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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prevent the high velocity bullet from penetration, aluminum alloy and RHA(Rolled Homogeneous Armour) steel, which 

have a high tensile and compressive strength, are usually used as the bullet-proof armor material. Although these materials have a 

good bullet proof performance, but not an area density which is a weight increasing factor of bullet-proof armor. Therefore, 

Mg(magnesium) alloy is a promising substitute for the traditional bullet-proof armor material due to the relatively low areal density. 

The spatial efficiency of Mg alloy, however, is inferior to the traditional material's, which is a volume(thickness) increasing factor of 

bullet-proof armor. In this study, we select the multi-layered hybrid armor which consist of Ceramic, with a high strength; Mg alloy, 

with a low areal density; Kevlar, with a high tensile strength-to-weight ratio; in order to make up for the poor spatial efficiency of 

Mg alloy. By predicting V50 of the multi-layered armor against 9mm FMJ(Full Metal Jarket). we show that the multi-layered armor 

have the capability in improving bullet-proof performance in the respect of the areal density, but also the spati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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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의 탄을 방호하기 해 일반 으로 인장강도가 350 

Mpa, 1170Mpa로 큰 알루미늄합 이나, RHA강과 같은 

속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통 인 속의 경우 면 

도가 높아 차량방탄 혹은 개인 방호복으로 용 시 장갑의 

무게를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된다(Cho et al., 2009). 때문

에 통 인 방탄소재를 사용하여 방탄장비 제작 시 술 요

구 수 의 방탄성능을 기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방탄장비의 

무게가 증가하여 보병  차량의 기동성이 하되고 성공

인 작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 때문에 군의 기동성 확보를 

해서는 방탄장비의 방탄 성능뿐만 아니라 방탄장비의 경량

화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방탄장비의 경량화와 한 련이 있는 면 도 

감에 한 심이 두되었고, 이를 한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다. 표 으로는 탄과 과녁이 이루는 충돌 입사각 제어

를 통해 간  면 도 감 연구가 수행되었으며(Sun-

dararajan, 1990; Goldsmith et al., 1986; Orphal, 

1999; Dikshit, 1998), 열처리를 통해 단일 방탄 소재의 에

지 흡수률  강도 증가를 통해 직  면 도 감 연구가 

수행되었다(Lee et al., 1999; Srivastava et al., 2006; 

Ray et al., 2003; Dhua et al., 2001; Jena et al., 

2007; 2009; 2010; Demir et al., 2008; Dikshit et 

al., 1995).

하지만 통 인 방탄 소재만으로는 면 도 감에 한계

가 존재하 고, 새로운 방탄 소재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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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ibrid armor model

Fig. 2 Experiment test schematic

Fig. 3 Protection ballistic limit curve

러한 요구에 부합하여, 통  방탄소재 비 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비강도를 가지는 마그네슘합 이 체 

방탄재로 제시되었고, 마그네슘합 이 강철과 비교하여 면 

도가 낮음이 입증되었다(Tyrone et al., 2007). 나아가 

Kim et al.(2009)은 9mm FMJ 탄의 에 한 마그네

슙합 의 방탄성능 해석을 통해 개인 방탄복으로써의 용 

가능성을 검증하 다.

하지만 마그네슘합 의 경우 RHA강에 비해 나쁜 공간효

율로 인해 동일한 방탄성능 발휘를 해서는 장갑의 두께(부

피)를 증가시켜야만 하는 단 이 있다. 비록 탄이 9mm 

FMJ탄인 개인방탄복에 용함에 있어선, 장갑의 두께 증가

량이 허용되는 범  수 에 있지만, 탄이 7.62mm 철갑

탄인 경우 필연 으로 차량 장갑의 두께가 술  운행이 불

가능할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해당 공간효율 문제 을 보안하기 해 최근에는 단순히 

단일 방탄소재 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호 보완 인 특성

을 가지는 이종 이상의 물질이 조합된 방탄장갑에 한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Jena et al., 2009). 이종 물질이 조합된 

방탄 장갑의 경우는 물질 선택  조합 방법에 따라 면 도, 

공간효율  충격 흡수률과 같은 방탄성능 지수가 확연히 달

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합  단일물질이 아닌 세라믹

(Ceramic), 마그네슘합 (Mg alloy), 블라(Kevlar)를 순

서 로 층한 하이 리드 장갑모델을 선정하 고, 하이 리

드 장갑을 구성하는 물질의 두께를 조 하여 요구 방탄성능

(방호탄도한계속도)을 만족하는 동시에 면 도 감소  공

간효율 증가를 도모하 다.

하이 리드 장갑 모델은 Fig. 1과 같다. 하이 리드 장갑

모델의 방탄성능 측을 해 방탄실험법과 동일한 기 으로 

수치해석이 수행되었다. 해당 수치해석은 충돌해석 상용 로

그램인 3D-AUTODYN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2. 본    론

이 장에서는 방탄성능실험법  하이 리드 장갑의 방탄 

산모사 과정을 소개한 후, 면 도 최 화 해석과 함께 공간

효율  면 도 측면에서 방탄성능 향상을 입증하고자 한다. 

2.1 방탄성능실험  방호탄도한계(V50) 측정법

실험 장치 구성은 Fig. 2와 같다. 발사 에서 탄이 발사되

면 두 개의 속도센서를 지나 Target에 충돌하게 된다. 이 때 2

개의 속도센서에 의해 탄의 충돌 시 속도가 얻어진다. Target

은 Target holder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된다. 

방탄성능실험은 MIL-STD-662 Test method standard

에 제시되어 있는 방호탄도한계 측정법을 기 한다. 방호탄

도한계는 완 통(CP:Complete Penetration)과 부분

통(PP:Partial Penetration)경우를 통해 방호탄도한계를 

측정한다. 방호탄도한계는 탄에 의해 Target이 통될 확률

이 50%일 때의 탄의 충격속도를 나타낸다. 탄의 속도는 추

진제의 양을 통해 조 되며, 방호탄도한계속도는 Up-and- 

down 방법으로 측정된다. Fig. 3은 방호탄도한계에 한 개

념도이며, 완 통과 부분 통의 측정을 통해 그 평균값을 

방호탄도한계속도(V50)로 정의된다. 본 해석에서는 방탄성

능실험과 동일한 기 을 용하여 V50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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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MJ(9mm) cross section Fig. 5 FMJ(9mm) side

Fig. 6 FMJ(9mm) schematic and model 

Fig. 7 Target schematic and model 

Fig. 8 Element size 1mm Fig. 9 Element size 0.5mm 

Fig. 10 Element size 0.25mm Fig. 11 Energy dissipation

2.2 FMJ(9mm)탄  Target 모델링

2.2.1 FMJ(9mm)탄 모델링

9mm FMJ은 가장 리 쓰이는 군용 탄환으로 일반 으

로 통 탄이라고 한다. Fig. 4에서 보듯이 납(Pb)으로 된 

탄자를 황동(Brass)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탄두는 통이 

용이하게 뾰족하게 다듬어져 있다. 황동 껍질이 표 에 명

해 운동에 지가 격히 감소하면, 내부의 무르고 도가 높

은 납이 성에 의해 튀어 나가면서 살상력을 배가시키는 구

조를 가진다. 

9mm FMJ탄의 유한요소 모델은 FMJ(9mm)탄 도면을 

참조하여 상용 CAD 로그램인 CATIA를 이용하여 CAD 데

이터를 만들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한요소를 생성하

다(Tham et al., 2007). 모델링에 사용된 요소는 3차원 해

석을 해 3차원 요소를 이용하 으며, 계산의 정확성을 해 

4면체 요소가 아닌 6면체 요소를 이용하 다. 9mm FMJ탄의 

유한요소 모델의  개수는 850개 요소개수는 640개이다.

2.2.2 Target 모델링

Target 모델링 시 연산의 효율성을 해 실제 크기의 1/4 

크기로 모델링하 으며, Target의 심부에 요소 도를 높여 

수치해석해의 정확성을 증가시켰다. 모델링되어진 Target을 

구성하는 단  plate 당 개수는 14,256개, 요소 개수는 

12,250개이다. 

2.2.3 요소 크기 선정

목표물의 한 요소 크기는 탄의 충돌에 의한 국부 인 

변형이 잘 모사되고 불필요한 연산 자원 소모가 발생하지 않

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한 방탄해석은 Target 모델만의 독

립 인 해석이 아닌 탄자와의 연계 해석인 만큼 Target의 

요소 크기를 단순히 감소시킨다고 해서, 정확한 해석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때문에 탄의 형상  크기, 요소 도 그리

고 실험과의 다각 인 비교를 통해 목표물의 요소 크기가 선

정되어져야 한다(Lim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 한 요소 크기 선정 기 과 더불어 

추가로 충돌 해석  요소가 마멸되면서 발생하는 소산에

지의 변화 추이를 찰하여 보다 엄 한 기 으로 요소 크기

를 선정하 다.

Target  탄의 요소 크기를 1.0, 0.5, 0.25mm를 기

으로 모델링하 으며, 충돌속도를 380m/s로 하여 산모사

를 수행하고, 소산에 지 변화 추이를 찰하 다. 요소 크기

에 따른 모델과 해당하는 에 지 변화 추이 그래 는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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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복응력(Yield stress)

B=경화상수(Hardening constant)

N=경화지수(Hardening exponent)

C=변형률 속도 상수(Strain rate constant)

M=열연화 상수(Thermal softening exponent)


 =유효 소성 변형률(Effective plastic strain)

=변형률 속도(Strain rate)
=기  변형률 속도

 

 
, 

=녹는 (Melt temperature)

=기  온도

Table 2 Coefficients of Johns-Cook yield model

성형 방향: 0° 공칭항복응력(Mpa) 공칭극한응력(Mpa)

시편 1 187.8 300.55

시편 2 179.07 302.44

시편 3 182.86 299.78

평균 183.24 300.92

횡 방향: 90° 공칭항복응력(Mpa) 공칭극한응력(Mpa)

시편 1 180.95 273.2

시편 2 177.70 269.58

시편 3 175.06 268.62

평균 177.90 270.47

사선 방향: 45° 공칭항복응력(Mpa) 공칭극한응력(Mpa)

시편 1 183.31 290.25

시편 2 184.24 296.18

시편 3 183.00 288.75

평균 183.52 291.73

Table 1 Tensile test of Mg alloy according to material 

direction 

11과 같다.

요소 크기가 1.0mm인 경우에 에 지 소산 곡선이 비 실

으로 계단형태의 불연속 인 형태를 보 다. 때문에 해당 

요소 크기에 해당하는 해석결과의 신뢰성은 떨어진다. 하지

만 1.0mm보다 작은 0.5, 0.25mm의 요소 크기에 해당하

는 에 지 소산 곡선은 실제 물리 상과 유사한 연속 인 형

태를 보 다. 비록 0.25mm 요소 크기에 해당하는 소산 에

지 변화 추이 곡선이 0.5mm 요소 크기에 해당 결과보다 

연속 이지만, 산모사 소요시간 측면에서 0.5mm 크기의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단하 고, 해석 시 사

용될 요소의 크기로 선정하 다. 앞서 언 한 탄과 Target 

모델의 유한요소 개수는 해당 요소 크기를 기 으로 결정되

어졌다.

2.3 물질 모델

2.3.1 마그네슘합 의 물질모델

산모사를 해서는 각각의 물질의 특성을 정의하는 

한 항복모델(yield model)과 괴모델(failure model)이 

필요하다. 마그네슘합 의 경우는 포스코(POSCO)에서 독자

으로 제작한 마그네슘합 (모델명: AZ61)이므로 한 

항복모델과 괴모델을 새롭게 정의하 다.

마그네슘합 의 물질모델을 정의하기 해 성형방향(rolling 

direction) 3개 시편, 횡 방향(transverse direction) 3개 시

편, 45°방향 3개 시편 각각의 인장 시험을 통해 공칭응력 선

도 얻었다. 공칭응력선도(nominal stress strain curve)를 

바탕으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칭항복응력과 공칭극한

응력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실제로 항복모델과 괴모델을 정의하기 해서는 공칭응

력 선도가 아닌 진 응력 선도(true stress strain curve)가 

필요하다. 때문에 식 (1)과 식 (2)을 이용하여 공칭응력 선

도를 진 응력 선도로 변환시켰다.

   (1)

 





(2)

그리고 마그네슘합 의 항복모델로는 Johns-Cook model

을 선정하 다(Jonhson et al., 1983). Johns-Cook 

model은 식 (3)과 같이 정의되는데, 식 (3)의 식 (a)는 변

형률 경화(strain hardening)에 한 향을 나타내고, 식 

(3)의 식 (b)는 변형률 속도 경화에 한 향을 나타내며, 

식 (3)의 식 (c)는 열 연화에 한 향을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 변형률 속도 경화와 열 연화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

다. 소성변형률과 흐름응력과의 계를 정의하는 식 (3)의 

식 (a)안의 미지수를 정의하기 해 얻어진 진 응력 선도로

부터 소성변형률 값을 얻은 후, 보간 된 경화선도를 구성하

는 계수들의 값을 시편 각각에 하여 계산하 다. 

 
   

 
 
   

 
   

 (3)

Table 1에서와 같이 마그네슘합 은 성형 방향에 따라 물

성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하지만 Table 3에서와 같이 평균 

공칭 항복응력 비 백분율 오차는 3.55%∼0.33% 사이며 

평균 공칭 극한응력 비 백분율 오차는 6.63%∼0.88% 사

이임을 감안할 때 등방성에 가깝다. 

이를 근거로 하여, 항복모델과 단모델의 계수를 각 시편

의 진 응력 선도부터 계산한 후 평균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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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al geometric strain

  







 
 

Instantaneous geometric strain

  











     
     
      



Table 7 The measure of erosion

공칭

항복응력

(Mpa)

공칭

극한응력

(Mpa)

공칭

항복응력

상 오차

공칭

극한응력

상 오차

성형 방향: 0°

187.8 300.55 3.44% 4.46%

179.07 302.44 1.37% 5.12%

182.86 299.78 0.72% 4.20%

횡 방향: 90°

180.95 273.2 0.33% 5.04%

177.70 269.58 2.12% 6.30%

175.06 268.62 3.58% 6.63%

사선 방향: 

45°

183.31 290.25 0.97% 0.88%

184.24 296.18 1.48% 2.95%

183.00 288.75 0.80% 0.36%

평균 181.554 287.705

Table 3 Percent error between the average value and 

the law value of yield stress and ultimate stress

항복모델의 경우 항복응력 A를 182Mpa로, 경화상수 B를 

446Mpa로, 경화지수 N을 0.4761로 선정하 고, 단모델

의 경우 인장 괴응력은 290Mpa, 단 괴응력은 200Mpa

으로 선정하 다.

2.3.2 마그네슘합 의 물질모델

세라믹과 블라의 항복모델과 괴모델은 AUTODYN에

서 제공하는 모델로 정의하 다. 각 물질의 항복모델과 괴

모델은 Table 4, Table 5, Table 6과 같다.

블

라

<Yield : Elastic> 

Shear Modulus : 1.0E+06(kPa)

<Failure : Material Strain> 

Tensile Failure Strain 11 : 1.0E-02

Tensile Failure Strain 22 : 8.0E-02

Tensile Failure Strain 33 : 8.0E-02

Residual Shear Stiffness Fraction : 2.0E-01 (none)

Decomposition Temperature : 7.0E+02(K) 

Table 4 Yield model and failure model for Kevlar

마

그

네

슘

합

<Yield : Johnson Cook>

Shear Modulus : 1.5555E+07(kPa)

Yield Stress : 1.82E+05(kPa)

Hardening Constant : 4.4600E+05(kPa)

Hardening Exponent : 4.761E-01(none)

Strain Rate Constant : 0.000E+00(none)

Ref. Strain Rate(/s)  1.0E+00(none)

<Failure : Material Stress>

Tensile Failure Stress 11 : 2.90E+05(kPa)

Tensile Failure Stress 22 : 2.90E+05(kPa)

Tensile Failure Stress 33 : 2.90E+05(kPa)

Maximum Shear Stress 12 : 2.0E+05(kPa)

Maximum Shear Stress 23 : 2.0E+05(kPa)

Maximum Shear Stress 31 : 2.0E+05(kPa)

Table 5 Yield model and failure model for Mg alloy

세

라

믹

<Yield : Johnson-Holmquist>

Shear Modulus : 1.35E+08(kPa) 

Model Type : Continuous(JH2)

Hugoniot Elastic Limit : 5.9E+06(kPa)

Intact Strength Constant A : 9.89E-01 

Intact Strength Exponent N : 3.755E-01 

Strain Rate Constant C : 0.00000E+00 

Fractured Strength Constant B : 7.7E-01

Fractured Strength Exponent M : 1.0E+00

Max. Fracture Strength Ratio : 5.0E-01

<Failure : Johnson-Holmquist>

Hydro Tensile Limit : -2.9E+04(kPa)

Damage Constant, D1 : 1.0E-02(none)

Damage Constant, D2 : 1.0E+00(none)

Bulking Constant, Beta : 1.0E+00(none)

Table 6 Yield model and failure model for Ceramic

2.4 Erosion 값의 정의  선정

2.4.1 Erosion의 정의

연성 속은 인장력에 의해 늘어나다 괴가 일어나면서 

끊어진다. 하지만 충돌해석에서는 요소가 계속 늘어날 뿐 

괴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 동 해석 시 

분 시간 스텝이 어들어 더 이상의 해석이 불가능하게 된

다. 때문에 실제 물리 으로 발생하는 마멸 상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요소들을 임의 으로 마멸시킬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 요소를 마멸할지는 물질이 

괴 역에 도달하여, 물리 으로 더 이상 향을 주지 않

을 때 요소를 탈락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 이다. 때문에 물

질에 따라서 Erosion 값이 선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를 들

면 취성이 강한 세라믹과 같은 재료는 작은 변형에도 괴가 

일어나지만, 연성이 강한 알루미늄 같은 재료는 보다 큰 변

형 후에 괴가 일어나므로 세라믹 보다는 큰 Erosion 값이 

필요하다. Erosion 한계 값의 척도로 사용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AUTODYN User and Theory Manual).

2.4.2 Erosion 값 선정

연성 재료의 충돌해석 시 주로 사용되는 Largrange기법 

용 시 Erosion이라는 비 물리 인 값이 앞서 언 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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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aneous

Erosion 값

잔류속도

( 기속도:

500m/s)

Incremental

Erosion 값

잔류속도

( 기속도:

500m/s)

3 발산 3 302(m/s)

2.5 발산 2.5 315(m/s)

2 발산 2 349(m/s)

1.8 발산 1.8 364(m/s)

1.5 209 1.5 390(m/s)

1 318 1 438(m/s)

0.5 428 0.5 474(m/s)

0.4 439 0.4 480(m/s)

Table 8 Residual velocity according to the erosion value

Ceramic 

모델 번호
잔류속도 Particle 도 Target 크기

1 414m/s 1 75×75×5mm3

2 409m/s 0.5 20×20×5mm
3

3 413m/s 1 20×20×5mm3

Table 9 Residual velocity according to the particle 

density and the target size

같이 합리 인 기 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Erosion은 비 물

리 인 상이므로 물리 으로 향을 주지 않고 수치해석의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때문에 동일한 조건

하에서 Erosion값을 변화 시켜가면서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

하여 한 Erosion 값을 사용자가 정하여야 한다. Table 

8에서와 같이 Erosion 값이 작은 경우에는 블라가 강성을 

잃기 에 찢겨지는 결과를 보 고, Erosion 값이 큰 경우는 

이미 블라가 강성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소가 탈락되지 

않았으며 보다 큰 Erosion 값에서는 시간 분 스텝이 어

들어 수치해가 발산하는 상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물리 상과의 유사성과 수치 안정성을 고려하여 블라의 

Erosion값을 Incremental strain(2.5)로 선정하여 사용하

다. 마그네슘합 의 경우도 블라와 동일한 기 을 용

하여 Erosion값을 Incremental strain(2)로 선정하 다.

하지만 세라믹의 충돌 해석을 해 유한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SPH 기법(Gingold et al., 1997)을 용하 기 때문

에 근본 으로 요소 왜곡 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Erosion값을 정해  필요가 없다. 신 한 세라믹 해석 

모델을 찾기 해 입자들의 조 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Table 

9에서와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 어 비교해 보았다. 모델 1

은 마그네슘합   블라 모델과 동일한 크기로 모델링되

었으며 입자 도는 1이다. 모델 2는 모델 1의 크기보다 2

배 이상 작고 입자 도는 0.5로 2배 작다. 모델 3은 모델 

2의 크기와 같고 입자 도는 모델 1과 동일한 1로 모델링

하 다. 결과는 Table 9와 같이 세 경우 모두 비슷한 잔류

속도를 보 다. 때문에 해석시간이 가장 게 소요된 3번째 

모델을 세라믹 모델로 선정하 다.

2.5 하이 리드 장갑의 방탄성능 해석

2.5.1 물질 두께 변화에 따른 방탄성능 해석

하이 리드 장갑의 방호탄도 해석 시 블라의 두께는 2mm

로 고정된 상태에서 마그네슘합  장갑 두께를 15mm, 20mm, 

25mm와 세라믹 장갑 두께 0mm, 2mm, 3mm, 4mm, 5mm

와의 조합에 하여 방호탄도한계값(V50)을 산출해 내었다.

Table 10 의 수치 해석결과를 보면 동일한 장갑 두께에 

하여 마그네슘 단독으로 구성된 장갑 보다 세라믹이 추가

된 하이 리드 장갑이 목한 방탄성능 향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 마그네슘 장갑두께 변화보다 세라믹 장갑 두께 

변화가 V50 증가에 보다 민감하게 작용함을 직 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면 도 견지에서는 하이 리드 장갑의 면 

도 감소효과를 악할 수 없다. 때문에 면 도를 수치화

하고 동일한 요구 V50을 만족하는 면 도 최소화 과정을 

통해 하이 리드 장갑의 두께 변화  면 도 변화를 찰 

할 필요가 있다.

Fig. 12 Before impact Fig. 13 After impact

마그네슘

세라믹
15mm 20mm 25mm

0mm 330(m/s) 480(m/s) 550(m/s)

2mm 530(m/s) 600(m/s) 670(m/s)

3mm 590(m/s) 670(m/s) 730(m/s)

4mm 635(m/s) 710(m/s) 787(m/s)

5mm 680(m/s) 750(m/s) 845(m/s)

Table 10 V50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hybrid armor

2.5.2 면 도 최소화 문제해석

하이 리드 장갑의 면 도 감소효과를 수치화하기 해 

최소화 문제를 Table 11와 같이 정리하 다.

면 도를 목 함수로 정의하고 설계 변수를 세라믹 장갑 

두께, 마그네슘합  장갑 두께와 블라 장갑 두께로 두었다. 

그리고 제약조건으로는 2개의 등호 제약조건과 2개의 부등호 

제약조건으로 정의하 다. 2개의 등호 제약조건  하나는 

각 장갑 두께의 함수인 V50 식이 되고, 해당 최소화 문제에



이종구․김시호․김건인․조맹효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6호(2012.12) 493

Obj. function : Arial density(g/m
2
)=    

where, 

    =ceramic density(3.8g/cm
3
),  =ceramic thickness

    =AZ31b density(1.775g/cm3),  =AZ31b thickness

    =kevlar density(1.65g/cm
3
),  =kevlar thickness

Design variable:   
Constraint : 

             1. V50=550m/s,  =
    

  

             2. 0≤  ≤7mm

             3. 0≤  ≤40mm

             4.  2mm

Table 10 Areal density minimization problem

Fig. 14 Hysteresis curve of aerial density minimization 

procedure

서 목표 V50을 550m/s로 선정하 다. 면 도 최소화 문제 

해석에 앞서 V50 식의 미지수 정의를 해 최소 제곱 회귀

법을 이용하 다. 민감도 계산에 있어서 Sequential quad-

ratic programming method 이용하 고 결과는 Fig. 14

와 같다.

기의 장갑 두께 조합은 세라믹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 리드 장갑의 면 도는 50.063g/m2으로 크고 장갑 

두께 한 28.3mm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면

도 최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마그네슘합  장갑의 두께와 하

이 리드 장갑의 면 도는 차츰 어들고 세라믹 장갑의 두

께는 조 씩 증가한다. 이 때 마그네슘합  장갑의 두께 감

소량은 세라믹 장갑 두께 증가량보다 크다. 이는 하이 리드 

장갑의 면 도 감소효과 뿐만 아니라 공간효율 향상 효과를 

변하고 있다. 실제로 최소화 문제 해석으로 얻어진 최

에서의 하이 리드 장갑의 면 도는 기 디자인보다 23.3% 

감소되었고, 두께는 39.43% 감소하 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면 도는 낮으나, 공간효율성 떨어지는 마

그네슘합 의 단 을 보안하기 해 단일 물질이 아닌 세라

믹, 마그네슘합 , 블라가 순서 로 층되어 있는 하이

리드장갑 평  모델을 선정하여 9mm FMJ 탄 에 한 

충돌해석을 수행하여 방탄성능을 측하 다.

방탄성능의 우수성은 V50, 면 도, 공간효율 견지에서 

단할 수 있으며, 먼  V50 측면에서는 마그네슘합  단일 

방탄 장갑에 비해 상호 보완 인 여러 방탄소재가 조합된 하

이 리드 장갑의 V50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면 도 측면에서는 동일한 요구 V50(550m/s)를 만족시

키는 면 도 최소화 해석을 통해 하이 리드 장갑 용 시 

면 도가 감소 23.3% 감소됨을 확인하 다. 이는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장갑의 경우 하이 리드 장갑이 보다 우수한 

V50성능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공간효율성 측면에서도 하이 리드 장갑이 

39.43%의 감소되었음을 확인하 다. 이는 특정 V50을 발

휘하기 한 장갑 개발 시 하이 리드 장갑의 용을 통해 

장갑의 부피 감소효과를 기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이 리드 장갑은 해당 방탄특성 빗 어 볼 때 9mm 

FMJ 탄 보다 인 7.62mm AP(Armor piercing)탄을 

방호하기 한 장갑개발에도 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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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고속의 탄을 방호하기 해 통 으로 알루미늄 합 , RHA(Rolled Homogeneous Armour) 강과 같이 인장  압축 강도

가 큰 속이 주로 방탄재료로 사용되었다. 이런 통 인 방탄재료는 우수한 방탄성능을 가지는 반면, 면 도가 커서 방탄 

장갑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작은 면 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큰 비강도를 가지는 마그네슘합 이 통

인 방탄재료의 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통 인 방탄재료에 비해 마그네슘합 의 공간 효율이 떨어져 장갑의 두

께 혹은 부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합 의 공간 효율의 개선을 해 마그네슘합  단일물질이 

아닌 세라믹(Ceramic), 마그네슘합 (Mg alloy), 블라(Kevlar)를 순서 로 층한 하이 리드 장갑모델을 선정하 고, 

9mm FMJ(Full Metal Jarket) 탄 에 한 방탄해석을 통해 하이 리드 장갑이 방탄성능 척도인 면 도를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공간효율도 개선시킴을 보 다.

핵심용어 : 9mm 권총탄, 하이 리드 장갑, 방호탄도한계, 면 도, 공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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