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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maxe&  : 변형률 변화율의 최대값 

E  : 영율(Young’s modulus) 
n  : 푸아송 비 
PCSA  :  유효단면적(Physiological  Cross-Sectional 

Area) 

r  : 밀도 
isos  : 최대 응력 

1,2t  : 가속도가 발생하는 구간의 두 시점 

1. 서 론 

전시 상황에서 헬멧을 착용한 병사가 피탄 충
격을 입을 경우, 비록 탄이 헬멧을 직접적으로 

Key Words: Non-penetrating Impact(비관통 충격), Ballistic Impact(피탄 충격), Injury Analysis(상해 해석), 
Human Neck Model(경추 모델), Muscle Model(근육 모델) 

초록: 헬멧을 착용한 병사의 비관통 피탄 충격은 총탄이 헬멧을 관통하지 않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상
해를 유발한다. 이로 인한 인체 상해 해석을 위한 연구들이 이뤄져 왔으나 주로 두부의 손상에 초점을 
맞춘 해석 모델이 개발되어 왔다. 비관통 피탄 충격에 의한 경추 및 경추부 관련 근육의 손상은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병사의 생존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추 및 경추부 근육
을 포함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두부 모델과 근육 모델이 적용된 경추
부 모델을 활용하여 인체의 상해해석을 수행하였다. 정량적 상해예측을 위해 응력, 변형률 및 HIC를 비
교하였다. 경추부가 포함된 모델의 해석결과는 두부 모델만 고려된 해석결과보다 상해 정도를 작게 예
측하였다. 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두부 상해 해석 결과를 타 문헌과 비교하였다. 

Abstract: Ballistic impact on a soldier wearing a helmet can induce fatal injury, even if the helmet is not penetrated. 
Although studies on this type of injury have been performed, most of them have used an analytical model focused on 
head injury only. The injury of the neck muscles and cervical vertebrae by non-penetrating ballistic impact affects the 
survivability of soldiers, despite not inflicting fatal injury to the human body. Therefore, an analytical model of the head 
and neck muscles are necessary. In this study, an analysis of human body injury using the previously developed head 
model, as well as a cervical model with muscles, was performed. For the quantitative prediction of injury, the stress, 
strain, and HIC were compared. The results from the model including the cervical system indicated a lower extent of 
injury than the results from the model excluding them. The results of head injury were compared with other references 
for reliability.                   

† Corresponding Author, hhyoo@hanyang.ac.kr 
Ⓒ 2017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강문정 · 조영남 · 채제욱 · 유홍희 

 

2 

관통하지 않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
게 된다. 이러한 상해는 주로 피탄 충격에 의해 
변형된 헬멧이 두부에 닿으면서 에너지가 전달되
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후면 효과로 알려져 
있으며,(1) 이로 인한 상해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져 
왔다. 
피탄 충격에 의한 비관통 상해를 예측하는 방법

은 실험적 연구과 해석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실험적 방법은 주로 인체 더미를 제작하여 피탄 
후 두개골의 가속도 또는 뇌압을 측정하여 인체의 
상해를 예측한다.(2) 하지만 실험적 방법으로는 내
부의 응력 분포나 변형률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최근에는 유한요소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두부 및 경추부의 유한요소
모델은 차량 충돌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연구가 
되어왔다.(3) 헬멧 모델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 왔
으며,(4) 헬멧의 재질이나 형태에 따라 상해 정도가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탄의 각도, 위치 및 
속도에 따른 두부의 상해 정도에 관한 연구도 수
행되어 왔다.(5,6)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헬멧의 
성능이나 뇌 손상 예측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
분이며, 경추 및 주위 근육의 손상을 고려한 연구
는 많지 않다. 근력을 적용한 경추 모델을 이용한 
차량 충돌 해석 연구가 수행되었지만,(7) 인체의 거
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유한요소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 예측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Hill-type 근육 모델을 두부 및 

경추 유한요소모델에 적용하여 방탄 헬멧을 착용
한 인체 두부 및 경추부의 상해를 예측하였다. 예
측된 결과는 타 문헌과의 결과와 비교되었다. 

2. 모델링 

2.1 두부 및 경추 모델링 
골격 모델링을 위하여 인체의 골격 및 뼈 물성 

자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제공
하는 연구 결과를 사용하였다. 두부는 두개골, 뇌
액, 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물성치는 기존
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였다.(4,8) 두개골은 모두 피
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경추체는 총 7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절은 인대로 연결되어 있다. 인대는 전종인대, 
후종인대, 후관절 인대 및 황색인대를 포함한다. 
또한 각 척추체 사이의 추간판은 수핵의 물성치를 
갖는 단일 성분의 탄성체로 모델링하였다. 

 

Table 1 Head and neck model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 )E MPa  3( / )kg mr  n  
Skull 6,500 1,800 0.22 
CSF 0.012 998 0.49 
Brain Hyperelastic 1,040 0.499 

Neck bone 1,000 1,300 0.24 
Ligament 12 1,050 0.39 
Nucleus 
pulposus 3.4 2,000 0.49 

 
Table 2 Muscle properties 

Muscle Density 
(g/cm3) 

PCSA 
 (cm2) 

 maxe&  
(s-1) 

isos  
(N/cm2) 

Longus capitis 1,050 0.137 5 25 
Rectus capitis 1,050 0.1679 5 25 
Longus colli 1,050 0.149 5 25 

Semispinalis cervice 1,050 0.3059 5 25 
Semispinalis capitis 1,050 0.3059 5 25 

Splenius capitis 1,050 0.3089 5 25 
 

2.2 근육 모델링 
실제 인체의 경추 주위에는 약 140여개의 근육

이 목의 움직임에 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근육 중 피탄 충격에 의한 움직임에 주로 관여하
는 근육을 6개로 압축하여 모델링하였다. 각 근육
은 Hill 타입 근육 모델로 모델링하였다.(9,10) 본 연
구에서는 유한요소모델에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트러스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LS-dyna에서 제공하
는 근육 모델(*MAT_156)을 사용하였다.(11) 해당 
모델은 근육의 밀도와 PCSA, 최대 변형률, 그리고 
최대 등척성 응력을 이용하여 근력을 계산한다. 
각 근육에 사용한 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11,12) 
 

2.3 총탄 모델링 
총탄의 무게는 8g이며, 360m/s 속도를 갖는다. 

총탄은 납심이 황동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이며, 
본 연구에서는 총탄을 납의 밀도를 갖는 강체로 
가정하였다. 총탄의 상세 형상 및 모델링은 참고
문헌을 이용하였다.(4) 
 

2.4 헬멧 모델링 
헬멧은 아라미드 섬유 강화 폴리머 복합재료

(Kevlar 29)로 제작된 방탄 헬멧을 기준으로 모델
링하였다. 헬멧은 피탄을 막아주는 외피와 헬멧의 
착용을 보조하는 내피로 구성되어 있다. 외피는 
LS-DYAN의 복합재 파손 모델(*MAT_22)을 사용
하였고, 그 물성은 Table 3에 표기하였다.(4,14) 내피
는 나일론과 가죽 부유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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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물성치는 Table 4와 같다. 
 

2.5 접촉 모델링 
총탄이 헬멧과 충돌하고 충돌 에너지가 인체에 

적절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접촉 모델이 필요하
다. 해석에 필요한 주요 접촉은 총탄과 헬멧간의 
충돌, 두개골과 머리쿠션 사이의 쿠션이 있다. 전
자의 경우는 LS-DYNA에서 제공하는 면접촉 모델 
중(ERODING_SURFACE_TO_SURFACE)을 사용하
였으며, 후자의 경우는 (AUTOMATIC_ONE_WAY_ 
SURFACE_TO_SURFACE)을 사용하였다. 전자의 
경우, pinball segment 기반의 접촉 옵션을 적용하였
으며, 두개골과 쿠션 사이의 물성치 차이를 고려
하여 soft constraint formulation을 적용하였다. 

3. 해석 방법 

3.1 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상용 프로그램인 LS-dyna를 이용

하여 비관통 충돌 해석을 수행하였다. 피탄 조건
을 위해 인체의 시상면에서 지면에 평행한 방향으
로 총탄을 발사했을 때를 가정하였다. 총탄은 헬
멧의 앞부분과 정면 충돌한다고 가정하였으며, 가
장 아래쪽에 있는 경추(C7)를 지면에 고정되어 있
다고 가정하였다. 
 

3.2 두부 상해 인자(HIC) 
두부의 상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두부상

해 인자(HIC, Head Injury Criterion)을 사용하였다.(13) 
 

( ) ( )2

1

2.5

2 1
2 1

1HIC max
t

t
a t dt t t

t t
é ù

= -ê ú-ë û
ò   (1) 

 
이 때, 1t 과 2t 는 HIC 값을 극대화시키는 값을 사

용하며 36ms 이하의 시간으로 정의한다. a(t)는 중
력선이 지나는 중심점에서의 병진방향 합성가속도
이며 표준중력 단위(G)를 사용한다. 

HIC값은 시간 간격( 2 1t t- )에 의하여 HIC15, 

HIC36 등으로 구분하며 15ms 시간간격에 의하여 
정의된 HIC15가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15) 

4.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피탄 속도를 360m/s로 가정하였

Table 3 Helmet properties 
Parameter Value 

Young’s modulus, ( )1, 2E E GPa  18.5 

Young’s modulus, ( )3E GPa  6.0 

Poisson’s ratio, 21n  0.25 
Poisson’s ratio, 23 31,n n  0.33 

Shear modulus, ( )12G GPa  0.77 

Shear modulus, ( )23 31,G G GPa  2.715 

Density 3( / )g cm  1.23 

Longitudinal tensile strength, ( )1 2,S S MPa  555 

Transverse tensile strength, ( )3S MPa  1200 

Shear strength, ( )12S MPa  77 

Shear strength, ( )23 31,S S MPa  1086 

Normal tensile strength, ( )nS MPa  34.5 

Shear strength, ( )sS MPa  9.0 

 

 
Fig. 1 (a) Real ballistic helmet, (b) FE model of the interior helmet, (c) FE model of the helmet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interior cushion 

Material ( )E MPa  3( / )kg mr  n  
Leather 2500 1160  
Nylon 300 810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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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피탄 시험 시, 인체 두부 더미에 균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법무성 사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에서 권고하는 값이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피탄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실험을 포함한 다른 문헌들과의 비교를 
위해 같은 조건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피탄 속도가 360m/s일 경우, 경추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HIC15값은 약 14, 고려했을 때의 값
은 약 13였다. 이는 Table 5를 참고하면, 상해가 없
는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총기는 피탄 속도가 
360m/s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속도에 
대하여 추가하여 HIC 값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Fig. 3는 다양한 속도 조건의 해석 결과로 얻은 
HIC를 비교한 결과이다. 검정색 그래프가 정면 충
돌 조건에서 속도별 HIC 값의 변화를 나타내며, 
피탄 속도에 따라 지수적으로 결과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16)와 함께 비교했을 때, 
피탄 속도가 약 410m/s 이상이 되면 두통이나 일
시적인 의식 불명과 같은 경미한 부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또한, 약 430m/s 이상이 되면 골절을 비
롯한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게 된다. 

Fig. 3에서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는 각각 피탄 
각도가 67.5도, 45도일 때의 결과이다. 해당 결과는 
참고 문헌에서 발췌한 것이며, 피탄 각도 변화에 
따른 HIC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그래
프에서 피탄 각도가 약간만 변하여도 상해 정도가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실제 사용하
는 소총의 일반적인 속도가 900m/s 내외이다. 따
라서 전시 상황에서 병사가 피탄을 빗맞았을 지라
도 일시적인 의식 불명이나 가벼운 골절과 같은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Fig. 4는 총탄이 헬멧에 충돌하기 직전과 직후의 
과정을 나타낸다. 헬멧은 충돌 직후 변형되었다가 
복원되지만 약간의 소성변형이 발생한다. 또한, 총
탄과 헬멧의 충돌은 헬멧 내부에 머리를 둘러싼 
가죽띠를 통해 두개골에 진동을 전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헬멧의 변형으로 인해 두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에너지의 전달로 상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5는 총탄이 360m/s로 정면 충돌할 때, 두개
골과 뇌의 응력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윗부
분이 총탄이 충돌하는 부분이다. 초반에는 총탄과 
헬멧의 충돌이 일어난 머리의 앞부분에 응력이 높
게 나타난다. Fig. 5(b)에서 Fig. 5(d)는 머리 앞 부분
의 에너지가 머리 뒷 부분으로 전달된 후, 가운데
로 전달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물체의 앞에서 뒤로 순차적으로 전달되
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두개골은 다른 물체와
는 다르게 폐쇄성을 갖는다. 따라서 물체에 부딪

Table 5 Index for estimating head injury 

AIS Injury entity Fatality 
percent 

HIC index 
value 

Head  
injury 

0 None 0 0-134 None 
1 Minor 0-7 135-519 Headache 

2 Moderate 7-18 520-899 Linear  
fracture 

3 Serious (without  
life danger) 18-42 900-1254 Depressed 

fracture 

4 Severe (with life 
danger) 42-70 1255-1574 Open  

fracture 

5 Critical (uncertain 
survival) 70-87 1575-1859 Unconscious 

(>24h) 
6 Fatal 87-100 1860- Non-survival 

 

 
Fig. 2 Complete FE model, including head, neck, 

muscle, helmet, and bullet 

 

Fig. 3 HIC variation with regard to velocity of the 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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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위치와 반대되는 위치에 신경섬유가 손상되
면서 상해를 입는데, 이를 폐쇄성 뇌손상(closed 
head injury)이라 한다.(17) 해당 결과는 경추부의 모
델링 여부에 관계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Fig. 5
는 경추부를 고려했을 때의 결과이다. 
경추 및 관련 근육 모델을 포함한 피탄 충격 해

석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 결과와 어떤 차이
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개골의 최대 응력 등
을 Table 6에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경추부의 모
델을 추가한 해석 결과가 더 작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에 두부만 고려한 모델에서는 경추와 연
결되는 부분을 지면과 고정시켰지만, 실제와 유사
하게 경추를 연결해주어 두부가 충돌시 뒤로 밀릴 

수 있는 자유도를 추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추부를 포함한 비관통 피탄 충

격에 의한 상해 해석 결과를 다른 문헌과 비교할 
수 없지만, 두부만 고려한 해석 결과를 다른 문헌
과 비교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4~6) 유
사한 해석 조건에서도 참고 문헌 간의 해석 결과
가 존재하지만, 두개골의 최대응력의 경우 32~ 
160MPa, 두뇌의 최대압력은 0.33~0.54 MPa, 최소 
압력은 -0.55~-0.31MPa 정도로 대체로 본 연구의 
해석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추 및 경추 주변 근육을 포함
한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하여 비관통 피탄 충격에 
의한 인체 상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경추부 모델을 포함할 경우 두부만 고려한 모델의 
결과보다 상해의 정도가 낮게 예측되었다. 이는 
피탄 방향으로 두부의 자유도를 증가시키고, 에너
지가 분산되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
추부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피탄으로 인해 헬멧
이 변형되어 머리를 직접적으로 상해 입히지 않더
라도 에너지의 전파로 인해 폐쇄성 뇌손상이 일어
날 수 있다. 또한, 약 3ms만에 두뇌에 최대의 충
격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에는 

 

  
(a)                      (b)                     (c)                      (d) 

Fig. 4 Trajectory of the bullet and deformation of the helmet 
 

  
 (a)                  (b)                   (c)                    (d) 

Fig. 5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of the head; (a) 1ms, (b) 2ms, (c) 3ms, (d) 4.5ms 

 
Table 6 Comparison results with and without neck model 

 Head only Including 
neck model 

Maximum von Mises stress  
in the skull bone (MPa) 88 65 

Maximum pressure in the brain 
(MPa) 0.55 0.52 

Minimum pressure in the brain 
(MPa) -0.76 -0.33 

Maximum principal strain  
in the brain 0.08 0.07 

Helmet shell deflection (mm) 15.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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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두부 및 경추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하여 경추 및 경추 주변 근육의 손상을 예측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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