 내용물을 파괴

하기 위해 충분히 목표 내용물이 가열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되도록 목표물 내에 반응 페이로드를 분산시키기에 충

분히 활발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압력 송풍은 목표물의 내용물을 충분히 중화하지 않고 목표물을 폭발시키고

목표물의 내용물을 분산시킬 만큼 너무 활발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목표 내용물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목표물을 둘러

싸는 환경으로 분산될 때 치명적일 수 있는 탄저병과 신경 가스와 같은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작용제일 때 특히 부차적인

손상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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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TI 발사체의 설계는 IHTI 발사체의 성능을 의도된 형태의 목표물으로 제작하도록 조절될 수 있다. 일예로, IHTI 발사체

(301)의 압력 송풍의 에너지는 다양한 설계 인자들을 변경함으로써 선택될 수 있다. 기미 폐색부(302)는 발사체(301) 내

의 규정 압력 수준에 도달될 때 해제되도록 설계될 수 있어, 압력 송풍의 힘을 제어한다. 압력 송풍의 에너지는 케이싱

(312) 및 기미 폐색부(302)의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빈 공간(316)을 증가시

킴으로써 몇몇 지점에서 동시에 소이탄(314)을 점화시킬 때와 같이 또한 압력 송풍의 격렬함을 증가시키게 된다. 몇몇 지

점에서 동시에 소이탄(314)을 점화시킴으로써 소이탄(314)의 유효 연소 영역이 증가되어 더 왕성한 압력 성장을 가져온

다. 소이탄의 연소 구역, 또는 연소에 이용 가능한 소이탄(314)의 표면적은 또한 소이탄(314)의 유효 연소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증가될 수 있어 최대 압력 뿐만 아니라 초기 압력 상승 속도가 증가될 수 있다. 일예로, 이는 천공부가 방사하거나 초

기 점화 지점으로부터 연장되도록, 제조 공정 중에 소이탄(314) 내에 천공부 또는 포트를 형성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한편, 기미 폐색부(302) 또는 기미 폐색부(302)를 케이싱(312)에 체결하는 연결부를 약화시킴으로써 압력 송풍의 세기를

조절하게 된다.

탄성 소이탄(314)을 케이싱(312)에 부착시킴으로써 목표물 충격시에 소이탄(314)의 파쇄를 줄일 수 있고, 압력 송풍의 에

너지를 줄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이탄(314)이 케이싱(312) 내에서 연소할 수 있도록 한다. 파편의 수 및 크기는 연소 표

면적과 연소 압력과 전체 연소량 및 연소 기간을 결정한다. 소이탄의 탄성도는 파편들이 목표물 내의 물체와 충돌하게 되

면 케이싱(312)으로부터 배출된 소이탄 파편들이 더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어, 정해진

연소 주기를 유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이탄은 점화되고 그후 연소 파편 내의 케이싱으로부터 방출되도록 형성될 수 있고, 또는 단지 고온의 연소

가스만이 케이싱을 빠져나가도록 연소 중에 케이싱 내에 잔류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 소이탄은 또한 소이탄의 일부가 케이

싱 내에서 연소하고 다른 일부는 연소하지 않는 소정의 비율로 형성될 수 있다. 소이탄은 또한 케이싱에 접착 및 부분 접착

될 수 있고, 또는 케이싱에 접착되지 않을 수 있다.

기미 폐색부(302)는 공지된 규정 강도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케이싱(312)에 체결될 수 있어 케이싱(312) 내부의 압력이 규

정 한도를 초과할 때 파손되게 된다.

소이탄(314)은 강성 입자 또는 포트식(중공) 입자를 구비할 수 있고, 입자들은 소이탄의 개별적 본체이다. 소이탄(314)은

입자 구조물, 비결정질 구조물 또는 다른 적절한 구조물을 갖는 본체 내에 형성될 수 있다. 소이탄 본체는 또한 일예로 도

5b, 도6b 및 도13a 내지 도13d에 도시된 대로 포트, 홈, 중공, 크랙, 틈새 또는 다른 기하학적 형상부를 갖는 본체로 형성

될 수 있다. 소이탄(314)은 또한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작용제와 같은 목표물 내의 물질을 지속 및 분해시키고, 중성화시키

고 소독하는 화학적 잔류물을 목표물 내에 잔류시키도록 설계되거나 특정될 수 있다. 일예로, 화학적 잔류물은 생물학적

및 화학적 작용제 뿐만 아니라 기계류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산 또는 산기가 될 수 있다.

소이탄 점화기는 소이탄의 점화 및/또는 분배와 다른 내장된 보조 유효 탑재량이 발사체가 목표물 내에서 고속으로 이동하

더라도 목표물 내부의 알 수 있는 위치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이탄 점화기는

PBXN7, PBXN5 또는 테트릴로부터 제조된 폭발성 부스터를 구비한 BLU-109/B와 같은 고 폭발성 발사체인 견고한 목

표물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표준 퓨우즈로 될 수 있다. 일예로, 조인트 프로그램머블 퓨우즈(JPF) 뿐만 아니라 FMU-

143E/B 및 FMU-143A/B 퓨우즈가 이용될 수 있고 모토롤라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견고한 목표물 스마트 퓨우즈(HTSF)

가 또한 이용될 수 있다. 소이탄 재료는 발사체의 후방과 전방 또는 임의의 다른 위치에서 점화될 수 있고, 점화기를 점화

시키는 퓨우즈와는 달리 점화기는 소이탄 상에 또는 그 내부에 배치될 수 있다.

견고한 목표물 대신에 연성 목표물을 공격할 때, 목표 구조물 내부의 소이탄 탄약의 방출은 관통 발사체가 상기 구조물과

그 위의 구조물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또한, 유효 발사체는 전술된 발사체에서의 BLU-109/B 케이스용 MK-

84의 것과 같은 일반적 목적의 폭탄 케이스인 연성 목표물을 대치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원리들은 견고한 목

표물을 관통하는 IHTI 발사체 뿐만 아니라 연성 목표물 소이탄 발사체에도 적용된다.

화학물과, 방사성 재료 또는 장치와, 고동력 극초단파 펄스 발생기와 같은 전기/전자 장치와, 폭발성 군수품, 일예로 파쇄

탄약과 같은 추가의 화물이 발사체 내의 소이탄에 동반될 수 있다. 추가의 화물이 소이탄이 목표물 내에서 작동되거나 분

산될 수 있기 전에 또는 함께 또는 후에 발사체 케이싱으로부터 방출될 수 있다. 일예로, 파쇄 탄약은 저장 용기나 화학 반

응기와 같은 목표물의 내용물을 손상, 천공 및 분쇄하고, 소이탄 및 임의의 추가의 화물의 전체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이탄을 전에, 함께 또는 후에 방출할 수 있다. 파쇄 탄약은 발사체 내의 소이탄의 점화, 발사체로부터의 파쇄 탄약의 분

출 시간과 함께 개시되는 소정의 시간 또는 다른 적절한 개시 간격의 만료시에 폭발하도록 지연 기구를 갖는 구성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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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발사체 내에 구비된 파쇄 탄약은 상이한 시간에서 폭발하도록 상이한 시간 지연을 가질 수 있다. 도20은 화물

또는 추가의 유효 탑재량 격실(2080)이 퓨우즈(304) 근방에 배치되고 빈 공간 또는 누손부(2016)를 갖는 IHTI 발사체의

기미 단부를 도시한다.

도4는 도3에 도시된 것과 유사하지만 표준 퓨우즈 배관이 부서지기 쉬운 폼 맨드릴(419; foam mandrel)과 확개된 빈 공

간(416)을 구비한다는 점에서 상이한 IHTI 발사체를 도시한다. 부서지기 쉬운 맨드릴(419)은 점화시에 붕괴되어 이용 가

능한 포트의 용적을 증가시켜, 압력 송풍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발사체 내의 소이탄은 약 0.5 분 내지 2분 동안 연소되고,

소이탄 재료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케이싱(312)으로부터 방출된다. 이러한 발사체는 더 조용한 점화를 갖게 되고, 압력이

점화시에 더 천천히 증가되고, 소이탄(314)의 중간부에서 극도의 Kn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도3에 도시된 IHTI 발사체와는

상이하게 수행된다. Kn은 연소 표면 대 통기 구역의 비로서 정의된다. 일예로, 그것은 추진체가 연소 가스와 같은 고온 반

응물이 빠져나가는 노즐의 목부 구역으로 연소되는 구역의 비를 말한다.

도5a 및 도5c는 도4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IHTI 발사체의 전방부 및 기미부를 도시한다. 도5b는 도5a의 선 5B-5B를 따

른 IHTI 발사체의 단면도이고, 폼 맨드릴로 충전된 표준 퓨우즈 배관(306)을 따른 소이탄(314) 내의 수직 슬롯(519)을 도

시한다. 이러한 IHTI 발사체는 연소 기간이 더 일정하다는 점에서 도4에 도시된 IHTI 발사체와는 상이하게 기능한다. 연

소 기간은 0.5 분 내지 1분 정도이고, 소이탄(314)의 일부 또는 대부분은 케이싱(312)으로부터 방출된다. 도5a 내지 도5c

에 도시된 IHTI 발사체는 폭발 부스터에 추가로 ITLX 나 BKNO3와 같은 점화 부스터를 필요로 한다.

도6a 내지 도6c에 도시된 IHTI 발사체는 접착 라이너(618)가 타르 라이너 대신에 이용되고 소이탄(314)의 외부면을 케이

싱(312)의 내부면에 체결한다는 점에서 도5a 내지 도5c에 도시된 IHTI 발사체와는 상이하다. 또한, 기미 폐색부(602)는

통기공(603)을 갖추고 있다. 통기공(603)은 압력 송풍을 억제하여, 기미 폐색부(602)가 소이탄(314)이 연소할 때 케이싱

(312)에 부착식으로 고정되어, 고온 연소 가스가 통기공(603)을 거쳐 우선적으로 케이싱(312)을 빠져나가게 된다. 추가의

통기 구역이 고온 가스가 퓨우즈 본체를 파괴하고 그것을 배출할 때 퓨우즈 조립체를 통해 개방된다. IHTI 발사체의 연소

기간은 약 30초 내지 약 1분간 계속되도록 설계에 의해 제어된다. 도6b는 도6a의 선6B-6B를 따른 단면도이다.

도7에 도시된 IHTI 발사체는 타르 라이너(318)를 구비하고 표준 퓨우즈 배관(306)이 절연체 및 완충기(619)를 포함한다

는 점을 제외하고 도6a 내지 도6c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IHTI 발사체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발사체의 연소

기간은 10 분 내지 12분 정도이고, 매우 소량의 소이탄이 통기공(603)을 통해 방출된다. 점화 부스터가 신뢰성 있는 작동

을 위해 요구될 수 있다.

도8은 도7에 도시된 것과 유사하지만 빈 공간(816)을 구비하고 FZU 또는 표준 퓨우즈 배관을 갖고 있지 않은 IHTI 발사

체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연소 기간은 10 분 내지 12분 정도이고, 점화 부스터가 신뢰성 있는 작동을 위해 요구될

수 있다.

도9는 도3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IHTI 발사체를 도시한다. 도10에 도시된 대로, 퓨우즈(304)가 발화될 때, 퓨우즈는 고온

가스를 표준 퓨우즈 배관(306) 내의 장전 배관을 거쳐 발사체의 전방을 향해 보내게 된다. 장전 배관은 파열되어, 표준 퓨

우즈 배관(306)을 따른 소이탄을 고온 가스에 노출시키고, 소이탄을 채널(1032)을 따라 점화시킨다. 퓨우즈(304)의 발화

는 또한 기미 폐색부(902) 내의 개구(1030)를 개방시킨다. 도11에 도시된 대로, 화염 전방부(1134)가 소이탄을 통해 전파

될 때, 연소물은 개구(1030)를 통해 케이싱(312)을 빠져 나간다.

도12는 도9에 도시된 것과 유사하지만, 소이탄(1214)이 연소하고 고온 재료가 개구를 통해 케이싱을 빠져나갈 때 기미 폐

색부(902)의 부식 및 기미 폐색부(902) 내의 개구의 확장을 줄이기 위해 기미 폐색부(902)의 내부면 상에 절연체(1236)를

갖춘 IHTI 발사체를 도시한 것이다. 소이탄(1214)의 제어된 점화를 위해 제작된 부스터를 구비한 퓨우즈(1204)가 또한 제

공된다. 상기 발사체는 또한 타르 라이너(1218)를 포함한다. 소이탄(1214)은 다른 것 보다도 씨오콜(Thiokol)에 의해 마

련된 대기 연소 소이탄이고, 케이싱(312)의 내부와 대면하는 소이탄(1214)의 외부는 부분적으로 접착되지 않는다.

도13a 내지 도13d는 케이싱(312) 내의 경화 후에 소이탄(314)이 냉각될 때 크랙 또는 틈새가 소이탄(314) 내에서 전개되

는 방법을 도시한다. 틈새의 형성은 허용된 냉각양에 좌우된다. 도13a 내지 도13c는 도13d의 선13A-13A를 따른 단면도

이다. 소이탄(314)은 구역(1370) 내의 표준 퓨우즈 배관(306)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 이상의 방사상 크랙은 소이탄 재료

의 중앙 근방에서 시작할 수 있고 그후 도13a 내지 도13d에 도시된 대로 크랙 또는 틈새(1320)을 형성하도록 전파된다.

FZU(308)에 직접 연결되는 퓨우즈 배관(306)의 짧은 수직부는 크랙킹을 국지화하고 지향화하는 역할을 한다. 접착 제거

는 또한 퓨우즈(304) 근방에서 발생하고, 누손부나 빈 공간(1316)을 방사상 틈새(1320)의 위치 및 소이탄(314)과 케이스

(312) 사이의 공간(1342)에 연결하는 채널(1340)을 형성한다. 이들 크랙 및 소이탄(314) 내에서의 분리는 연소 구역이 강

화하여 퓨우즈(304)가 작동될 때 폭탄 내의 더 신속한 압력 성장을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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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는 퓨우즈(304)가 도13a 내지 도13d에 도시된 IHTI 발사체 내에서 발화될 때 일어나는 것을 도시한다. 퓨우즈(304)

내의 폭발 부스터(1444)는 폭발하고, 퓨우즈(304)의 단부 커플링(1450)을 전방으로 구동시킨다. 커플링(1450)은 표준 퓨

우즈 배관의 장전 튜브(1448)를 찌부러뜨리고, 고온 퓨우즈 플라이어 판 및 퓨우즈 라이너 파편들은 소이탄 내로 방사된

다. 고온 폭발성 가스는 장전 튜브 전방 및 그를 따라 그 주위의 파쇄된 소이탄 내로 빠져나간다.

도15에 도시된 대로, 퓨우즈로부터의 고압 가스는 장전 튜브 하방의 전방으로 분출하고 IHTI 발사체의 중간부에서 소이탄

을 점화시키고, 화염 전방부(1552)는 케이싱 내의 가스 압력이 신속히 상승할 때 소이탄 내의 크랙(1338)을 따라 신속히

이동한다.

도16에 도시된 대로, 케이싱(312) 내부의 동적 압력은 최고로 상승하고, FZU 웰이나 장전 웰(309) 및 기미 폐색부(902)는

케이싱(312)을 송풍하여 밀어 부친다. 일예로, 최고 압력은 BLU-109/B 케이싱 내에서 25,000psi 까지로 될 수 있다. 다

른 최고 압력은 발사체의 특정 설계 및 파괴될 목표물의 특성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케이싱(312)이 BLU-109/B 케이싱

과 동일하다면, 도16에 도시된 시간에서의 지점에서, 케이싱(312)은 초당 약 100피트의 상대 속도 변화에 대해 전방(좌

측)으로 가속되고, 기미 폐색부(902)는 다른 방향으로 초당 약 300피트의 상대 속도 변화에 대해 후방으로 가속된다.

도17에 도시된 대로, 화염 전방부는 소이탄 내의 크랙과 소이탄과 케이싱 간의 분리부를 따라 지속적으로 퍼지게 된다. 소

이탄의 후방부는 또한 단편으로 파쇄되기 시작하고, 케이싱의 중심부 내의 가스 압력에 의해 케이싱의 후방 외부로 방출된

다.

도18에 도시된 것처럼, FZU(308)를 내장하는 장전 웰(309)은 케이싱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방출되고, 소이탄의 전방부는

연소되고, 고온 연소 가스 및 연소중인 소이탄 조각들은 기미 폐색부(902) 및 퓨즈 조립체와 함께 퓨즈가 점화된 후에 수

백분의 1초 내에 발사된다.

도19는 도9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기미 폐색부(1902)를 갖는 IHTI 발사체를 도시한 것이다. 표준 퓨즈 배관(306)

에서의 장전 튜브는 이 장전 튜브 내측에 있거나 또는 장전 튜브 주위에 래핑된 ITLX 또는 HIVILITE를 갖는다. ITLX 또

는 HIVILITE는 초당 수천 피트로 연소되고 다량의 고온 스파크를 발산하는 극도로 빠르고, 길고, 날씬하고, 가요성의 불꽃

장전부이다.

본 발명에 따른 IHTI 발사체는 생물학 작용제 또는 화학 작용제가 들어 있는 벙커 등의 견고한 목표물 이외의 다른 목표물

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HTI 발사체는 정유소, 석유 저장소, 탄약 덤프, 교량 및 지휘 통제 통신 벙커 등

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적절한 목표물로는 매립된 시설, 미사일 지하격납고, 항공기 격납고 및 선박 등이 있

다.

이 기술 분야에 숙련된 자는 본 발명을 그 기술사상 및 기본 특징 내에서 다른 특정 형태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본 발명은

앞에서 설명한 특정 실시예들에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실시예들은 전적으로 예시

를 위한 것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보다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

며, 상기 청구범위의 의미와 범위 및 그 균등물 내에 속하는 모든 변경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IHTI 발사체를 도시하고 있다.

도1b는 IHTI 발사체 내의 연소 소이탄으로부터의 고온 가스가 IHTI 발사체의 후방 단부를 개방한 직후의 도2a의 IHTI 발

사체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2a 내지 도2c는 목표물을 가격하는, 본 발명에 따른 IHTI 발사체의 다른 시나리오를 도시하고 있다.

도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IHTI 발사체를 도시하고 있다.

도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IHTI 발사체를 도시하고 있다.

도5a 내지 도5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IHTI 발사체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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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a 내지 도6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IHTI 발사체를 도시하고 있다.

도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IHTI 발사체를 도시하고 있다.

도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IHTI 발사체를 도시하고 있다.

도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IHTI 발사체를 도시하고 있다.

도10은 도9에 도시된 IHTI 발사체의 점화를 도시하고 있다.

도11은 점화 후에 도9의 IHTI 발사체 내의 화염 전방부를 도시하고 있다.

도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IHTI 발사체를 도시하고 있다.

도13a 내지 도13d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IHTI 발사체의 추진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14는 퓨즈 내의 폭발 부스터가 먼저 폭발할 때의 도9의 IHTI 발사체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15는 퓨즈 내의 폭발 부스터의 폭발 직후의 도9의 IHTI 발사체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16은 도15에 도시된 상태 직후의 도9의 IHTI 발사체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17은 도16에 도시된 상태 직후의 도9의 IHTI 발사체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18은 도17에 도시된 상태 직후의 도9의 IHTI 발사체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1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IHTI 발사체를 도시하고 있다.

도2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IHTI 발사체에 소이탄을 적재할 수 있는 추가의 유효 탑재량(payloads)을 도시

하고 있다.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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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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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702545

- 16 -



도면5a

도면5b

도면5c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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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6c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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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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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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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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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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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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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b

도면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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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d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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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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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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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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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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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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