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40, No. 9, pp. 791~799, 2016 
 

791

<학술논문>           DOI http://dx.doi.org/10.3795/KSME-A.2016.40.9.791            ISSN 1226-4873(Print) 
2288-5226(Online) 

 

Taylor 봉 충격시험을 통한 고 변형률속도하  
금속재료의 동적변형거동 평가 

 
배 경 오* · 신 형 섭*† 

* 안동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Evaluation of Dynamic Deformation Behaviors in Metallic Materials  
under High Strain-Rates Using Taylor Bar Impact Test 

 
Kyung Oh Bae* and Hyung Seop Shin*† 

* Dept. of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Andong Nat’l Univ. 
 

(Received February 2, 2016 ; Revised May 27, 2016 ; Accepted June 2, 2016) 
 

 
 

- 기호설명 - 

D : 발사체의 직경 
L0 : 발사체의 초기길이 
L1 : 발사체의 충격시험 후 길이 
δ : 소성변형량(L0 – L1) 
X : 발사체의 미변형부 길이 
λ0 : 충격 동안 발사체에서 소성변형을 겪은 

부분 길이(L0 – X) 

λ1 : 회수한 시험편에서 소성변형부의 길이 
σyd : 동적항복강도 
Δε : 평균변형률 
ε : 평균화한 변형률속도 
td : 접촉 지속시간 
Δt : 촬영 사진 프레임 간 시간 간격 

1. 서 론 

외부하중에 의한 구조용 재료의 변형거동은 주
로 정적 또는 준정적 하중에 대해 고려되어 왔다. 

Key Words: Taylor Bar Impact Test(테일러 봉 충격시험), High-Strain-Rate(고 변형률속도), Dynamic Yield 
Strength(동적항복강도), High-Speed Photography System(고속영상촬영 시스템) 

초록: 최근 기계 시스템의 고속화가 진행됨에 따라 구조물 및 기계부품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측면
에서, 충격하중하에서 구조용 재료의 동적변형거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104 s-1를 넘는 고 변
형률속도에서 실험적 기법을 사용한 구조용 재료의 변형거동의 파악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고 변형률속도역에서 금속재료의 동적변형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Taylor 봉 충격시험을 실시하

였다. 또한 고속영상촬영 시스템을 사용하여 Taylor 봉 충격시험 동안 변형거동을 관찰하였다. Taylor 봉 
충격시, 경과시간에 따른 변형과정을 AUTODYN 상용 S/W를 사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고 변형률속도역에서 거동을 평가하였다. 

Abstract: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safety of various mechanical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ir high-speed usag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dynamic deformation behavior of structural materials under impact load. However,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dynamic deformation behavior of the structural materials using experimental methods in the 
high strain-rate range exceeding 104 s-1. In this study, the Taylor bar impact tes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ynamic deformation behavior of metallic materials in the high strain-rate region, using a high-speed photography 
system. Numerical analysis of the Taylor bar impact test was performed using AUTODYN S/W.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the material behavior in the high strain-rate region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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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기계 시스템의 고속화가 진행됨에 따
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동적 또는 충
격하중(impact load)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게 되
었다. 이러한 고속/고압 충격하중하에서 구조물 및 
기계부품의 설계를 위해서는 구성재료의 고 변형

률속도(high-strain-rate)에서 변형거동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1) 고 변형률속도하에서 재료의 변형

은 하중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적 또는 준정

적 상태와는 다른 거동과 반응을 나타낸다. 또한 
재료의 변형거동은 변형률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1) 충격하중하에서 기계/
구조물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결정구

조를 갖는 금속재료의 변형률속도에 따른 동적변

형거동을 조사하고, 재질(결정구조)에 따른 동적 
경화모델(dynamic hardening model)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03~104 s-1 변형률속도역에서 금속재료의 소성

유동(plastic flow) 거동은 홉킨슨 봉(SHPB) 시험 
및 Taylor 봉 충격시험을 실시하여 파악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재료의 동적 구성방정식

(dynamic constitutive equation)은 주로 SHPB 시험으

로부터 얻은 동적 경화모델로 표현되고, 통상 제
한된 범위의 변형률속도에서만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시험이 어려운 고 변형률속

도에서 재료의 물성 예측이 시도되어 오고 있다. 
여러 연구그룹이 재료의 소성유동응력을 예측하기 
위해 재료의 동적 경화모델을 제시하였다.(2~6) 그
러나 SHPB 시험을 통해 104 s-1 이상 변형률속도에

서 재료의 동적변형거동을 실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고 변형률속도하에서 재료의 동적 항복강

도(dynamic yield strength)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

로 Taylor 봉 충격시험이 사용되고 있다.(7) 이 시
험법은 재료의 동적 물성치를 얻는 것과 더불어 
재료의 대변형 거동 및 국부적으로 고 변형률속도

를 얻을 수 있어, 수치해석 기법과 연계되어

(coupling) 광범위한 변형률속도 범위에 대한 재료

의 충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
다.(8~10) 또한 재료의 새로운 동적 구성모델의 확인

을 위한 검증시험에도 사용되고 있다. (8, 11, 12) 

최근에는 고속 카메라(high-speed camera)를 도
입한  Taylor 봉  충격시험법을  적용하여  재료의 
고속충격시 변형거동의 국부적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8, 10, 13, 14) 따라서 104 s-1 이상 변형률속도에서 
금속재료의 동적변형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Taylor 봉 충격시험을 이용한 시험기법의 개발과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tructural materials 
obtained by quasi-static tensile tests 

Material 
Young’s 
modulus,

GPa 

Density, 
g/cm3 

Yield 
strength, 

MPa 

Reduction 
of area, %

AISI 4340 
steel 210 7.85 677 48.3 

OFHC 
copper 125 8.93 366 80.0 

Ti-6Al-4V 
alloy 114 4.43 1,064 30.1 

 
수치해석을 통한 연계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영상촬영 장치를 도입한

Taylor 봉 충격시험을 통하여, 결정구조가 다른 금
속재료의 동적변형거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충

격시험시 얻은 고속영상 이미지로부터 각 충격속

도에서 발사체의 변형 및 파괴거동, 접촉 지속시

간을 파악하여 동적항복강도의 변형률속도 의존성

을 조사하였다. 또한 AUTODYN S/W를 사용한 수
치해석을 실시하여 얻은 발사체 충돌부의 국부적 
영역에서 변형률속도와 응력분포를 계산하였다. 
이들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104 s-1 이
상의 고 변형률속도역에서 금속재료의 동적변형거

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결정구조가 다른 BCC(body 

centered cubic: 체심입방구조), FCC(face centered 
cubic: 면심입방구조), HCP (hexagonal closed-packed: 
육방조밀구조) 3종류의 금속재료를 사용하였다. 
BCC는 AISI 4340강, FCC는 OFHC동(Oxygen Free 
High Conductivity Copper: 무산소동), 그리고 HCP
는 Ti-6Al-4V 합금을 각각 선정하였다. 각 금속재

료의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유압식 만능재료시험

기(INSTRON 8516, Load cell: 100 kN)를 사용하여 준
정적 인장시험(10-3 s-1)을 수행하였고, 얻어진 기계

적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Taylor 봉 충격시험용 발사체 시험편은 직경(D) 

9.95 mm, 길이(L0) 29.85 mm로, L0/D=3의 형상을 갖
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Taylor 봉 충격시험시 발사

체 충돌부에서 벌징(bulging)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타깃은 RHA (rolled homogenous armor) 강재를 사용

하였다. 
 
2.2 실험장치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Taylor 봉 충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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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for operation of 8-Ch high-speed 

photography system during Taylor bar impact test 
 

험 장치의 개략도이다. 압축공기로 발사체를 가속

하도록 설계된 에어건(air-gun)을 사용하였다. 이 
에어건은 급속 작동밸브(quick acting valve) 방식을 
채택하여 발사장치가 비교적 간편한 구조이다. 또
한 중량 10 ~ 15 g의 발사체를 최대 300 m/s까지 충
격속도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험방법은 내경 10 mm 배럴(barrel) 내에 발사

체를 위치시키고, 급속 작동밸브를 사용한 순간적

인 가스압력의 분출로 발사체를 가속시켜 강체 타
겟판에 충돌시킨다. 발사체의 충돌속도를 측정하

기 위해, 배럴 끝부분에 1쌍의 IR-LED와 Photo- 
diode를 100 m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속도 측정

구간을 통과하는 발사체의 비행시간을 측정하여 
제어부(control box)에서 충돌속도를 계산하고, 고속

영상 촬영용 트리거 신호(trigger signal)로 사용한다. 
충격속도와 배럴 끝단에서 타깃까지의 거리를 사
용하여, 발사체가 강체 타겟판에 충격시 8대 디지

털 카메라로 구성된 고속영상촬영 장치가 순차적

으로 설정된 소정의 경과시간(elapsed time)에 따라 
촬영한 8장의 순간사진으로부터 발사체의 변형 및 
파괴, 접촉 지속시간(contact duration time)을 파악할 
수 있다. 촬영된 화상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frame 
grabber board를 통해 PC에 저장된다. 

3. Taylor 봉 충격시험 기본방정식 

3.1 동적항복강도(Dynamic yield strength) 
Taylor 봉 충격시험 후 회수한 발사체 시험편으

로부터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발사체의 미변형

부 길이(X )를 측정하여 동적항복강도 (σ yd)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L0는 발사체의 초기길이(initial 
length), L1은 회수한 발사체의 최종길이(final length), 
소성변형량(δ)은 발사체의 초기길이와 최종길이의 
차이(L0-L1)로 소성변형량에 해당한다. λ0는 발사체

에서 소성변형을 겪은 부분의 길이(L0-X)로, Taylor  

 
Fig. 2 Parameters to be determined from projectile 

recovered after Taylor bar imp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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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instantaneous length of projectile 

with elapsed time after impact of projectile to 
target during Taylor bar impact 

 
봉 충격시험시 소성변형을 겪게 되는 게이지 길이

(gauge length)에 해당한다. 
한편, 충격시험 후 회수한 발사체 시험편에 대

하여,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초기직

경에 대하여 직경의 변화가 없는 지점까지 90° 각
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 평균한 값을 사용하

여 미변형부 길이(X)와 소성변형부 길이(λ1)를 각
각 산출하였다. 따라서 평균변형률(Δε)은 λo와 δ의 
비로 식 (1)과 같이 주어진다. 또한 이들 파라미터

를 Wilkins-Guinan이 제시한 식 (2)에 적용하면 각
각의 충격속도에서 재료의 동적항복강도를 구할 
수 있다.(15) 

 

0 0L X
δ δε
λ

Δ = =
−

                      (1) 

 
2 2

1 1

0 0
ln ln

2 2yd yd

L X V V
L X

ρ λ ρ
σ λ σ

−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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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형률속도(Strain-rate) 
Taylor 충격시 찍은 고속촬영 영상으로부터 측

정한 발사체의 순간길이를 사용하여, 충돌개시 후
부터 경과시간에 따른 발사체의 길이 변화를 나타

낼 수 있다. 
Fig. 3은 고속촬영 영상 이미지로부터 얻은 경

과시간에 따른 발사체의 순간길이(instantaneous 
length)를 나타낸 것이다. 발사체의 초기길이와 최
종길이를 나타내는 수평으로 그은 선과, 충격개시

와 더불어 급격하게 변형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한 
근사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간 간격을 Taylor 봉 
충격시험시 최대변형점까지 걸린 접촉 지속시간

(contact duration time: td)이라고 정의하고, 이 접촉 
지속시간을 사용하여 식 (3)과 같이 평균화된 변
형률속도(normalized strain-rate)를 계산할 수 있다. 

 

0( )d dt L X t
ε δε Δ

= =
−

              (3) 

4. 실험결과 

4.1 Taylor 봉 충격시험 결과 
Taylor 봉 충격시험시 금속재료 발사체 충격부에서 

나타나는 거동은 크게 버섯머리 형상(mushrooming)
의 소성변형, 전단균열(shear crack) 및 파편

(fragment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Fig. 4는 소정의 충격속도에서 각 재료별 발사체

가 타깃에 충돌할 때, 경과시간에 따라 촬영한 일
련의 발사체 순간변형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 촬영 프레임간 시간 간격(time interval: Δt)은 
AISI 4340강과 Ti-합금의 경우는 Δt = 5 μs로 하였고, 
OFHC동은 소성변형이 큰 재료여서 Δt = 10 μs 간
격으로 촬영하여 충돌시간 동안 발사체의 변형거

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4(a)는 충격속도 V=239 m/s에서 촬영한 AISI 

4340강의 변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경과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격부 부근에서 소성변형의 벌징이 
집중되면서 버섯머리 형상을 나타내었다. 충돌개

시 후 약 25 μs 경과하면, 소성변형이 완료되고 더 
이상의 벌징거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Fig. 4(b)는 충격속도 V = 139 m/s에서 실시한 
OFHC동의 Taylor 봉 충격시 순간적인 변형 영상

을 보여주고 있다. AISI 4340강의 경우보다 낮은 
충격속도임에도 불구하고, 반경방향으로 현저한 
벌징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타깃에 부
딪힌 후 바로 회수한 발사체 시험편에서 온도가 
크게 상승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동

의 비열과 큰 소성변형이 충격부 부근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Ti-6Al-4V 합금의 경우, 다른 재료보다 낮
은 밀도로 300 m/s 이상의 충격속도에서 시험이 
가능하였다. Fig. 4(c)는 충격속도 V=338 m/s에서 
실시한 Ti-6Al-4V 합금의 Taylor 봉 충격시 변형거

동을 보여주고 있다. 발사체의 변형 후 파단이 일
어나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경과시

간 15 μs에서부터 충격면 부근에 섬광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발사체의 충격면에서 
전단 띠(shear band)가 발생하면서 불꽃이 튀는 현
상이다. 30~35 μs 구간에 걸쳐 섬광이 확대되면서 
전단 띠가 발사체 내로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aylor 봉 충격시험 후 회수한 발사체로부터 시험

편 충격면에서 전단 띠가 발생 진전하여 부분적으

로 결락하여 파편(fragmentation)이 발생한 것을 확

0 μs 5 μs 10 μs 15 μs

20 μs 25 μs 30 μs 35 μs

(a) AISI 4340 steel at V=239 m/s 
 

0 μs 10 μs 20 μs 30 μs

40 μs 50 μs 60 μs 70 μs

(b) OFHC copper at V=139 m/s 
 

0 μs 5 μs 10 μs 15 μs

20 μs 25 μs 30 μs 35 μs

(c) Ti-6Al-4V alloy at V=338 m/s 

Fig. 4 A series of photos taken at each elapsed time 
during Taylor bar impact test of projec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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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Fig. 5는 Taylor 봉 충격시험 후 각 재료별로 충

격속도에 따른 발사체의 변형된 모양과 충격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 5(a) AISI 4340강의 경우, 
충격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충격부에서 벌징거동을 
나타내었지만, 발사체의 뒷부분으로 소성변형의 
전파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Fig. 5(b) OFHC동의 
경우, 충격속도가 증가하여도 충격면이 거의 완전

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압연방향에 따른 재료

의 불균일 변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한편, 
Fig. 5(c) Ti-6Al-4V 합금의 경우, 충격속도 300 m/s
까지 충격부 부근에 걸쳐서 약간의 소성변형이 일
어난 것을 볼 수 있다. Ti-합금은 항복강도가 높고 
낮은 영률을 갖는 경량재료이기 때문에, 탄성 변

형률 한도가 BCC 구조 강재보다 훨씬 큰 값을 나
타낸다. 즉 탄성변형능이 큰 관계로 BCC와 FCC 
결정구조 금속재료와는 다른 거동을 나타내, 발사

체의 소성변형에 의한 충격부 형상 및 길이 변화

가 크지 않았다. 그 결과, HCP구조재에서는 고속

충격시에도 BCC와 FCC구조와는 달리 벌징이 크
게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전단 띠의 발생으로 충
격부에서 파편결락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큰 미변

형부 길이를 나타내었다. 
 

4.2 동적항복강도의 변형률속도 의존성 
Taylor 봉 충격시험으로 식 (2)에서 구한 동적항

복강도와 식 (3)을 사용하여 구한 평균 변형률속

도 값을 사용하여, 각 금속재료에 대한 동적항복

강도-변형률속도 관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AISI 4340강의 경우, 5 × 103 s-1 ~ 1.2 × 104 s-1에 걸

친 변형률속도에서 700 ~ 1,500 MPa의 동적항복강

도 값을 얻을 수 있었다. OFHC동은 비록 낮은 항
복강도 값을 나타내었지만, 5 × 103 ~ 104 s-1 변형률

속도역에서 현저한 변형률속도 경화거동을 나타내

었다. 
Ti-6Al-4V 합금의 경우, 다른 결정구조보다 밀도

가 낮고, 높은 동적항복강도 값을 보여주는 재료

이지만, 높은 충격속도에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소성변형률이 작은 관계로 6 × 103 s-1의 변
형률속도까지 항복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V=300 m/s를 넘는 충격속도에서는 국부적인 전단 
띠가 발생하면서 발사체의 충격에너지가 전단 띠
의 발생 및 진전, 파괴에 소모되면서 Ti-합금의 소
성변형 저항을 나타내는 동적항복강도가 저하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사체의  
파단 전까지 항복강도 값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114.2 m/s 150.6 m/s 187.1 m/s 211.5 m/s 238.8 m/s 260.5 m/s

(a) AISI 4340 steel 
 

101.4 m/s 139.7 m/s 169.9 m/s 192.3 m/s 215.6 m/s 237.2 m/s

(b) OFHC copper  

135.6 m/s 187.7 m/s 223.3 m/s 282.2 m/s 305.9 m/s 338.1 m/s

(c) Ti-6Al-4V alloy 
Fig. 5 Morphologies of specimens recovered after

Taylor bar impact tests at respective impact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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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ain-rate dependence of dynamic yield strength 
in materials with different cryst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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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치해석 결과 

5.1 최대응력 분포 및 변형률속도 분포 계산 
결정구조를 달리하는 금속재료 발사체의 Taylor 

봉 충격시험을 통해 얻어진 충격 변형거동 및 유
동응력의 변형률속도 의존성을 검토하고, 104 s-1 이
상의 고 변형률속도에서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AUTODYN S/W(16)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

였다. 수치해석은 라그랑지안법(Lagrange method)을 
사용하였다. 

발사체의 모델링은 Fig. 7과 같이 2차원 축대칭

(axisymmetric) 모델로 길이 29.85 mm, 반경 4.975 
mm인 발사체를 길이방향(I)으로 60, 반경방향(J) 
으로 50, 요소 수 3,000, 노드 수 3,031개로 각각 
분할하였다. 이때 충격면 부분은 I방향으로 0.2 
mm 간격으로 구역 설정(zoning)하여 미세 분할하

였다. 또한 발사체의 충격 동안 발생한 변형량 및 
미변형부 길이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발사체의 끝
단(1)에서 충격면 중심(18)까지 I방향으로 18개의 
게이지(gauge)를 심었다. 
수치해석에는 Johnson-Cook 동적 경화모델을 사

용하였다.(13) Johnson-Cook 모델의 경우, 변형률속

도와 재료의 항복강도가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

므로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 EOS)은 Linear를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각 재료에 대한 물성치는 
준정적 및 SHPB 시험으로부터 획득한 값을 사용

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각 재료 발사체별 충격시 변형

과정을 조사하였다. Fig. 8은 AISI 4340강의 경우로, 
실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충돌개시 후 5 μs 간격으

로 발사체 내에 가해진 응력 및 변형률속도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분포 중 최대값을 함께 
표시하였다. 최대응력값과 변형률속도는 경과시간

과 더불어 급속히 저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
과시간 5 μs에서 충격면에 발생한 최대수직응력이 
3.55 GPa에 달하였고, 이때 부과된 변형률속도의 
최대치는 2.17 × 105 s-1를 나타내었다. 이들 값은 
Taylor 봉 충격시험시 발사체에는 국부적으로 105 s-1

를 넘는 높은 변형률속도가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

내, Taylor 봉 충격시험을 통해 SHPB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고 변형률속도 시험의 모사가 가능하다

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후 경과시간이 
지나면서 응력파 전파와 더불어 최대응력 분포는 
감소하여 15 μs에서 530 MPa까지 감소하였고, 최

대응력 발생부가 충격면이 아닌 뒤쪽으로 이동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I

J

(Impact direction)
 

Fig. 7 Schematic illustration of metallic projectile for numerical modeling 
 
 

20 μs 25 μs 30 μs 35 μs

0 μs 5 μs 10 μs 15 μs

Max: 0.61 [GPa]
Min: - 0.31 [GPa]

Max: 0.40 [GPa]
Min: - 0.26 [GPa]

Max: 3.55 [GPa]
Min: - 0.39 [GPa]

Max: 0.94[GPa]
Min: - 0.37 [GPa]

Max: 0.53 [GPa]
Min: - 0.39 [GPa]

Max: 0.53 [GPa]
Min: - 0.39 [GPa]

Max: 0.54 [GPa]
Min: - 0.37 [GPa]

Max: 0.00 [GPa]
Min:  0.00 [GPa]

 
(a) 

Max: 0.00 × 10 s-1 Max: 2.17 × 105 s-1 Max: 5.95 × 104 s-1 Max: 5.06 × 104 s-1

Max:  1.18 × 104 s-1Max: 2.59 × 104 s-1 Max: 3.71 × 103 s-1 Max: 2.93 × 103 s-1

20 μs 25 μs 30 μs 35 μs

0 μs 5 μs 10 μs 15 μs

(b) 

Fig. 8 (a) Axial stress distribution and (b) effective plastic strain-rate within AISI 4340 steel projectile at respective 
elapsed time during Taylor bar impact test at V= 238.8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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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experimental images and simulated shapes obtained at each specific elapsed time selected 
during Taylor bar impact test 

Taylor test results Simulation results 
Material 

Impact 
velocity, 

m/s 
Image taken  

at elapsed time Simulated shape Max stress,
GPa 

Max strain rate, 
 s-1 Location 

AISI 4340 
steel 238.8 

5 μs

3.55 2.17 × 105  Edge part of 
impact site 

OFHC 
copper 194.0 

20 μs

0.67 6.98 × 104  Central part of 
impact site 

Ti-6Al-4V 
alloy 223.3 

5 μs

0.60 6.88 × 104  
Middle part 
away from 
impact site 

 
 

반면 변형률속도 분포를 살펴보면, 25 μs까지는 
충격면 부근에서 104 s-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충
격면 부근을 중심으로 높은 변형률속도 분포를 나
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는 발사체의 후방으

로 최고 변형률속도 발생지점이 이동하면서 감소

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한편, OFHC동의 경우, 20 μs에서 최대응력값이 

0.67 GPa, 최대 변형률속도 6.98 × 104 s-1를 나타내

었다. 이것은 Taylor 충격시험 결과 얻어진 
1.0 × 104 s-1에서 0.52 GPa의 값과 비교할 수 있는 
범위의 값이다. 30 μs에서 최대응력 발생지점이 
뒤편으로 이동하면서 260 MPa로 감소하였다가, 
다소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경우 충격면에서도 중심부와 단부에서 응력분포

에 차가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벌징거동

시 소성연화에 따라서 반경방향으로 변형이 확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과

시간 40 μs까지 5 × 104 s-1의 높은 변형률속도 분
포가 충격면 부근에 존재하면서 벌징형상의 변형

이 발생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을 수치해석을 통
해 알 수 있었다. 

Ti-6Al-4V 합금의 경우, 5 μs의 경과시간에서 최
대응력이 600 MPa의 값을 나타내, 5 μs 이전에 응
력값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결

과의 1,300 MPa 이상 보다는 훨씬 낮은 값을 나타

내었고, 발사체의 충격면에서 떨어진 뒷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5 μs까지 충격면 부근

에 국부적으로 나타내었고 나머지는 낮은 값을 유
지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15 μs 이전에 소성변형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각 재료별 발사체의 Taylor 봉 충격시

험의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최대응력값을 나타내는 
경과시간에 해당하는 실험결과(촬영 영상)와 주어

진 시험조건에서 발사체 내부에 발생한 축방향 응
력 분포(axial stress distribution)와 유효 소성변형률

속도 분포(effective plastic strain-rate distribution)를 
포함한 형상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들 형
상 비교를 통해, 정성적으로 수치해석 결과는 실
험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고속영상 카메라를 사용한 Taylor 봉 
충격시험시 발사체 변형거동의 관찰과 수치해석 
모사를 통해 고 변형률속도하에서 금속재료의 동
적변형거동의 신뢰성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5.2 발사체의 미변형부 길이 계산 
Taylor 봉 충격시험시, 금속 발사체의 미변형부 

길이는 3.1절에서 언급한 동적항복강도 및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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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속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파라미터 임을 
알 수 있었다. 수치해석을 통해 미변형부의 길이

를 구해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발사체가 타깃에 충돌 전부터 이후 변형이 완료되

는 시간까지 촬영에 집중하였기에, 카메라 채널 

수의 제한으로 발사체가 타깃으로부터 떨어지는 
시간대의 영상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수치해

석에서는 계산시간을 충돌개시 후 100 μs까지 확
장하여 발사체의 길이 변화를 해석하였다. 

Fig. 9는 발사체의 미변형부 길이를 구하기 위해, 
AISI 4340 강 발사체를 충격속도 V=239 m/s로 타
깃에 충돌한 경우에 대한 계산한 결과이다. 충격

부(29.85 mm) 부근과 8 mm 구간에서부터 16 mm까

지 1 mm 간격으로 게이지를 심은 다음, 경과시간

에 따라 충격부에서 변형에 따른 길이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8 mm (Gauge #2)에서 14 mm 
(Gauge #8)까지는 길이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

으나, 15 mm (Gauge #9)부터는 경과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서 길이변화가 조금씩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변형부 길이는 Gauge #8에 해당하

는 14 mm로 추정하였다. 한편, 다른 발사체 재료

에 대하여 계산결과는 실험결과보다 큰 미변형부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수치해석시 사용한 
Johnson-Cook 모델의 적용 한계성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된다. 향후 Modified Johnson-Cook 모델 등 재
료별 변형률경화 거동을 적절하게 고려한 모델을 
사용한 계산 및 검토가 필요하다. 

Fig. 10은 본 연구에 사용한 각 결정구조를 갖는 
금속재료 발사체의 충격면과 뒷면에 설치한 게이

지 간 간격의 변화를 충돌 후 경과시간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결정구조에 따라서 금속재료는 현
저하게 다른 소성변형거동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사체의 길이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어느 시
점에서부터 일정한 값을 나타내 변형이 완료되었

고, 이후는 발사체가 소성변형이 완료된 후 타깃

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Ti-합금이 가장 
짧은 17 μs 부근에서, AISI 4340강의 경우 30 μs 이
전에, OFHC동의 경우 60 μs까지 변형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준다. 각 발사체에 대하여 시험 한 충격

속도에서 미변형부 길이를 측정한 값과 수치해석 
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가 정량적으로 다소 차이를 나타내나, 시간 
간격에 따른 고속영상 이미지로부터 측정한 발사

체의 길이와 유사한 거동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이들 결정구조에 따른 경화모델을 사
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실험결과와 차이를 개선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aylor 봉 충격시험을 통해 결정

Table  3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on undeformed part length 

Undeformed part length 
(X), mm Materials 

Impact  
velocity, 

m/s Numerical 
results 

Experimental 
results 

AISI 4340 steel 239 14 11.97 

OFHC copper 194 12 9.34 
Ti-6Al-4V 

alloy 223 16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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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다른 AISI 4340강, OFHC동, Ti-6Al-4V 합금 
등 3종류의 금속재료에 대해 고 변형률속도 영역

에서 동적변형거동을 조사하였다. 104 s-1 이상의 고 
변형률속도에서 충격 변형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Taylor 봉 충격시험을 실시하였고, AUTODYN 프로

그램을 사용한 수치해석으로 Taylor 봉 충격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8채널 고속영상촬영 시스템으로 획득한 영상 이
미지로부터 접촉 지속시간을 구할 수 있었고, 이
를 사용하여 각 충격속도에서 평균 변형률속도를 
구할 수 있었다. 세 재료 모두 5 × 103 s-1 이상에서 
현저한 변형률속도 경화거동을 나타내었다. 

Taylor 봉 충격시험의 수치해석 결과, 실험결과

와 정성적으로 유사한 벌징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하였고, 충격면 부근에서 국부적인 최대응력 분
포와 변형률속도의 계산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Taylor 봉 충격시험 기법을 사용하여, 104 s-1 이상

의 고 변형률속도에서 금속재료의 충격 변형거동

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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