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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netration depth of a hypervelocity jet exceeding 4 km/s is described by the density ratio of the jet and the target. In the 

case of the same density, the difference in strength between the targets does not affect the penetration depth differe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strength irrelevance" of such a hypervelocity jet. For this purpose, the change of crater pressure caused by shaped 

charge jet(SCJ) was calculat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and the possibility of polymorphic phase transition of steel material was 

investigated. Hypervelocity jets were found to cause polymorphic phase transitions in the steel target craters, and the decrease in the 

fracture toughness of the target is predicted as the cause of the strength ir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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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당 수 킬로미터의 속도로 충돌하는 고속 통 상에 

한 연구는 방 산업 는 항공 우주산업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기  연구분야이다. 이 상에 한 오래된 표  

이론은 Birkhoff 등(1948)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이론은 

통자가 높은 속도로 표 에 충돌할 때, 통자의 길이 소모량

과 표 의 통량의 비가 둘 사이 도와 련 있음을 기술한

다. 특히 고속 통자가 충돌한 지 을 식 (1), (2)와 같이 

유체의 거동으로 가정하여 이론을 개하 기 때문에 고속 

통에 한 유체역학  이론(hydrodynamic theroy)로 

알려져 있다.






 




 (1)


 



  (2)

여기서, , 는 각각 통자와 표 의 도, , 는 각각 

통자의 입사 속도와 표 의 통률, 는 통량, 은 소모

된 통자 길이, 그리고   
 는 통자와 표 간의 

도의 비를 나타낸다. 

유체역학  이론은 통자와 표 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속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유체

역학  이론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Eichelberger(1956)는 

강도의 향을 고려한 수정된 유체역학  이론을 제시하면서 

동일한 성형작약탄두 제트(shaped charge jet, SCJ)가 합

강과 연강 표 을 각각 통한 결과, 통 시작 후 일정 시

까지는 통 깊이의 차이가 없음을 보 다. Gooch 등(2001)

은 SCJ 가운데 유체역학  이론이 성립되는 속도 하한치

(hydrodynamic limit, HL)보다 빠른 제트의 통 깊이는 

도의 비   
에 의해 기술될 수 있음을 보 다. 

Kang과 Jeon(2018)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SCJ 통 

상의 연구를 통해 속도 4km/s 이상인 SCJ의 통량은 A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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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Liner

(OFHC)

Body

(Aluminu

m)

Target

(AISI 

4340)

Target

(AISI 

1045)

 kg/m3 8,960 2,810 7,850 7,850

 GPa 0.092 0.052 0.553 0.792

 GPa 0.292 0.477 0.6008 0.510

 - 0.310 0.520 0.234 0.260

 - 0.025 0.0025 0.013 0.014

 - 1.090 1.610 1 1.030

 K 1,356 893 1,733 1,793

 m/s 3,940 4,596 4,570 3,935

 - 1.489 1.490 1.490 1.578

 - 2.020 2.170 1.954 1.690

Johnson-Cook:    





 

 




  

  


, 

Mie-Grüneisen:    


  

 
   


 

Table 2 Material parameters of the Johnson-Cook 

constitutive equation and the Mie-Grüneisen equation 

of state

(a) Reflected view of axisymmetric model

(b) Mesh distribution of FE model

(representative element size ∆=1mm) 

Fig. 1 Finite element model of BRL 81mm shaped 

charge warhead and target

Unit OCTOL

 kg/m3 1,821

 m/s 8,480

 GPa 748.60

 GPa 13.38

 - 4.50

 - 1.00

 - 0.38

 J/m
3

5.27E+09

Jones-Wilkins-Lee: 

  
  

 

   



Table 1 Parameters of the Jones-Wilkins-Lee equation 

of state

1045, AISI 4340 두 표 에 하여 동일한 통 깊이를 보

임을 확인하 다.

HL 이상인 제트의 통량은 SCJ의 체 통량 가운데 일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하지만, 방호 구조물을 HL이상인 제트의 

통 깊이보다 더 두껍게 설계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

이므로 HL 이상인 고속 통 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Kang(2019)은 SCJ의 시간에 따른 통량 증가와 제트 소모

량을 비교하여 HL 속도 이상인 제트의 통 효율이 90% 이

상인 반면, 그 이후의 제트 역에서는 격히 감소함을 보 다. 

그리고 이 원인을 SCJ의 속도 분포에 따른 길이 연장 효과가 

유체역학  이론에 반 된 것으로 분석하 다. 하지만, HL 

이상의 고속 SCJ의 통량이 표 의 강도 차이의 향을 받지 

않는 원인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2. 본    론

이 장에서는 성형작약탄두 제트(SCJ)의 강도 무 성의 

원인에 한 논의를 다룬다. 이를 해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해 

계산된 크 이터 압력과 polymorphic 상변이의 발생 가능성 

 그 범 에 하여 고찰하 다.

2.1 BRL 81mm 성형작약탄두의 철강 표  통에 한 

강도 무 성 범

본 연구에 이용된 BRL 81mm 성형작약탄두와 표 의 유한

요소해석 모델, 물성 데이터들을 Fig. 1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해석의 효율성을 하여 2차원 축 칭 모델을 

용하여 칭 축을 가로지르는 물질 이동이 없도록 경계조건을 

부여하 다. 

이 성형작약탄두는 OCTOL 고폭 화약으로 충 되어 있으며 

후면 심에 기폭 을 갖는다. 화약의 폭발 압력 는 OFHC 

라이 의 정 (apex)에 가장 먼  도달한다. 라이 는 이 

압력을 통해 변형되며, 성형작약탄두 제트(shaped charge jet, 

SCJ)가 형성된다. SCJ의 형성  통 과정은 LS-DYNA 

971 R8.0 버 의 Eulerian 정식화를 이용해 모사되었다. 

이와 같이 설정된 SCJ 통 모델의 정합성은 최종 통량과 

제트의 최  속도에 한 연구를 통해 단하 다. 시간 증분

(time step, ∆)은 LS-DYNA에서 매 계산 사이클 마다 

산출된 시간 증분의 0.2배로 설정하여 해석의 수렴성을 확보 

하 다. SCJ가 형성되고 이동하는 심축 주변의 표 요소 

크기(representative element size, ∆)는 가로와 세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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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44μs; beginning of penetration. Length of the jet 

above 4km/s is 114.5mm

(b) t=116μs; just before the jet above 4km/s consumed over

(c) t=1,000μs; end of simulation. Penetration terminated 

at about 500μs

Fig. 2 Penetration stages of BRL 81mm shaped charge 

jets for AISI 1045(upper part) and AISI 4340(lower part) 

target(contour unit: mm/ms)

균일하게 1.0mm로 설정하 고, 이 역에서 멀어질수록 차 

증가하도록 모델링하 다. Fig. 2(a)~(c)에 나타낸 AISI 

4340 표  통 해석 결과 통 직  SCJ의 최  속도는 

7.96km/s 으며, 최  통깊이는 4.77 CD(386.5mm)로 

나타났다. 최  속도가 Bolstad와 Mandell(1992)이 측한 

8.30km/s 비 약 3.98%의 차이를 보 고, DiPersio (1965)

의 실험 결과인 4.60~4.90 CD 범 에 포함되었으므로 정

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단되었다.

본 연구는, 표 의 도가 동일할 때 HL 속도 이상인 SCJ의 

통량이 표  강도 차이에 향을 받지 않는 원인에 한 

연구를 다룬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SCJ 통 해석을 통해 

표  크 이터 주변의 압력 변화를 조사하 다. 이를 재료 과학 

분야의 련 연구들과 비교하 다. 그 결과 높은 압력에 의한 

polymorphic 상변이로 크 이터 주변의 괴 인성(fracture 

toughness)이 감소된 것을 그 원인으로 측하 다.

추가 으로 강도가 다른 AISI 1045 표 의 통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속도가 4.0km/s(HL) 이상인 SCJ의 통량은 

표  사이의 강도 차이에 무 함(2.0mm 이하)을 확인하 다

(Fig. 2(b)). 하지만, 이후로는 통량의 차이가 증가하여 

최종 으로 27.5mm의 통량 차이가 발생했다(Fig. 2(c)) 

본 연구는 이러한 상을 동일 도를 갖는 철강 표 을 통

하는 OFHC 고속 제트의 ‘Steel-OFHC 강도 무 성(Steel- 

OFHC strength irrelevance)’ 는 본 논문에 한하여 간단히 

‘강도 무 성’으로 부르기로 하 다. 그리고 이 범 는 최 방 

7.96km/s인 지 (t=44μs에 표 에 입사)으로 부터 4.0 

km/s인 지 (t=116μs에 표 에 입사)까지로 길이는 114.5 

mm인 역이다.

2.2 SCJ에 의한 크 이터 압력 분포

Fig. 3은 해석 결과로 부터 표  크 이터 바닥면에 형성

되는 압력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최고 속도인 

제트가 표 에 충돌한 시 (t=44μs)의 압력, 는 AISI 1045, 

AISI 4340 표 에서 각각 53.79GPa, 54.23GPa이었다. 

이후 격히 감소하 으며, 강도 무 성의 한계에 도달한 시

(t=116μs)의 압력 은 AISI 1045, AISI 4340 표 에서 

각각 13.62GPa, 14.28GPa 다.

Fig. 4와 5에 SCJ 충돌에 의한 시간 별 크 이터 주변의 

압력 분포를 13~50GPa 범 만 나타내었다. 강도 무 성의 

한계에 이르기 의 크 이터 주변 압력 분포는 크 이터 바닥

면에서 최 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 차 감소하여 일정 거리

()에서  미만으로 감소하 다. 은 표 에 충돌하는 

SCJ의 속도의 감소에 따라 좁아졌으며, 강도 무 성 한계에서는 

 ≤1로 나타났다.

Fig. 3 Crater maximum pressure variation of AISI 

1045 and AISI 4340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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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50μs; jet velocity 7.41km/s, =9.2mm

(b) t=70μs; jet velocity 5.85km/s, =5.4mm

(c) t=116μs; jet velocity 4.02km/s,  < 1.0mm

Fig. 5 Pressure distribution above 13GPa around 

craters generated in AISI 4340 target(Unit:GPa)

(a) t=50μs; jet velocity 7.42km/s, =11mm

(b) t=70μs; jet velocity 5.86km/s, =5.0mm

(c) t=116μs; jet velocity 4.02km/s,  < 1.0mm

Fig. 4 Pressure distribution above 13GPa around 

craters generated in AISI 1045 target(Unit:GPa)

2.3 Polymorphic 상변이와 강도 무 성의 계

Bancrof 등(1956)는 철강(iron) 재료에 약 13GPa의 압력

이 가해지면 본래  상(phase)인 체심입방격자(body centerd 

cubic, BCC) 결정 구조가 ε 상인 육방조 격자(hexagonal 

closed packed, HCP) 결정 구조로 변이되는 polymorphic

(→) 상변이 상을 발견하 다. 각 결정 구조의 슬립계

(slip system)의 수가 많을수록 재료는 보다 큰 연성을 갖는다. 

BCC 결정구조는 48개의 슬립계를 갖는 반면, HCP의 경우 3

개의 슬립계를 갖는다. 따라서, → 상변이를 통해 재료의 

취성(brittleness)은 증가한다.

고속 통 상이 polymorphic 상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Moritoh 등(2003)의 연구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고속 통자의 충돌에 의해 완 히 통되지 않은 크 이터 

주변의 결정 구조와 생성된 균열의 특성을 조사하 다. 그 결과 

크 이터 바닥면 이하의 역에서 α→ε 상변이의 발생과 이에 

따른 부피 변화로 생긴 다수의 반경 방향 균열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SCJ에 의해 크 이터 주변에 

13GPa(→ 상변이의 발생 압력) 이상의 높은 압력이 발생한 

시 은 제트 속도 4km/s 이상으로 식별된 강도 무 성 한계와 

일치하 다. 따라서, 4km/s 이상의 고속 SCJ가 만든 크

이터 주변 역에는 → 상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상변이가 일어난 크 이터 주변 역은 높은 취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표 은 본래 괴 인성(fracture toughness)을 잃어 

후속 SCJ의 충돌에 한 충격 에 지 흡수 능력을 상당히 잃게 

될 것으로 상된다.

Fig. 4와 5에서 SCJ가 형성한 크 이터 주변 압력 분포를 

통해 충돌 제트 속도가 빠를수록 크 이터 바닥면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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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속도 4km/s 이상인 고속 제트의 통 깊이는 제트와 표 의 도 비를 통해 기술된다. 반면에 동일한 도인 경우 표

들 사이의 강도 차이는 통 깊이 차이에 향을 주지 않는다. 본 연구는 고속 제트의 “강도 무 성”에 한 연구를 다룬

다. 이를 해 고속 성형작약탄두 제트(SCJ)에 의해 발생된 크 이터 압력의 변화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계산하고, 철강 

소재의 polymorphic 상변이 발  가능성을 조사하 다. 결과 으로 고속 제트는 표  크 이터에 polymorphic 상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한 표 의 괴 인성 하가 강도 무 성의 원인으로 측된다.

핵심용어 : 고속 제트, 통 상, 강도 무 성, 성형작약탄두, 유한요소법, 상변이

역에서 13GPa 이상인 역이 더 깊음을 보여 다. 이를 통해 

빠른 제트는 보다 깊은 역의 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즉, 강도 무 성 한계 이상인 SCJ가 후속 제트의 

충돌 속도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polymorphic 상변이와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강도 무 성의 한계인 속도 4.02km/s인 SCJ는 

오직 크 이터 바닥면(≈0)에서만 13GPa 수 의 압력을 

일으켰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크 이터 이후로는 표  

재료 본래의 괴 인성이 SCJ의 통에 항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바로 이 이 속도 4km/s 이하인 SCJ의 통 특성이 

표 의 도가 동일한 경우 강도 차이에 향을 받는 원인으로 

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는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4km/s 이상인 성형작

약탄두 제트(SCJ)가 AISI 1045, AISI 4340 소재 표 에 

13GPa 이상의 높은 압력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 다. 약 

13GPa의 압력은 철강 소재에 → 상변이를 일으킨다는 

Bancrof 등(1956)을 참조할 때 4km/s 이상인 SCJ는 steel 

표 에 → 상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상변로 재료의 취성

이 커지므로 해당 부분은 괴 인성(fracture toughness)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계가 동일한 도인 표 들의 강도 

차이가 고속 SCJ의 통 깊이에 향을 주지 않는 강도 무

성과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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