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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 및 정착에 힘입어 전국은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고속철도의 지속적인 성

장을 위해서는 타 교통수단에 비한 정시성 및 편의성 확보

가 더욱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철도시스템에 의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속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중요하

다. 그러나, 눈, 비, 바람 등 기상요인에 따른 열차의 지연

등은 사전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 예로 겨울철 강

설에 의하여 차량 하부에 착설된 눈이 결빙되어 선로에 낙

하하면서 자갈을 비산시켜 고속열차 객실 유리창을 파손하

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객실 유리창의 파손은 승객들에게 불

안감을 조성하고, 유리창 교환 등 유지보수 작업 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정시성 유지에 방해요소가 된다.

고속열차 객실 유리창은 Fig. 1의 왼쪽 그림과 같이 복합

구조의 유리로서 외부에는 접합유리가 사용되고, 중간에는

건조공기가 있으며 내부에는 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가 사

용되며, 접합유리는 일반유리(Annealed glass), 반강화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일반유리는 원료를 용해로에서 용융시

켜 액체인 유리를 서냉시켜 만드는데, 내충격성은 강화유리

에 비해 좋지 않고 파손시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파손되

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있다. 반강화유리는 일반유

리를 절단하여 가장자리를 연마하고 가열과 냉각을 통하여

표면에 압축응력층을 형성하여 파괴 강도를 증가시킨 유리

이다. 파손상태는 일반유리와 유사하나 강도계수는 일반유

리에 비해 두 배 정도 높다. 강화유리는 열처리 후 압축응

력이 일반유리에 비해 3~5배 높고 파손 시 작은 입자로 부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about the impact damage characteristics of various typ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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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속열차 객실 유리창 타입에 따른 충격 파손 특성을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유리창 내

충격시험 규격을 검토하였으며, 자갈 비산에 의한 유리창 파손 특성을 고려하여 내충격시험을 실시하였다. 외부

충격면이 일반유리, 반강화유리, 강화유리 모두 팁 끝이 뾰족한 낙하체에 대해 낮은 높이에서도 파괴가 잘 일어

났고, 파괴될 때의 양상은 일반유리의 경우 선 파괴가 부분적으로 발생하였고, 반강화유리의 경우 선 파괴가 전

체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강화유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입자가 잘게 부숴지며 파괴되었다. 낙하체 팁 형상을 뾰족

한 것에서부터 뭉툭한 것으로 변화시킬 때 더 높은 높이에서 파괴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그 정도는 일반유

리보다 강화유리가 팁 끝이 뭉툭한 낙하체에 대해서 더 높은 강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유리창 보호용 필름

이 적용되었을 때 강도 증가의 효과가 있었다. 실제 자갈을 자유 낙하시켜 파손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3가지 경

우 모두에 대해서 보호필름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파괴되었고, 보호필름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잘 파괴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고속열차, 유리창, 일반유리, 반강화유리, 강화유리, 충격파손특성, 보호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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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져 인체에 덜 위험하기 때문에 철도차량에서는 객실 내측

창 및 비상창 등에 사용된다[2].

유리의 충격파괴 메카니즘은 크게 곡파괴와 집중응력파괴

(헤르소파괴)로 나눌 수 있다. 곡파괴는 배구공의 가격 또는

풍압에 의한 휘어짐 등과 같이 충격의 반대면에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격물이 크고 충격속도가 느릴 때 발생

한다. 집중응력파괴는 권총탄환이나 자갈에 의한 파괴처럼

좁은 충격면에 집중적으로 응력이 가해져 타격점을 중심으

로 방사성으로 갈라지며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14].

고속열차 객실 유리창에 대해서 몇 가지 연구들이 수행되

었는데, Lee[1], Chang[2] 등은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반적인 소개 및 특성 등을 설명하였다. Kwon[3] 등은 고

속열차의 객실 유리창이 터널을 통과할 때 받는 압력변동을

수치적으로 모사하였으며, Chang[4] 등은 압력변동에 따른

유리창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장비를 개발하였다.

Kwon[5],  Rho[6] 등은 열차풍에 의한 자갈비산에 관해 연

구하였다. 상기의 연구들은 압력변동에 의한 유리창의 파손

특성 및 자갈 비산 메커니즘 등에 관한 것이며, 비산된 자

갈이 유리창을 파손시킬 때의 파손특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산된 자갈에 의한 유리창 충

격파손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개발하고, 유리의 종

류에 따른 충격 파손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시험방법

고속열차 객실 유리창 충격 파손 특성 비교 연구를 위한

Fig. 1 Structure of high speed train window and installation of

test specimen

Table 1 Standards for glass impact test

Standard Details Glass type Striking object
Speed or 

distance
Size

Pass 

condition

Guidelines for 

railway safety 

standards

(2010-637)

[Appendix 18]

Normal
Laminated 

glass or better
Steel ball 0.25kg 27.8m/s -

No 

penetration

Emergency
Tempered 

glass or better
Steel ball 0.25kg 13.9m/s -

No 

penetration

Structural 

requirements for 

windscreens and 

windows on railway 

vehicles

(GM/RT2456)

c3

Bodyside 

windows

Normal
Laminated 

glass or better
Steel ball 0.25kg 27.8m/s -

No 

penetration

Emergency
Tempered glass 

or better
Steel ball 0.25kg 13.9m/s -

No 

penetration

Laminated glass

(NF F 31-250)

16.1.1 Impact 

resistance
Laminated glass Bullet

20g 2017A 

Aluminum 

alloy

-

(5.5m firing 

distance)

500×500mm 

±2.5mm

Visual 

evaluation

Toughed 

safety-glass

(NF F 31-129)

15.1.1 Impact 

resistance
Tempered glass Bullet

20g 2017A 

Aluminum 

alloy

Request at order

(5.5m firing 

distance)

500×500mm 

±2.5mm

Visual 

evaluation

Laminated glass

(KS L 2004:2009)

7.7

Falling steel 

ball impact test

Laminated glass Steel ball 1040 ~ 2260g 1.2 ~ 4.8m 610×610mm

Destruction 

less than 1 

over 6

Tempered glass

(KS L 2002:2006)

8.5

Falling steel 

ball impact test

Tempered glass Steel ball 1040g 1.0 m 610×610mm

Destruction 

less than 1 

over 6

Automotive 

safety glass

(KS L 2007:2008)

8.5

Falling steel 

ball impact test

Laminated glass or 

Tempered glass
Steel ball 227g 7m 300×300mm

No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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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유리의 충격시험에 관한 다양한

규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37호)의 [별

표 18] 철도차량용 창유리 안전 세부기준 및 이와 유사한 해

외 규격인 Structural requirements for windscreens and

windows on railway vehicles(GM/RT2456) 의 c3 Bodyside

windows에서는 0.25kg의 강구를 일반창과 비상창에 대해 각

각 100km/h, 50km/h로 발사했을 때 비침투되어야 한다는 기

준이 있다[7,8]. 프랑스 규격인 NF F 31-250과 NF F 31-129

에서는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접합유리와 강화유리에 대해서

20g짜리 2017A 알루미늄 합금 탄환을 5.5m 거리에서 주문

자가 요구하는 속도로 발사하였을 때 육안으로 파괴되는 정

도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9,10]. 국내 KS 규격에서는 610×

610mm 크기의 접합유리와 강화유리에 대해 무게 1040g 또

는 2260g 정도의 강구를 1~4.8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6

매 중 1매 이하가 파괴되도록 강도를 규정하고 있다[11,12].

Table 2 Types of test specimen

Type A B C D E F G

Lamination

(External

+Internal)

6+5mm

Annealed 

+Annealed

6+5mm

Annealed + Heat 

strengthened

6+5mm

Annealed + 

Tempered

6+5mm

Heat strengthened 

+ Heat 

strengthened

6+5mm

Heat strengthened + 

Tempered

6+5mm

Tempered + 

Tempered

8+3mm

Tempered + 

Tempered

Adhesive film PVB 0.76mm PVB 1.52mm PVB 1.52mm PVB 1.52mm
PVB

1.52mm
PVB 1.52mm PVB 1.52mm

Remarks KTX KTX-sancheon For test For test For test KTX-sancheon Emergency exit

Table 3 Types of falling objects

No Name Weight Shape Tip Remarks

1 Sharp 120g Tip : diameter 2mm hard metal

2 5mm 118g Tip : diameter 5mm steel ball

3 10mm 115g Tip : diameter 10mm steel ball

4 15mm 116g Tip : diameter 15mm steel ball

5 Torpedo 198g -

6 Sphere
227g or

1040g
Weight 227g or 1040g steel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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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용 안전유리에 사용되는 접합유리와 강화유리에

대해 KS 규격에서는 227g의 강구를 300×300mm 크기의 유

리에 7m 정도의 높이에서 낙하시켜 관통유무를 판단하게 하

고 있다[13].

본 연구의 유리창 내충격시험은 자갈비산에 의한 외부충

격이 유리창에 가해지기 것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Fig. 1

의 복합구조의 유리 중 외부접합유리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시험은 외부 접합유리를 Fig. 1의 오른쪽

그림처럼 상자 위에 공시체를 놓고 틀을 이용하여 고정하였

으며 낙하높이를 조정하면서 낙하체를 자유낙하시키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 낙하체의 대표적인 치수를 Fig. 1에 같이

나타내었다. 시험에 사용된 공시체의 조합을 Table 2에 나

타내었다. 편의상 접합유리 중 충격 받는 면을 일반유리

(Annealed glass), 반강화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강화

유리(Tempered glass)로 구분하였다. 현재 상용 KTX에서 사

용되고 있는 외부 일반유리 6mm, 접합필름 0.76mm, 내부

일반유리 5mm 조합(A타입) 및 KTX-산천에서 사용되는 외

부 강화유리 6mm, 접합필름 1.52mm, 내부 강화유리 5mm

조합(F타입)을 위주로 향후 상용운행에 투입될 예정인 KTX-

산천의 일반유리조합(B타입), 현재 두께 6mm인 비상창의 개

선용으로 제안된 8mm 강화유리를 외부에 사용한 조합(G타

입), 테스트용으로 제안된 일반유리 및 반강화유리 조합(C,

D, E 타입) 등 총 7가지 종류에 대해 시험이 진행되었다. 공

시체의 크기는 KS L 2004 : 2009 접합유리 중 7.7 낙구충

격시험을 준용하여 610×610mm ± 3mm 크기로 하였다. 강구

를 이용한 낙구충격시험으로 내충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끝

이 뾰족한 자갈에 의한 파괴를 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끝 형상을 가진 낙하체를 제작하였다.

낙하체의 모양 및 무게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낙하체는

자유낙하 시에도 끝 부분이 유리에 충격을 줄 수 있도록 자

세를 잡아주는 꼬리날개 부분을 부착하여 되도록 수직으로

자유낙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낙하체의 끝 부분의 형상은

Table 3의 1번이 지름 2mm짜리 원통형 초경합금을 끝이 편

편하도록 가공한 것, 2, 3, 4번은 직경이 각각 5mm, 10mm,

15mm인 구를 끝에 부착한 것, 5번은 어뢰(Torpedo)모양의

낙하체, 6번은 낙구충격시험용 무게 227g과 1040g짜리 강

구를 나타낸다.

유리창 내충격시험 방법은 다양한 시험규격을 검토하여 KS

L 2004 : 2009 접합유리 중 7.7 낙구충격시험을 준용하여

실시하였다. 시험설비는 Fig. 2와 같은 낙하시험설비를 이용

하였고, 낙하체는 Fig. 3의 전자석에 장착되며, Fig. 2의 설

비에 의해 자동으로 원하는 낙하높이에 도달한 후 전자석의

전원을 차단하여 자유낙하를 하게 된다. Table 2의 총 7가

지 공시체와 Table 3의 6가지 종류의 낙하체에 대해서 시험

을 실시하였고, 대표적인 유리에 대해서 표면을 보호하는 필

름을 부착하여 효용성을 검증하는 시험도 수행하였다. 최종

적으로 실제 자갈을 낙하시켜 내충격성시험을 실시하였다.

2.2 시험결과

2.2.1 낙하체 형상에 따른 파괴되는 위치에너지 비교

유리창 내충격시험 결과 끝이 뾰족한 낙하체에 대해서는

곡파괴가 아닌 집중응력파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0.1m 정도의 낮은 높이에서도 유리면에는 충격에 의한 점

이 형성되었다(Fig. 4(a)). 집중응력파괴일 때 일반유리의 경

우 타격점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방사성으로 선이 형성되

는 모양으로 파괴되었고(선 파괴, Fig. 4(b)), 반강화유리일

경우에는 선이 나선모양으로 전체적으로 파괴되었으며(선 전

체 파괴, Fig. 4(c)), 강화유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작고 고른

입자가 형성되는 모양으로 파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파괴, Fig. 4(d)).

다양한 끝의 형상을 가진 비슷한 무게의 낙하체를 이용하

여 여러 가지 조합의 고속열차 객실 유리창에 대해 내충격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는 낙하체의 무게에 따른 차이Fig. 2 Test equipment

Fig. 3 Installation of falling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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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없애기 위하여 낙하높이를 낙하시의 위치에너지로 변환

하여 표시하였다. 낙하높이와 위치에너지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U = mgh (1)

여기서, m은 낙하체의 질량[kg], g는 중력가속도[=9.81m/s2],

h는 낙하높이[m]이다. 낮은 높이에서 끝이 뾰족한 낙하체로

내충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점으로 파괴되는 형상이 관찰

되었는데(Fig. 4(a)), 이것까지 파괴로 규정할 때 데이터 처

리가 쉽지 않았고, 이 정도의 점파괴 같은 경우에 상용 운

행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파괴되지

않았다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내충격시험 데이터 처리에서

는 일반유리의 경우 선파괴(Fig. 4(b)), 반강화유리의 경우 선

전체 파괴(Fig. 4(c)), 강화유리의 경우 전체 파괴(Fig. 4(d))

가 발생했을 때 파괴되었다고 정의하였다. 앞의 Table 2의

7가지 종류의 공시체와 Table 3의 다양한 형태의 낙하체 중

대표적인 5가지 낙하체에 대한 유리창 내충격시험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유리창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주로 파괴되는 부분은

접합유리 중 외부 유리이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일반유리

(A, B, C타입), 반강화유리(D, E타입), 강화유리(F, G타입)

순으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낙하체의 경우에는 끝이 뾰족

한 것(SHARP), 끝 부분이 각각 5, 10, 15mm의 구가 부착

된 것, 강구(SPHERE)로 분류하였다. 동일한 종류의 공시체

에 대해 2회 이상 반복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평균하

여 파괴된 위치에너지를 구하였다. 전체적으로 외부 충격을

받는 면이 일반유리, 반강화유리, 강화유리인 접합유리 모두

끝이 뾰족한 낙하체(SHARP)에 대해서는 낮은 위치에너지

(0.21 ~ 0.68J)에서 파괴되었다. 그리고, 끝이 조금씩 뭉툭해

질수록(5, 10, 15mm 강구 팁을 부착하였을 때) 파괴되는 위

치에너지가 커졌으며, 강구(SPHERE)로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끝이 뾰족한 낙하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위치에너지

(8.91 ~ 87.05J)에서 유리창의 파괴가 발생하였다. 각각의 낙

하체에 대해 유리창이 파괴되는 양상을 비교하면 끝이 뾰족

한 낙하체의 경우 접촉면이 반강화유리일 경우가 일반유리

나 강화유리에 비해 좀더 낮은 위치에너지에서 파괴되었고,

파괴되는 양상도 일반 유리의 경우 선 파괴가 조금씩 진행

되는데 반해, 반강화유리의 경우에는 나선무늬처럼 전체적

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일반유리보다 유지보수

시 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Fig. 4(c)). Fig. 5와 Fig. 6에

서 알 수 있듯이 일반유리나 강화유리의 경우 끝이 뾰족한

낙하체에 대해서는 파괴되는 위치에너지가 비슷하고, 반강

화유리일 경우 일반유리나 강화유리보다 더 낮은 위치에너

지에서 파괴되었다(Fig. 5와 Fig. 6 SHARP). 그러나, 낙하

체의 팁 끝 형상이 뭉툭해질수록 접촉면이 일반유리냐 강화

유리냐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Fig. 5에서 팁 끝이 뭉툭

Fig. 5 Destroyed potential energy due to tip shapes

Fig. 6 The effect of protective film against peaked edge falling

object

Fig. 4 Shape of broken 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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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수록 강화유리가 더 강하며, 강구같은 낙하체에 대해서

는 일반유리에 비해 3~4배 이상 강하였다. 이는 강화유리의

경우 팁 끝이 뾰족한 낙하체는 표면의 강화 열처리된 층을

쉽게 뚫어 일반유리와 비슷한 정도에서 파괴되나, 끝이 뭉

툭해질수록 표면의 강화 열처리된 층을 뚫을 수가 없어 파

괴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2.2.2 보호필름의 효과

앞 절의 시험결과에서 유리는 표면부터 파괴가 진행되는

데, 이 표면을 보호하면 외부충격에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팁 끝이 뾰족한 낙하체에 대

해서 충격을 받는 외부유리에 유리창 보호필름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으며, 그 외 다른 낙하체(팁

끝이 5mm구인 경우, 어뢰모양의 낙하체)에 대한 시험결과

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시험에 사용된 유리창 보호필름은

DEFENSEKOREA사에서 공급하는 GC-3 모델로 두께가

0.36mm이며 방탄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Fig. 6과 Fig.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팁 끝이 뾰족한 낙하체, 팁끝이 5mm

인 강구로 된 낙하체, 어뢰모양의 낙하체 모두에 대해서 유

리창 보호필름이 파괴되는 위치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리창 보호용 필름이 유리 표면을 보호하여

파괴가 덜 되도록 하는 것이다. 팁 끝이 뾰족한 낙하체에 대

해서 숫자상으로는 2~3배 정도 강해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워낙 낮은 수준의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0.21 ~ 1.32J) 실

제 적용 시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팁 끝이 5mm인 구나 어뢰모양의 낙하체에 대

해서는 유리창 보호필름을 적용하였을 때가 3~6배 정도 강

도 증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Fig. 7). 즉, 낙하체 팁 끝의

형상이 뭉툭해질수록 유리창 보호필름의 효과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다

2.2.3 자갈 낙하시험 결과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제 자갈을 이용하여 내충격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방법은 Fig. 8에 나타낸 무게 93

Fig. 8 Ballast used in the test

Fig. 7 The effect of protective film against other falling object

Table 4 Ballast test results

Types Without protective film With protective film

Annealed glass

Heat strengthened glass

Tempered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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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g의 자갈들을 9.57m의 높이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유

리창 공시체에 자유낙하시켜 파손되는 정도를 상호 비교하

였다. 충격시의 자갈의 속도는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부 바뀐다면 대략 13.7m/s 정도로 계산된다. 시험에 사용

된 공시체는 외부 충격면이 일반유리, 반강화유리, 강화유리

의 3가지 종류에 대해 유리창 보호용 필름 작업이 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을 비교 시험하였다.

자갈 시험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일반유리, 반강

화 유리, 강화유리 모두에 대해서 유리창 보호필름을 적용

하지 않았을 때 모두 파괴되었다. 파괴된 형상을 관찰하니

파괴되는 양상은 집중응력파괴와 곡파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파괴되는 위치에너지는 앞 절에서 강구

로 시험했을 때 보다 낮았는데 이는 자갈의 뾰족한 부분에

의해 파괴가 더 잘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유리창 보호필

름을 적용하였을 때 일반유리나 반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점파괴가 일어나거나 작은 정도의 선파괴가 발생했고, 강화

유리의 경우에는 자갈에 의한 점파괴만 나타났다. 이는 자

갈의 뾰족한 부분이 보호필름을 뚫지 못하여 파괴가 덜 되

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결 론

고속열차 객실 유리창 타입에 따른 충격 파손 특성을 비

교 연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유리창 내충격시험 규격

을 검토하였으며, 자갈 비산 특성과 유리별 충격 파손 특성

을 고려하여 내충격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공시

체는 외부충격면이 일반유리, 반강화유리, 강화유리로 된 7

가지 조합의 접합유리로 구성하였으며, 낙하체는 팁 끝부분

의 형상을 뾰족한 것에서부터 점점 뭉툭하게 변화시키면서

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강구에 대한 자유낙하시험을 실시

하였다. 또한, 유리창 보호용 필름의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

하였다.

외부 충격면이 일반유리, 반강화유리, 강화유리 모두 팁 끝

이 뾰족한 낙하체에 대해 낮은 높이에서도 파괴가 잘 일어

났고, 파괴될 때의 양상은 일반유리의 경우 선 파괴가 부분

적으로 발생하였고, 반강화유리의 경우 선 파괴가 전체적으

로 발생하였으며, 강화유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입자가 잘게

부숴지며 파괴되었다. 상기 3가지 종류의 유리에 대해 낙하

체 팁 형상을 뾰족한 것에서부터 뭉툭한 것으로 변화시킬 때

더 높은 높이에서 파괴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그 정도

는 일반유리보다 강화유리가 팁 끝이 뭉툭한 낙하체에 대해

더 높은 강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팁 끝이 뾰족한 낙하

체에 대해서는 반강화유리가 가장 약했으며, 일반유리나 강

화유리는 비슷한 높이에서 파괴되었다. 유리창 보호용 필름

의 경우 팁 끝이 뾰족한 낙하체에 대해서는 2~3배 정도 파

괴되는 높이가 높아졌고, 끝이 뭉툭해질수록 3~6배 정도 강

도 증가의 효과를 보였다.

실제 자갈을 충격면이 일반유리, 반강화유리, 강화유리인

3가지 종류의 공시체에 보호필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

해 9.57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 파손 특성을 비교하

였다. 3가지 공시체 모두에 대해서 보호필름이 적용되지 않

았을 때는 파괴되었고, 보호필름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잘

파괴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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