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현재의 방탄복은 가볍고 튼튼한 소재인 고강도 직물

을 재료로 만들어진다. 직물은 우수한 강성으로 탄두의 

운동에너지를 막아내기 때문에 방탄재료로는 매우 우수

하며, fiber 로 이루어진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금속 및 

세라믹 재료와는 다르게 전투원의 동작에 맞추어 구부

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Kevlar KM2
는 미 육군에서 사용중인 방탄복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

다. 

직물은 가볍고 구부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fiber
와 yarn 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탄두의 형

상에 따라 다른 방탄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3 가지 다른 탄두 형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Kevlar KM2 의 방탄특성에 대해 자체 제작한 2 차 압축 

가스건을 사용한 고속충격 실험 결과와 LS-DYNA 를 사

용하여 해석한 결과를 토대로 관통 깊이 및 직물의 변

형특성, 직물에 탄두가 관통 시 나타나는 stress 의 분포 

등을 통해 탄두 형상에 따른 방탄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각기 다른 탄두의 위협에 노출되는 전투용 

방탄복 및 경찰용 방탄복, 파편 방지용 방탄복 등의 설

계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시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2 차압축 가스건 및 실험 탄두 

본 실험에서는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한 그림 1 의 2
차 압축 가스건을 사용하였다. 가스건은 Ar 가스를 이용

해 1 차 압축으로 diaphragm 을 파열시킨 후 pump tube

에 있는 He 가스를 확산시키고, 확산된 He 가스가 2 차 

diaphragm 을 파열시키며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가스가 

barrel 내부의 탄두를 밀어내는 방식이다. 

 

 
 그림 1. Schematic diagram of two stage gas gun 

 

탄두의 속도는 탄두가 광원아래의 일정거리를 지나갈 

때 그림자가 맺히는 시간으로 속도를 계산하는 Digital 
Chronograph 를 이용해 측정하였고, 관통 깊이는 polymer 
clay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탄두는 SUS 304 소재로 제

작된 7.62mm 직경의 끝이 뾰족한 형태(conical)의 탄두와 

반구 형태(hemispherical)의 탄두 그리고 끝이 평평한 형

태(flat-ended)의 탄두로 3 가지 다른 형상의 탄두를 동일

한 2.8g 의 무게로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2. 3 types of projectiles used 

Conical(left), hemispherical(middle) and flat-ended(right) 

 

2.2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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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ose shapes to the effects of ballistic impact characterization of the Kevlar woven fabrics. In order to 

study these effects, both of ballistic impact test and finite element method were carried out. For the study, Kevlar KM2, which is used 
extensively for fragmentation protection in the US military, was used. From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each projectile perforates the 
fabric by different mechanisms. A conical projectile makes initial hole in the fabric. A hemispherical projectile stretches the yarn. A 
flat-ended projectile cut the yarn by the edge.. 



탄두 형상에 따른 직물의 관통 깊이를

100mm×100mm 사이즈의 Kevlar 직물 10
을 주지 않고 polymer clay 에 고정시킨

의 관통 깊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탄두

라지는 직물의 변형 상태를 첫 번째 layer
layer 까지 관찰하였다. 

LS-DYNA 를 이용한 해석은 1 장의

크기 Kevlar 직물의 좌우에 경계조건을

으며, LS-DYNA 에도 제작한 3 가지 다른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3. 실험결과 및 토의 

3.1 관통 깊이 비교 및 관통 후 직물의

그림 3 에서는 탄두 형상에 따른 직물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좌측이 끝이

(conical)의 탄두, 가운데가 평평한 형태

두 그리고 우측이 끝이 반구 형태(hemispherical)
둥근 탄두에 각각 300m/s 의 속도로 피탄된

단면 사진이다. 좌측 끝이 뾰족한 형태

에 피탄된 clay 의 관통 깊이는 151mm
태(flat-ended)의 탄두의 관통 깊이는 70mm
(hemispherical)의 끝이 둥근 탄두의 관통

이다.  

 

151mm             70mm            55mm

그림 3. Penetration depth in the clay 
Conical(left), hemispherical(middle) and flat

 
관통 된 직물 또한 탄두 형상에 따라

타내었다. 그림 4 에서 가장 윗줄의 그림이

째, 네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열 번째

직물의 모습이고 그 아래가 끝이 둥근

줄이 끝이 평편한 형태의 탄두에 관통된

위의 끝이 뾰족한 탄두에 관통된 직물에서는

의 방탄 특성인 Pull-out 현상이 관찰되지

형상의 탄두에 관통된 동일한 순번의 ply
듯이 다른 탄두에서는 네 번째, 일곱

번째 ply 에서 심한 Pull-out 현상이 관찰되었음에도

하고 끝이 뾰족한 탄두에서는 첫 번째 

ply 까지 동일한 형태의 관통 형상을 

이는 다음에 설명할 해석 결과를 통해서

인 해 볼 수 있는데, 끝이 뾰족한 탄두는

단(尖端)으로 인해 직물에 충격 시에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10 장을 경계조건

고정시킨 후 polymer clay
탄두 형상에 따라 달

layer 부터 열 번째 

장의 100mm×100mm 
경계조건을 주어 실험하였

다른 형상의 탄두를 

직물의 변형형태 

직물의 관통 깊이 

끝이 뾰족한 형태

형태(flat-ended)의 탄

(hemispherical)의 끝이 

피탄된 clay 의 절

형태(conical)의 탄두

151mm 이며 평평한 형

70mm, 반구 형태

관통 깊이는 55mm 

 
151mm             70mm            55mm 

3. Penetration depth in the clay  
Conical(left), hemispherical(middle) and flat-ended(right) 

따라 다른 특징을 나

그림이 각각 첫 번

번째 ply 의 관통 된 

둥근 탄두, 맨 아랫 

관통된 직물이다. 맨 

직물에서는 직물 고유

관찰되지 않았다. 다른 

ply 에서 볼 수 있

일곱 번째 그리고 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

 ply 부터 열 번째 

 보여 주고 있다. 

통해서 그 이유를 확

탄두는 탄두 끝의 첨

탄두의 끝이 직물

에 hole 을 형성하며 미끄러지듯이

직물은 여러 가닥의 fiber 가 이루는

현상을 일으키지만 conical 한

fiber 와 fiber 사이를 관통하기 

지 않는 것이다. H. Talebi 등[1]
도를 변화시켜가며 Twaron 의

정하였는데 이들도 위와 같은

이 미끄러져 나가는 현상을 Slipping
 

      1st ply        4th ply       7

그림 4. Comparison of Kevlar layer by projectiles of different shape

 

평평한 형태(flat-ended)의 탄두에서는

있듯이 피탄되는 최초 부분에서

나타났다. 반구형태(hemispherical)
부터 Pull-out 현상이 나타나고

탄두는 일곱 번째 ply 부터 반구

Pull-out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1st ply                          

그림 5. Comparison of Kevlar layer by Flat

 

그림 5 는 평평한 형태(flat-ended)
도로 KM2 에 충격시켰을 때 

네 번째 ply 에서 멈춘 모습이다

부 yarn 의 절단된 면을 통해 

수 있으며, 네 번째 ply 에서는

직물들이 Cutting 된 현상을 관찰

와 더불어 Cutting 된 직물들이

를 blunt 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를

곱 번째 ply 에서는 반구형태(hemispherical)
슷하게 Pull-out 현상을 일으키는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직물들의 

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미끄러지듯이 관통하기 때문이다. 

이루는 yarn 단위로 Pull-out
한 탄두는 yarn 에 충격 시 

 때문에 Pull-out 이 일어나

[1]은 Conical 한 탄두의 각

의 충격에너지 흡수율을 측

같은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탄

Slipping 이라 표현했다. 

 
ply       7th ply       10th ply 

4. Comparison of Kevlar layer by projectiles of different shape 

 

탄두에서는 그림 4 에서 볼 수 

부분에서 직물의 Cutting 현상이 

(hemispherical)의 탄두는 첫 번째 ply
나타나고 있는 반면, 끝이 평편한 

반구 형태의 탄두와 비슷한 

 볼 수 있다.  

 
                          4th ply 

5. Comparison of Kevlar layer by Flat-end projectiles 

 

ended)의 탄두를 250m/s 의 속

 나타난 사진으로, 탄두가 

모습이다. 첫 번째 Ply 에서도 일

 Cutting 이 일어났음을 알 

에서는 충격된 면과 동일하게 

관찰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직물들이 탄두 앞에서 탄두의 edge
효과를 가져와 그림 4 의 일

(hemispherical)의 탄두와 비

일으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

 관통된 부분을 확대한 그



그림 6. Photographs of fabric damage of the 

 

그림 6 의 끝이 뾰족한 탄두와 끝이 평평한

해 300m/s 로 충격된 직물의 네 번째 ply
사진을 보면 A 에서는 이미 기술한 바

분이 yarn 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fiber
만 Stretching 에 의한 fiber 나 yarn 의 

찰되지 않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B 에서는

한 탄두의 edge 부분이 닿았던 직물을

고속으로 충격된 탄의 edge 에 의해 yarn
구로 절단된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절단되었음을

할 수 있다. 

 

3.2  LS-DYNA 해석 결과 
Kevlar 직물에 대한 모델링은 single shell model

적용하였으며 Pre/Post Processor 로는 LS
하였다. Yarn 의 기본 물성은 표 1 과 같으며

orthotropic elastic 재료로 가정하였다

Duan 등[2]이 모델링 한 바 있다. 모델링

물의 직조 밀도는 KM2 와 동일한 28×28 yarn/inch
 

r  
g/cm2 

11E  
Gpa 

22E
 Gpa 

33E
 Gpa 

12G
 Gpa 

13G
 Gpa 

1.44 80.34 3.12 

표 1. Material properties of Kevlar yarn[
 

충격체인 탄두의 형상은 3D spherical solid
였으며, 재료특성은 Plastic kinematic, 
304 소재의 물성과 동일하다. 해석 시간을

해 직물과 탄두 모두 quarter 모델링으로

였다. 앞서 기술한 끝이 뾰족한(conical)
충격되면 첨단(尖端)에 의해 직물에 Hole
Slipping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 하기

 
Photographs of fabric damage of the 4th layer 

평평한 탄두에 의

ply 를 각각 확대한 

바 대로 피탄된 부

fiber 로 분리되었지

 Broken 현상은 관

에서는 끝이 평편

 확대한 사진으로 

yarn 이 날카로운 도

절단되었음을 확인

single shell model 기법을 

LS-DYNA 를 사용

같으며 재료특성은 

가정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모델링 한 Kevlar 직

28×28 yarn/inch 이다.  

23G
 

Gpa 

n  

0 

ial properties of Kevlar yarn[3] 

3D spherical solid 로 모델링하

, 기본물성은 SUS 
시간을 절약하기 위

모델링으로 해석을 실시하

(conical) 탄두가 직물에 

Hole 을 형성하며 

하기 위해 끝이 뾰

족한(conical)한 탄두와 반구형태

의해 충격될 시 동일한 시간의

살펴 보면 그림 8 과 같이 나타난다

conical 한 탄두에 의해서는 실험에서와

그림 7. The quarter model of Kevlar and 

 

의한 stress 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가장 가운데 있는 가로, 세로 

에 의해 충격되며 stress 를 받고

물을 yarn 단위로 모델링하여 

는 yarn 의 fiber 와 fiber 사이로

conical 한 탄두에 의해 충격된

피탄지 주위에 몰려 있는 것을

측의 반구형태 의 탄두에 의해

Conical                    Hemispherical

그림 8.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for different nose shape

 
피탄 면의 상하좌우를 따라 Stretching
현상을 일으키며, 이러한 현상에

동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이렇듯

첨단(尖端)으로 인해 직물에 

는 것이다.  

그림 9. different view of Kevlar fabric with flat

 

그림 9 에서는 끝이 평평한

Cutting 과 Rupture 를 같이 일으키는

V.B.C. Tan[4]은 Twaron 에 평평한

반구형태(hemispherical) 탄두에 

시간의 Von mises stress 분포를 

나타난다. 좌측 그림을 보면 

실험에서와 같이 Pull-out 에 

The quarter model of Kevlar and different shape of projectiles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1 개의 yarn 은 탄두의 끝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직

 나타난 결과이며, 실제로

사이로 탄이 관통하게 된다. 

충격된 직물의 stress 는 대부분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

의해 충격된 직물은 stress 가 

 
Conical                    Hemispherical 

8.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for different nose shape 

Stretching 에 의한 Pull-out 
현상에 의해 직물이 탄의 운

이렇듯 conical 한 탄은 뾰족한 

 Pull-out 을 일으키지 못하

 
9. different view of Kevlar fabric with flat-end projectile 

 

평평한(flat-end) 탄두가 직물에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평평한(flat-end) 탄두를 충격 



시켰을 때 반구형태(hemispherical) 탄두와

Stretching 에 의한 Rupture 를 일으킨다고

이는 Twaron CT 716 의 면밀도는 280g/m
면밀도는 149g/m2 으로 Kevlar 를 여러

타나는 현상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서리를 얼마나 Chamfering 하느냐에 따라

과이다. 앞서 실험 결과에서 보았듯이

의해서는 최초에 Cutting 이 일어나다 

탄두의 모서리를 blunt 하게 하여 Chamfering
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에는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끝이 평평한

직물을 관통하는 주요 메커니즘은 

Cutting 이라 하겠다. 

그림 10. Front view of deformation of Kevlar with 3 projectiles 
for different time steps 

 
그림 10 은 각기 다른 형상의 탄두에 

의 변형량을 시간에 따라 비교한 그림이다

이 뾰족한 탄두가 다른 탄두와는 달리

물에 hole 을 형성하며 조기에 관통되는

고, 끝이 평평한 탄두는 40µm 이후에 

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탄두형상에 따른 Kevlar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작한 3 종의

형상의 탄을 사용하여 실험하고, LS-DYNA
해석으로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conical) 탄두는 직물에 충격 시 직물에

며 Slipping 에 의해 직물을 관통하기 

요 방탄 메커니즘인 Pull-out 을 일으키지

게 관통하였으며, 끝이 평평한(flat-end)
Cutting 시키며 관통하지만 Cutting 된 

에서 탄두 edge 를 뭉툭하게 만들어 일정량의

는 반구형태(Hemispherical) 탄두와 비슷한

직물을 관통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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