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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경장갑재의 용접방법으로 마찰교반용접 방법이 

각광받아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찰교반용접은 

재료의 용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용접하는 고상용접 방법으로, 

재료의 변형이 적으며 비교적 두꺼운 재료를 간단한 방법으로 

접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마찰교반용접 방법은 

기존의 용접 방법에 비하여 넓은 부위에 걸쳐 열영향부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열영향부에서 재료의 방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방탄성능을 측정하는 탄도한계속도 평가 방법은 

일정규격 이상의 시편이 필요하여 용접된 재료의 열영향부와 

같은 국부부위에 적용되기에 제한사항이 있다. 연속압입시험은 

작은 압입자가 재료에 미세한 압흔을 남기면서 측정되는 하중-

변위 곡선을 활용하여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험의 절차가 간단하고 시편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압입시험을 활용하여 소성관통 

기구가 작용하는 알루미늄 소재 경장갑재의 방탄능력을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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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7000계 알루미늄 

합금에 대하여 마찰교반용접 이후 생기는 열영향부를 모사하여, 

기존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과의 비교시험을 통해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용접부위에 대하여 

탄도한계속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연속압입시험을 통해 

용접시편의 국부부위별로 탄도한계속도를 평가하였다. 

 

주요어 : 방탄한계속도, 연속압입시험, 경장갑재, 마찰교반용접, 

열영향부, 소성관통 

학  번 : 2018-26012 

  



 

 iii   

목     차 

 

초    록 .................................................................................................. ⅰ 

목    차 ...................................................................................................iii 

표 및 그림 목차 ..................................................................................... vi 

 

제 1 장. 서    론 .................................................................................... 1 

1.1 연구의 필요성................................................................................... 2 

1.2 연구의 목적.......................................................................................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5 

2.1 탄도한계속도..................................................................................... 6 

2.1.1 탄도한계속도의 정의 ............................................................. 6 

2.1.2 탄도한계속도 평가방법 ...................................................... 10 

2.2 연속압입시험................................................................................... 15 

2.3 마찰교반용접................................................................................... 17 

2.3.1 마찰교반용접의 원리 .......................................................... 17 

2.3.2 마찰교반용접에서의 방탄성능 이슈 ................................ 19 

 

제 3 장. 이론적 모델 ............................................................................ 25 

3.1 기존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 26 

3.1.1 일반적인 재료의 관통기구 ................................................ 26 



 

 iv   

3.1.2 경험식에 의한 해석 ............................................................ 29 

3.1.3 이론식에 의한 해석 ............................................................ 30 

3.2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 31 

3.2.1 Cylindrical cavity-expansion 이론......................................... 31 

3.2.2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재료의 물성 평가 .................... 34 

3.2.3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 ........ 37 

 

제 4 장. 실험 방법 ................................................................................ 39 

4.1 경장갑재의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의 검증..................................................................................... 40 

4.1.1 시편의 준비 .......................................................................... 40 

4.1.2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 .................................................... 43 

4.1.3 연속압입시험 ........................................................................ 45 

4.2 마찰교반용접된 경장갑재의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의 검증................................................. 46 

4.2.1 시편의 준비 .......................................................................... 46 

4.2.2 검증을 위한 모사시편의 제작 .......................................... 47 

4.2.3 경도평가 ................................................................................ 48 

4.2.4 미세조직 확인 ...................................................................... 49 

4.2.5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 및 연속압입시험 .................... 50 

 

제 5 장. 실험 결과 ................................................................................ 51 

5.1 경장갑재의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52 



 

 v   

5.1.1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 결과 .......................................... 52 

5.1.2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결과 ........ 57 

5.2 마찰교반용접된 경장갑재의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62 

5.2.1 모사시편의 제작 .................................................................. 62 

5.2.2 모사시편의 미세조직 확인 결과 ...................................... 68 

5.2.3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 결과 .......................................... 73 

5.2.4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모사시편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 76 

5.2.5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용접시편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 81 

 

제 6 장. 결    론 .................................................................................. 83 

 

참고문헌 .................................................................................................. 86 

Abstract ................................................................................................... 93 

감사의 글 ................................................................................................ 96 

 



 

 vi   

표 및 그림 목차 

 

표 2.1 유효 부분 및 완전관통 수에 따른 유효 속도분포 

표 4.1 검증에 사용된 알루미늄 4 종의 성분비(wt%) 

표 4.2 검증에 사용된 알루미늄 4 종의 기계적 물성 

표 4.3 7.62×39mm 볼탄 제원  

표 5.1 경장갑재 4 종의 정상화된 탄도한계속도 

표 5.2 경장갑재 4 종의 하중-변위 곡선을 통해 평가된 물성 

표 5.3 평가된 탄도한계속도 실험값과 이론값의 비교 

표 5.4 열영향부 모사시편 제작을 위한 등온열처리 조건 

표 5.5 모사시편 3 종의 하중-변위 곡선을 통해 평가된 물성 

표 5.6 평가된 탄도한계속도 실험값과 이론값의 비교 

 

그림 2.1 완전관통과 부분관통 

그림 2.2 충돌속도에 따른 완전관통빈도 

그림 2.3 탄도한계속도 시험 장치의 개략도 

그림 2.4 Up-and-Down 방법을 통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그림 2.5 연속압입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하중-변위 곡선 



 

 vii   

그림 2.6 마찰교반용접 공정의 계략도 

그림 2.7 20mm, 40mm 깊이로 마찰교반용접된 Al7010-

T7651 판의 경도 측정결과 

그림 2.8 Al7010 의 열영향부 모사시편, 모재에 대하여 AP, 

FSP 탄으로 탄도한계속도 평가결과 

그림 2.9 3 종 알루미늄 소재의 등온열처리 시간에 따른 경도의 

변화 

그림 3.1 표적재료의 관통기구 

그림 3.2 Cylindrical cavity-expansion 이 발생할 때의 개략도 

그림 5.1 경잡갑재 4 종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 결과 

그림 5.2 경장갑재 4 종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결과 

그림 5.3 경장갑재 4 종의 연속압입시험 하중-변위 곡선 

그림 5.4 연속압입시험을 통해 도출된 반경 방향의 응력과 

정상화된 탄도한계속도와의 관계  

그림 5.5 마찰교반용접된 Al7075 시편의 경도 분포 

그림 5.6 마찰교반용접된 Al7075 시편의 미세조직 분포 

그림 5.7 Al7075 의 120℃ 등온열처리 시간과 경도의 관계 

그림 5.8 Al-Zn 상태도 



 

 viii   

그림 5.9 모사시편 3 종의 미세조직 사진 

그림 5.10 용접시편의 경도별 미세조직 사진 

그림 5.11 모사시편 3 종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 결과 

그림 5.12 모사시편 3 종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결과 

그림 5.13 모사시편 3 종의 연속압입시험 하중-변위 곡선 

그림 5.14 연속압입시험을 통해 도출된 반경 방향의 응력과 

정상화된 탄도한계속도와의 관계(모사시편 자료 

추가) 

그림 5.15 마찰교반용접된 Al7075 시편(30mm 두께)의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결과 



- 1 - 

제 1장 

서    론  

 

목  차 

1.1 연구의 필요성 ∙∙∙∙∙∙∙∙∙∙∙∙∙∙∙∙∙∙∙∙∙∙∙∙∙∙∙∙∙∙∙∙∙∙∙∙∙∙∙∙∙∙∙∙∙∙∙∙∙∙∙∙∙∙∙∙∙∙∙∙∙∙∙∙∙∙∙∙ 2 

1.2 연구의 목적 ∙∙∙∙∙∙∙∙∙∙∙∙∙∙∙∙∙∙∙∙∙∙∙∙∙∙∙∙∙∙∙∙∙∙∙∙∙∙∙∙∙∙∙∙∙∙∙∙∙∙∙∙∙∙∙∙∙∙∙∙∙∙∙∙∙∙∙∙∙∙∙∙ 4 

   

  



- 2 - 

1.1 연구의 필요성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의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였다. 북한군의 선제공격을 받은 참수리 

357호는 치열하게 전투를 진행하였으나, 전사 6명 등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전투종료 후 예인도중 연평도로부터 

서쪽으로 25.2km 떨어진 지점에서 침몰하였다. 참수리 

357호는 침몰 53일만인 8월 21에 인양되었는데, 조타실 

부근의 축구공 크기의 구멍을 포함하여 선체 전체적으로 수백 

군데의 포탄과 파편에 의한 구멍이 있었다 [1, 2]. 

참수리 고속정은 1978년부터 건조되어온 대한민국 주력 

고속정으로 1975년 도입된 미국제 애쉬빌급 고속정을 토대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애쉬빌급 고속정은 해안순찰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었으며, 몇 차례의 개량사업을 거쳤으나 적 화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제2연평해전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3-5]. 

최근 들어 군 병력 감축으로 인한 단일 무기체계의 

가치가 증가됨에 따라 인명 및 무기체계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화두 되고 있다. 생존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방탄재료의 개발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이다 

[6]. 

그러나 기존의 방탄능력을 평가하는 탄도한계속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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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파괴적이고 방대한 공간 및 시간이 소모되어 현장에서 

사용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하기에 제한사항이 있다. 또한 

기존의 방탄능력을 평가하는 모델은 재료의 물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이 필요하여, 최근에는 방탄시험 횟수를 

줄이기 위한 통계적인 접근방법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7]. 

최근에 장갑재의 경량화가 화두 됨에 따라 비철재료의 

장갑재를 용접하는 방법으로 마찰교반용접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8-11]. 마찰교반용접은 원형의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용접재 없이 

재료를 고상 용접하는 방법이다. 용융과정이 없기 때문에 

재료의 변형이 적어 장갑재의 용접 분야에 많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그러나 마찰교반용접 시에 형성되는 

열영향부에서 방탄능력이 저하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다른 용접 방법에 비해 열영향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특징으로 인해 장갑재의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13, 

14]. 

그러나 현재의 탄도한계속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열영향부의 미세조직을 확인하고 모사시편을 제작하여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을 진행하는 비효율적인 실정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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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연속압입시험은 압입자가 재료에 하중을 인가하는 동안 

센서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하중 및 변위 데이터를 

통하여 재료의 물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파괴적이며 

국부부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압입시험을 활용하여 알루미늄 소재 

경장갑재의 방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7000계 알루미늄 합금에 대하여 마찰교반용접 이후 

생기는 열영향부를 모사하여 기존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과의 비교시험을 통해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측정할 수 없었던 용접부위에 대한 탄도한계속도를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탄능력을 평가하는 기존의 

파괴적인 평가방법을 극복하고 현장에서 사용중인 장비에 대한 

국부부위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무기체계의 생존성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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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탄도한계속도 

 

2.1.1 탄도한계속도의 정의 

 

방탄성능이란 탄의 관통에 대한 재료의 저항 능력으로, 

재료의 강도, 경도, 인성 등 재료의 물성과 충돌탄의 종류, 

충돌속도, 탄의 형상 등 탄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방탄성능은 일정한 위협 조건에 따라 재료의 피해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다. 방탄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방탄효율(Ballistic efficiency), 임계각도 

(Ballistic critical angle) 등 장갑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장갑의 관통 확률과 탄자의 충돌속도를 

고려한 탄도한계속도(Ballistic limit velocity) 평가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6]. 

탄도한계속도는 위협탄이 일정한 양의 표적재료를 

완전관통 할 수 있는 최저 충격속도 및 부분관통 할 수 있는 

최고 충격속도로 정의한다. 실제 평가환경에서는 관통현상은 

확률분포로 나타나기 때문에 완전관통 하거나 부분관통 하는 

확률이 같은 충격속도, 즉 표적재료를 50% 방호할 수 있는 

위협탄의 속도로 정의한다 [6]. 

표적에 관통자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관통현상은 그림 

2.1과 같이 3가지의 경우로 구분한다. 관통자가 표적을 완전히 

뚫은 경우인 완전관통(Complete penetration)과 표적 중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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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경우인 부분관통(Partial penetration) 그리고 표적 

표면에서 튕겨 나오는 도비(Ricochet)이다. 

완전관통과 부분관통의 구분은 그림 2.1과 같이 

표적후면에 설치된 입증판(witness plate)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하며 세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적 후면으로 6인치(15.24mm) 떨어진 지점에 

0.02인치(0.51mm) 두께의 알루미늄 합금(Al2024 T3)으로 된 

얇은 입증판을 설치하여 일정한 밝기의 전구 빛(60W, 110V)이 

통과되면 완전관통으로 평가하고, 그 외의 경우는 부분관통으로 

평가한다 [15]. 

완전관통이 일어날 확률은 관통자가 저속일 때는 0, 

고속일 때는 1에 수렴할 것이며, 저속에서 고속으로 변화할 때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거동은 확률분포를 

이루며 대부분의 경우 Gaussian 혹은 정규분포로 이루어짐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관통자의 충돌속도에 따른 완전관통빈도는 

그림 2.2와 같이 나타나며, 탄도한계속도는 정규분포의 

중앙값을 통하여 평가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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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완전관통과 부분관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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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충돌속도에 따른 완전관통빈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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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탄도한계속도 평가방법 

 

탄도한계속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장치는 그림 2.3과 

같이 고정형 발사장치, 충격속도 측정장치, 시험표적 지지대로 

구성된다. 충격속도 측정장치는 위협탄 발사장치와 실험 소재 

사이의 3개의 지점에 설치된 스크린과 스크린을 통과하는 동안 

탄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된다. 탄의 충격속도는 

탄이 비행하는 동안 손실되는 속도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스크린 1과 2를 통과한 속도(𝑉1 )과 스크린 2와 3을 

통과한 속도( 𝑉2 )의 차를 통하여 스크린을 이동하면서 발생한 

속도 손실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스크린 2와 3의 

중간지점으로부터 실험 재료까지 도달하는데 손실되는 속도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탄의 충격속도로 평가한다 [6]. 

탄도한계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 2.4와 같이 Up-

and-Down 방법을 사용하며 탄도한계속도로 추정되는 속도로 

사격하여 관통결과가 일정한 신뢰구역에 포함되면 평균값을 

통해 탄도한계속도를 평가한다.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5, 17]. 

- 1차 사격(#1)을 탄도한계속도로 추정되는 속도로 

사격하여 관통결과를 확인한다. 

- 1차 사격 결과가 부분관통이면, 탄의 추진제를 

조절하여 충격속도를 30m/s 이상으로 2차 

사격(#2)을 실시하고 관통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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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사격 결과가 완전관통이면, 탄의 추진제를 

조절하여 충격속도를 15m/s 감속하여 3차 

사격(#3)을 실시하고 관통결과를 확인한다. 

-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표 2.1과 같이 일정한 

신뢰구역에 포함되는 유효한 완전관통 및 부분관통 

충격속도를 획득한다. 

- 유효 충격속도 평균값을 통해 최종 탄도한계속도를 

평가한다. 

단, 복합재료나 적층장갑 등 혼합속도대(Zone of mixed 

result)가 크게 나타나 표 2.1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 (2.1)에 의하여 계산한다 [15, 18]. 

  

 
𝑉50 =

∑ 𝑉𝑖,𝑐𝑝 + ∑ 𝑉𝑗,𝑝𝑝
𝑚
𝑗=1

𝑛
𝑖=1

𝑛 + 𝑚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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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탄도한계속도 시험 장치의 개략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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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Up-and-Down 방법을 통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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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유효 부분 및 완전관통 수에 따른 유효 속도분포 [18] 

유효 부분관통 & 완전관통 수 유효 속도분포 

2 & 2 18.3m/s 

3 & 3 27.4m/s 

4 & 4 30.5m/s 

5 & 5 38.1m/s 

7 & 7 45.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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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속압입시험 

 

소재의 기계적인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괴적인 시험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비파괴적이고 간단한 

절차로 시험이 가능한 압입시험법이 최근 주목을 받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하고 있다. 

연속압입시험은 재료의 기계적 물성 중에서 경도를 

평가하는 시험을 한 단계 발전시킨 방법으로 압입자 

(Indenter)를 이용하여 재료에 하중을 인가하는 동안 장비 내 

센서를 통하여 그림 2.5처럼 측정되는 하중-변위 곡선을 

분석하여 경도 외에도 재료의 강도, 잔류응력, 파괴인성까지 

평가 가능한 방법이다. 이러한 간단한 절차와 비파괴적으로 

시험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시ㆍ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며 

시험 대상물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산업에서는 현장(in-field)의 사용중인(in-use) 

커다란 산업 구조물(발전소, 석유화학 시설, 가스 파이프라인 

등) 및 기계 부품류에 대하여 파손 안전성 진단, 신뢰성 

인ㆍ검증을 위하여 압입시험 기법이 다수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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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연속압입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하중-변위 곡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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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찰교반용점 

 

2.3.1 마찰교반용접의 원리 

 

알루미늄 합금은 낮은 중량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우수하여 항공우주용 소재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알루미늄 합금을 용접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용접변형, 

기공 및 응고균열 등의 용접부위에서 결함이 발생하기 쉬워 

광범위한 사용이 제한되었다 [12]. 

마찰교반용접(Friction stir welding)은 1991년 영국의 

TWI(The Welding Institute)에 의하여 알루미늄 합금의 

고상용접 방법으로 처음 제안 되었다. 그림 2.6과 같이 소모가 

되지 않는 회전하는 공구가 두 판재의 가장자리에 삽입되어 

접합선을 따라 회전 및 이동하며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회전하는 공구는 접합부의 생성을 위하여 회전을 통하여 열을 

가하고 재료가 접합되도록 섞는 기능을 하는데, 공구가 

회전하고 접합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집중된 열에 의하여 재료는 

부드러워진다. 이에 따라 접합부는 모재의 용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고상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용융용접 방법과 달리 제품의 변형이 적고 재료의 강도가 

우수하며 결합이 적게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최근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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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마찰교반용접 공정의 계략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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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마찰교반용접에서의 방탄성능 이슈 

 

US AAAV(Advanced Amphibious Assault Vehicle) 프

로젝트를 시작으로 알루미늄 장갑재에 대한 마찰교반용접방법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 장갑재로 사용되고 있는 7000계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용융용접을 하게 될 경우 열영향부에서 

응력부식에 대한 취약성이 나타나 이를 위한 대안으로 마찰교반

용접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21, 22]. 

마찰교반용접의 경우 고상용접 방법으로 재료의 변형이 

적으며 기존의 용융용접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극복할 수 있었으

나, 용접부 주변으로 현저하게 기계적 물성이 저하가 되었다. 

그림 2.7은 용접부에서 멀어짐에 따라 측정한 Al7010 소재의 

경도변화로, 일정구간에서 급격하게 경도가 저하됨을 볼 수 있

다. 또한 마찰교반용접방법은 공정의 특성상 용접부 주변의 열

영향부 폭이 넓게 형성되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탄에 피격될 가

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시험 특성상 일

정 발수 이상 사격할 수 있는 일정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

문에 용접부위에 직접적으로 방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A.Sullivan(2011)은 용접시편의 취약부인 열영향부를 

방탄시험이 가능하도록 모사시편을 만들어 탄도한계속도를 평가

하였다. 그림 2.8과 같이 모재와 대비하여 열영향부의 탄도한계

속도가 약 20%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모사시편은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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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son(2006)이 제시한 ‘Precipitate evolution model’을 활용

하여 열영향부와 동일한 경도 및 미세조직을 가지는 열처리 조

건을 예측하여 제작하였다 [14, 23]. 

열은 오직 석출물의 성장에만 기여하며, 그 이외의 결정

립 조대화 및 다른 메커니즘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할 때, 석출

물의 부피분율과 등온열처리 시간은 식 (2.2)의 관계를 가지며, 

그림 2.9와 같이 로그 함수에서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 𝑓0는 석

출물의 최대 부피분율이며, 𝑓는 비교시편 석출물의 부피분율이

다. 𝑡∗는 석출물의 부피분율이 0인 상태를 얻기 위한 시간상수, 

𝑡는 𝑓를 얻기 위한 시간이다. 이때 온도조건은 일정한 상수이다 

[23]. 

 

 𝑓

𝑓0
= (1 −

𝑡

𝑡∗
)

1
2 (2.2) 

 

또한 석출물의 부피분율과 경도는 식 (2.3)의 관계를 가

지며, 이를 통해 일정 경도를 갖는 열처리조건을 예측할 수 있

다. 𝑓0는 석출물의 최대 부피분율이며, 𝑓는 비교시편의 석출물의 

부피분율이다. 𝐻𝑣𝑚𝑎𝑥는 𝑓0일 때의 경도, 𝐻𝑣𝑚𝑖𝑛은 석출경화가 없

는 상태의 기지 경도, 𝐻𝑣는 비교시편의 경도이다 [23]. 

 

 𝑓

𝑓0
=

𝐻𝑣 − 𝐻𝑣𝑚𝑖𝑛

𝐻𝑣𝑚𝑎𝑥 − 𝐻𝑣𝑚𝑖𝑛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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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온도와 등온열처리 시간의 관계는 식 (2.4)의 

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하여 온도조건을 변경하여 시편의 경도를 

설계할 수 있다. 𝑡𝑟 ,  𝑇𝑟  은 각각 석출경화가 없을 때의 열처리시

간과 온도, 𝑅은 기체상수이며, 𝑄𝑒𝑓𝑓는 활성화 에너지 상수로 식 

(2.4)에 필요한 중요한 보정상수이다. 𝑡∗는 온도가 𝑇일때, 𝑡𝑟 , 

𝑇𝑟일 때의 경도를 얻기 위한 시간이다 [23]. 

 

 
𝑡∗ = 𝑡𝑟exp [

𝑄𝑒𝑓𝑓

𝑅
(

1

𝑇
−

1

𝑇𝑟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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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0mm, 40mm 깊이로 마찰교반용접된 Al7010-

T7651 판의 경도 측정결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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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Al7010의 열영향부 모사시편, 모재에 대하여 AP, 

FSP탄으로 탄도한계속도 평가결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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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3종 알루미늄 소재의 등온열처리 시간에 따른 경도의 

변화 [23] 

 

 

 

 



- 25 - 

제 3장 

이론적 모델 

 

목  차 

3.1 기존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 ∙∙∙∙∙∙∙∙∙∙∙∙∙∙∙∙∙∙∙∙∙∙∙∙∙∙∙∙∙∙∙∙∙∙∙ 26 

3.2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 ∙∙∙∙∙ 31 

   

   

 

 

  



- 26 - 

3.1 기존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 

 

3.1.1 일반적인 재료의 관통기구 

 

 관통은 관통자가 표적을 완전관통 하면서 표적재료가 

파괴되는 현상으로, 그림 3.1의 예시처럼 표적재료의 종류, 

표적의 형상, 관통자의 모양, 관통자의 속도 등에 따라 복잡 

다양하게 나타난다 [24]. 

관입(plugging)은 그림 3.1(가)처럼 원통형의 플러그 

(plug)가 장갑판 후면으로 밀려나오면서 관통되는 현상으로, 

관통자의 반경방향으로 발생되는 전단응력에 의하여 표적재료가 

원통형으로 파괴된다. 관입은 관통자의 앞부분이 뭉툭하거나 

경도가 높은 얇은 판에 충돌하였을 때 자주 발생된다 [7, 24]. 

파엽(petalling)은 관통자가 충돌 시에 발생하는 

반경방향의 높은 인장응력으로 인하여 표적재료가 전면 혹은 

후면에 그림 3.1(나)와 같이 꽃잎모양으로 파괴되는 현상이다. 

탄의 관통에너지가 재료의 인장강도를 넘어서면 재료의 비균질 

또는 벽개 평면에 의해 균열이 발생되며, 관통자가 관통함에 

따라 꽃잎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파엽은 앞부분이 뾰족한 

관통자가 저속으로 충돌하거나 뭉툭한 관통자가 탄도한계속도로 

얇은 표적에 충돌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7, 24]. 

소성관통(ductile hole formation)은 그림 3.1(다)와 

같이 표적재료가 반경 방향으로 소성유동 하면서 관통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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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고, 관통자의 지름크기까지 커지면서 관통이 되는 

현상이다 [7, 24]. 

접촉파괴(contact fracture)는 그림 3.1(라)처럼 

인장강도가 압축강도 보다 매우 낮은 표적재료에 대하여 

관통자의 반경 방향으로 재료가 파괴되는 현상이다 [7, 24]. 

파편화 관통(fragmentation)은 그림 3.1(마)처럼 

표적재료 후면이 파편으로 분리되면서 관통구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파괴인성이 극히 낮은 세라믹과 같은 재료에 

관통자가 고속으로 충돌할 때 발생된다 [7, 24]. 

원추형 파괴(radial fracture)은 완전관통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림 3.1(바)처럼 충돌 지점의 후면에 반경 방향으로 

표적재료가 파괴되는 현상이다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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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입            (나) 파엽         (다) 소성관통 

 

 

 (라) 접촉파괴       (마) 파편화 관통     (바) 원추형 파괴 

 

그림 3.1 표적재료의 관통기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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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경험식에 의한 해석 

 

 관통자가 표적재료에 고속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단일 관통기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관통기구를 통한 정확한 해석이 

어려워 경험식에 의한 해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Demarre(1886)는 식 (3.1)의 에너지 모델을 활용하여 

충격속도와 표적의 두께가 식 (3.2)과 같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h는 표적의 두께, d는 관통자의 지름, m은 관통자의 

질량, V는 충격속도, k, n, m, 𝛼는 재료에 따른 상수이다 [25]. 

 

 𝐸 = 𝑘𝑑𝑚ℎ𝑛 (3.1) 

 

 𝑚𝑉2 = 𝛼ℎ1.4𝑑1.5 (3.2) 

 

Curtis(1943)는 일정이상 두꺼운 표적에서 관통이 

진행되는 동안 나타나는 관통기구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식 

(3.3)와 같이 Demarre의 모델에 관통기구에 따른 상수 𝛾 를 

도입하였다. h는 표적의 두께, d는 관통자의 지름, m은 관통자의 

질량, V는 충격속도, 𝛼 는 재료에 따른 상수, 𝛾 는 관통기구의 

변화에 따른 상수이다 [25]. 

 

 
𝑚𝑉2 = 𝛼𝑑3(

ℎ

𝑑
+ 𝛾)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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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이론식에 의한 해석  

 

Børvik(2008)은 Hill(1950)이 제안한 ‘cylindrical 

cavity expansion model’을 활용하여 소성관통 기구가 

우세하게 작용하는 알루미늄 소재에 대하여 이론식을 

제안하였다. 관통자는 강체이며, 관통자의 운동에너지는 

표적재료의 관통구를 생성하는데 모두 쓰인다고 가정할 때, 

운동에너지와 일의 관계를 통해 충격속도 𝑉𝑠 와 관통 이후 

잔류속도 𝑉𝑟 , 표적 두께 h는 식 (3.4)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 

m은 관통자의 질량, a는 관통자의 반지름, 𝜎𝑟 은 관통자가 

표적재료에 동적 탄소성 변형을 가할 때 발생되는 반경 방향의 

압축응력이다 [26]. 

 

 𝑚

2
(𝑉𝑠

2 − 𝑉𝑟
2) = 𝜋𝑎2ℎ𝜎𝑟 (3.4) 

 

탄도한계속도 𝑉50 은 𝑉𝑟 = 0 때의 충격속도이며, 이때의 

𝜎𝑟 은 준정적 값인 𝜎𝑠 에 근접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탄도한계속도와 표적재료의 두께 h는 식 (3.5)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 [26]. 

 

 
𝑉50 = (

2𝜋𝑎2ℎ𝜎𝑠

𝑚
)

1
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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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 

 

3.2.1 Cylindrical cavity-expansion 이론 

 

Cavity-expansion 이론은 Hill(1950)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어 구형, 원통형 등의 공극이 재료 내에서 확장할 때 

생기는 응력과 변형율의 변화를 수식으로 해석하였다. 이중 

Cylindrical cavity-expansion 이론은 그림 3.2와 같이 

원통형의 공극이 확장할 때의 경우를 분석한 것으로, 재료의 

탄성 및 소성영역에서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탄성영역에서는 식 (3.6)을 만족하며, 소성영역에서는 

식 (3.7)을 만족하는, 선형탄성-완전소성 재료의 경우 Von 

Mises의 항복조건을 적용하면, 관통을 위한 반경 방향의 

응력(𝜎𝑠)은 식 (3.8)과 같다. 수식에 사용된 E는 탄성계수, Y는 

항복강도이다 [27]. 

 

 𝜎 = 𝐸𝜖 (3.6) 

 

 𝜎 = 𝑌 (3.7) 

 

 
𝜎𝑠 =

𝑌

√3
{1 + 𝑙𝑛 [

1

√3
(

𝐸

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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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영역에서는 식 (3.9)를 만족하며, 소성영역에서는 

식 (3.10)을 만족하는, 선형탄성-멱함수소성 재료의 경우 Von 

Mises의 항복조건을 적용하면, 관통을 위한 반경 방향의 

응력(𝜎𝑠 )은 식 (3.11), 식 (3.12)와 같다. 수식에 사용된 n은 

가공경화지수이다 [27]. 

 

 𝜎 = 𝐸𝜖,     𝜎 ≤ 𝑌       (3.9) 

 

 
𝜎 = 𝑌 (

𝐸𝜖

𝑌
)

𝑛

,     𝜎 > 𝑌       (3.10) 

 

 
𝜎𝑠 =

𝑌

√3
{1 + (

𝐸

√3𝑌
)

𝑛

∫ 𝑓(𝑥)𝑑𝑥
𝑏

0

} ,     𝑏 = 1 −
√3𝑌

𝐸
 (3.11) 

 

 
𝑓(𝑥) =

[−𝑙𝑛 (𝑥)]𝑛

1 − 𝑥
,     0 < 𝑛 < 1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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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ylindrical cavity-expansion이 발생할 때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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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재료의 물성 평가 

 

Meyer(1908)는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구형압입자는 

동일한 브리넬 경도를 가짐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고, 식 

(3.13)과 같은 Meyer 식을 도출하였다. 수식에 사용된 L은 

압입 하중, d는 압흔의 직경, D는 압입자의 지름, A는 재료상수, 

m은 실험결과로 도출된 그래프로 맞춘 Meyer 상수이다 [28]. 

 

 𝐿

𝑑2
= 𝐴 (

𝑑

𝐷
)

𝑚−2

 (3.13) 

  

George(1976)는 Meyer식의 재료상수 A를 바탕으로 

재료에 따른 상수(𝛽𝑚)과 항복강도(𝜎𝑦)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식 

(3.14)와 같이 도출하였다. 𝛽𝑚 은 금속재료에서 0.23의 값을 

가진다 [29]. 

 

 𝜎𝑦 = 𝛽𝑚𝐴 (3.14) 

 

Kang(2013)은 압입자 하부의 응력장 분석을 통하여 

재료상수는 식 (3.15)와 같이 가공경화지수의 함수로 표현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고, 식 (3.16)과 같이 재료의 항복강도를 

평가 가능하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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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𝛽′ = −13.43𝑛3 + 11.53𝑛2 − 3.42𝑛 + 0.36 (3.15) 

 

 𝜎𝑦 = 𝛽′𝐴
1

1−𝑛 (3.16) 

 

한편 위 수식에서 필요한 가공경화지수는 

Kang(2013)이 제안한 식을 통해 도출된다. 압입시험에서 

하중-변위 곡선이 소재의 소성거동을 포함한다는 가정을 

시작으로, 압입하중-접촉반경 곡선에서 식 (3.17)과 같은 

임의의 두 지점에서의 접촉반경( 𝑎1 , 𝑎2 )로 부터 도출된 

기울기의 비(p)를 통하여 가공경화지수를 식 (3.18)과 같이 

제안하였다 [30]. 

 

 

𝑃 =

𝑑𝐿
𝑑𝑎

|
𝑎1

𝑑𝐿
𝑑𝑎

|
𝑎2

 (3.17) 

 

 𝑛 = −52.24𝑝3 + 228.18𝑝2 − 329.32𝑝 + 157.31 (3.18) 

 

재료의 탄성계수는 구형압입자를 활용하여 압입시험 

결과 도출되는 하중-변위 곡선의 하중제거 곡선의 초기 

기울기(S)로부터 식 (3.19)와 같이 도출된다. 식 (3.19)와 

Oliver(1992)가 제안한 두 탄성체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탄성계수의 감소 정도를 활용하여 식 (3.20)과 같이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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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계수의 평가가 가능하다. 수식에 사용된 𝐴𝑐 는 압입자와 

재료의 접촉면적이며, 𝜐는 푸아송 비이다 [31]. 

 

 
𝐸𝑟 =

√𝜋

2

𝑆

√𝐴𝑐

 (3.19) 

 

 1

𝐸𝑟
=

1 − 𝜐𝑡𝑖𝑝
2

𝐸𝑡𝑖𝑝
+

1 − 𝜐𝑚𝑎𝑡𝑒𝑟𝑖𝑎𝑙
2

𝐸𝑚𝑎𝑡𝑒𝑟𝑖𝑎𝑙

 (3.20) 

 

  



- 37 - 

3.2.3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 

 

기하학적 변수인 두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되었던 Børvik의 이론식에서 사용된 두께(h)의 

지수(0.5)를 사용하여 정상화된 탄도한계속도( 𝑉𝑛 , normalized 

ballistic limit velocity)를 식 (3.21)과 같이 표현하였다. 

 

 
𝑉𝑛 =

𝑉50

ℎ0.5
 (3.21) 

 

 관통자는 변형이 없는 강체이며, 관통자의 운동에너지는 

관통구를 확장하는데 모두 쓰인다고 가정하면, Cylindrical 

cavity-expansion 이론에 의하여 방사상의 응력에 의해 공극

이 확장되고 관통이 발생하게 된다. Børvik의 이론식에 의한 반

경 방향의 응력의 지수(0.5)를 활용하면 정상화된 탄도한계속도

는 식 (3.22)와 같이 표현된다. 수식에 사용된 𝜎𝑠_𝐼𝐼𝑇는 연속압

입시험을 통해 도출된 반경 방향의 응력이며, D는 실험결과로 

도출된 그래프로 맞춘 소성관통 상수이다. 7.62×39mm 볼탄에

서 소성관통이 발생하는 소재의 경우 D는 4.5의 값을 가진다. 

 

 𝑉𝑛 = 𝐷𝜎𝑠_𝐼𝐼𝑇
0.5  (3.22) 

 

따라서 식 (3.21)과 식 (3.22)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연속압입시험을 활용하여 평가된 탄도한계속도는 식 (3.2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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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현된다. 

 

 𝑉50_𝐼𝐼𝑇 = 𝐷√ℎ𝜎𝑠_𝐼𝐼𝑇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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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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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장갑재의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의 검증 

 

4.1.1 시편의 준비 

 

본 연구에서는 경량장갑재 소재로 사용되는 Al5052, 

Al5083, Al6061, Al7075 알루미늄 4종에 대한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모델의 검증시험을 진행하였다. 검증

시험에 사용된 합금의 조성은 표 4.1에 기계적 물성은 표 4.2

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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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검증에 사용된 알루미늄 4종의 성분비(wt%) 

구  분 Fe Si Mn Cu Zn Cr Mg Ti Al 

Al5052 0.19 0.25 0.06 0.05 0.00 0.20 2.58 - 균형 

Al5083 0.17 0.08 0.6 0.02 0.04 0.16 4.6 0.02 균형 

Al6061 0.47 0.53 0.09 0.25 0.04 0.15 0.91 0.02 균형 

Al7075 0.15 0.06 0.04 1.3 5.8 0.19 2.4 0.06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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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검증에 사용된 알루미늄 4종의 기계적 물성 

구  분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비커스경도 

(Hv) 

Al5052 151.6 233.3 29.43 62.7 

Al5083 255.3 376.6 19.82 103.3 

Al6061 246.9 287.2 13.75 108.6 

Al7075 500.0 569.8 14.7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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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 

 

본 연구에서는 실험소재의 탄도한계속도 평가를 위하여 

미 국방성의 MIL-STD-662F 시방서에 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간 온도는 22도(±1℃) 그리고 습도는 

53%(±1%)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협탄으로는 7.62×39mm 볼탄을 

사용하였으며, Soviet Union에서 개발되어 AK-47 및 기관총에 

사용되는 탄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탄종 중 

하나이다. 볼탄은 탄심(core) 및 피복(jacke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의 세부 제원은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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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7.62×39mm 볼탄 제원 [17] 

 

  

총 지름 7.62mm 

총 중량 7.97g 

총 길이 26.7mm 

탄심 밀도 7860kg/m3 

탄심 질량 3.56g 

탄심 지름 5.59mm 

탄심 길이 19.6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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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연속압입시험 

 

연속압입시험은 탄화 텅스텐으로 제작된 250 μm 의 

반지름을 갖는 구형 압입자로, 15회 다중압입방식, 최대 

압입깊이를 150 μm 로 변위를 제어하였으며 압입속도는 

0.3mm/min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을 통하여 경장갑재 4종에 대한 

탄도한계속도를 예측하였으며, 실제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에서 도출된 값과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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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마찰교반용접된 경장갑재의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의 검증 

 

4.2.1 시편의 준비 

 

 본 연구에서는 표 4.1의 조성을 갖는 30mm 두께의 

Al7075 합금 판재에 대하여 마찰교반용접을 진행하였다. 

마찰교반용접은 용접속도 최대 35mmpm(mm/min), 

회전속도는 최대 250rpm, 공구의 삽입깊이는 20mm, 공구의 

전진각은 0°의 조건에서 공정을 진행하였다. 

마찰교반용접에 사용된 공구는 공구강(SK) 어깨치수 

30mm, 직경 15mm를 가지는 전나사형(full screw type pin)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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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검증을 위한 모사시편의 제작 

 

탄도한계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발수 이상 

사격할 수 있는 일정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용접시편의 열영향부의 경우 탄도한계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직접적인 평가는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도한계속도 측정이 가능한 면적의 모사시편을 

제작하여 비교시험을 통한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을 검증하였다. 

모사시편은 용접시편 열영향부의 경도값 분포를 

활용하여 열처리 조건을 계산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모사시편과 용접시편의 열영향부의 미세조직 및 경도의 비교를 

통하여 모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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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경도평가 

 

모사시편의 제작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경도값은 

대면각이 136°인 피라미드 모양의 다이아몬드 압입자를 

사용하여, 최대하중 80kgf로 하중(𝑃 )을 제어하여 시험하였다. 

이후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압흔의 대각길이(𝑑 )을 측정하여 식 

(4.1)과 같이 비커스 경도를 평가하였다.  

 

 
𝐻𝑣 = 1.854

𝑃

𝑑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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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미세조직 확인 

 

용접시편 및 모사시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편의 표면을 1 μm 의 입자크기를 갖는 알루미나 파우더로 

연마를 실시하고, 3ml의 불산(𝐻𝐹)를 100ml의 증류수(𝐻2𝑂)를 

혼합한 에칭액을 사용하여 실온에서 3초간 에칭을 실시하였다. 

미세조직의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촬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최종 모사시편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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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 및 연속압입시험 

 

마찰교반용접 하 생성되는 열영향부에 대한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4.2.2항 및 4.2.4항의 방법으로 제작 및 검증된 

모사시편에 대하여 4.1절의 방법과 동일하게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과 연속압입시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용접부위에 대하여 탄도한계속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연속압입시험을 통해 국부부위별로 탄도한계속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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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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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경장갑재의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5.1.1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 결과 

 

Al5052, Al5083, Al6061, Al7075 시편의 시험 후 전면 

및 후면을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그림 5.1(가-바)에서는 

전면 및 후면의 관통구가 약 8mm로 일정하며, 관통면에서 

벽개면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완전관통되지 않은 

부분에서 볼탄의 탄심을 식별하였는데, 그 형상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탄심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제 길이의 변화를 측정하기에 제한 사항이 

있었지만, 만약 탄심이 소성변형으로 끝이 뭉뚝하게 변하였다면, 

관통구 또한 후면에서 성장하는 양상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탄심의 소성변형은 미비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5.1(사) 및 (아)의 경우 전면 및 후면에서 뚜렷한 

벽개면이 관찰되었다. 관통구의 크기는 후면에서 제일 크고 

중앙, 전면 순 이었으며, 관통구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시편에 잔류해 있는 탄심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탄심의 

소성변형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따라서 Al5052, Al5083, Al6061 소재의 경우, 

7.62×39mm 볼탄이 관통 시에 재료의 소성 유동에 의한 

관통구 확장이 관통을 유발하여 소성관통이 우세하게 작용하며, 



- 53 - 

관통자의 소성변형은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Al7075 

소재의 경우 7.62×39mm 볼탄이 관통 시에 파편화 관통이 

우세하게 작용하며, 관통자의 소성변형은 확인할 수 없었다. 

Al5052, Al5083, Al6061, Al7075 시편의 

탄도한계속도를 평가한 결과는 그림 5.2와 같다. 재료 고유의 

성질로 인한 탄도한계속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께와 

같은 기하학적 요소가 제거된 값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 

(3.21)을 활용하여 계산한 정상화된 탄도한계속도의 값은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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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l5052 시편의 전면    (나) Al5052 시편의 후면 

 

      
(다) Al5083 시편의 전면    (라) Al5083 시편의 후면 

 

      
(마) Al6061 시편의 전면    (바) Al6061 시편의 후면 

 

      
(사) Al7075 시편의 전면    (아) Al7075 시편의 후면 

 

그림 5.1 경잡갑재 4종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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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l5052(두께=19.88mm)  (나) Al5083(두께=10.26mm) 

 

   

(다) Al6061(두께=20.11mm)  (라) Al7075(두께=20.65mm) 

 

그림 5.2 경장갑재 4종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결과 

 

  



- 56 - 

 

 

 

 

표 5.1 경장갑재 4종의 정상화된 탄도한계속도 

구  분 정상화된 탄도한계속도 

Al5052 99.1 

Al5083 126.9 

Al6061 127.3 

Al707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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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결과 

 

그림 5.3은 Al5052, Al5083, Al6061, Al7075 소재에 

대하여 연속압입시험을 통해 각각 3회의 재현성 있는 하중-

변위 곡선을 도출한 결과이다. 

표 5.2는 연속압입시험을 통해 도출된 하중-변위 

곡선의 인자를 활용하여 반경 방향의 응력을 평가한 결과이다. 

그림 5.4는 연속압입시험을 통해 도출된 반경 방향의 

응력( 𝜎𝑖𝑠 )과 표 5.1의 정상화된 탄도한계속도( 𝑉𝑛 )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변수는 식 (3.22)로 맞추었을 때, 탄도한계속도의 

실험값과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이론값이 표 5.3과 같이 

Al7075 소재를 제외하고 3%이내의 오차 범위 안에서 

만족하였다. Al7075 소재의 경우 그림 5.1(사) 및 (아)에서 

보이듯이, 파편화 관통기구에 의한 관통이 발생하면서 소성관통 

보다 넓은 영역에서 재료의 변형 및 파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다른 소성관통 기구가 작용된 알루미늄 소재에 비하여 

탄도한계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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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l5052             (나) Al5083 

 

 

(다) Al6061             (라) Al7075 

 

그림 5.3 경장갑재 4종의 연속압입시험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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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경장갑재 4종의 하중-변위 곡선을 통해 평가된 물성 

 

  

구  분 
가공 

경화지수 

탄성계수 

(GPa) 

항복강도 

(MPa) 

반경 방향 응력 

(MPa) 

Al5052 0.062 83.9 158.5 513.4 

Al5083 0.028 76.0 231.5 772.5 

Al6061 0.042 80.6 247.8 789.2 

Al7075 0.058 65.1 449.1 1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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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연속압입시험을 통해 도출된 반경 방향의 응력과 

정상화된 탄도한계속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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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평가된 탄도한계속도 실험값과 이론값의 비교 

구  분 실험값(m/s) 이론값(m/s) 오차(%) 

Al5052 442.0 454.6 2.8 

Al5083 406.7 404.9 0.4 

Al6061 571.0 560.8 1.7 

Al7075 777.1 699.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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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마찰교반용접된 경장갑재의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5.2.1 모사시편의 제작 

 

표 4.1의 조성 및 표 4.2의 물성을 갖는 Al7075 합금 

판재에 대하여 마찰교반용접을 진행 결과, 그림 5.5와 같이 

공구의 회전의 영향을 받은 구간은 중심으로부터 약 30mm 

폭으로 형성되었으며, 이 구간에서 공구에 의한 소성변형이 

발생하였다. 

그림 5.6은 용접시편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변화하는 미세조직을 확인한 결과이다. 중심부에서 약 

10mm까지는 비교적 완전한 형상의 미세한 원형의 결정립을 

형성하나, 약 10mm부터 18mm까지는 사선의 결정입계를 

형성하면서 결정립의 구분이 모호해짐을 볼 수 있다. 이후의 

구간은 모재와 유사한 결정립 형상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미세조직의 변화를 통하여 동적재결정부(DXZ, 

dynamically recrystallized zone), 열-기계적 영향부(TMAZ, 

thermos-mechanically affected zone) 구간을 결정하였다. 

그림 5.5는 용접시편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변화하는 경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DXZ부의 경도는 138.1Hv로 

모재의 경도인 182.4보다 24% 감소하였다. TMAZ 구간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여 최소 98.3Hv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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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어 모재 대비 44.4%가 감소하였다. TMAZ 구간 

이후에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경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중심으로부터 약 40mm 떨어진 거리에서 모재와 유사한 경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열영향부(HAZ, heat affected zone)를 

중심으로부터 18mm에서 40mm 떨어진 거리로 결정하였다. 

열영향부의 모사시편을 제작하기 위하여, 먼저 등온 

열처리 시간과 경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30×30×20mm 

크기의 5개 예비시편을 470℃에서 1시간 열처리하여 용체화한 

이후에 120℃에서 열처리 시간을 변화시키며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그림 5.7과 같이 열처리 시간과 시편의 

경도는 로그함수에서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탄도한계속도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열영향부의 

모사시편을 제작하기 위하여 400X400X20mm크기의 시편을 

그림 5.7의 초록색 선과 같이 열영향부의 경도 중 100Hv 

120Hv 150Hv을 목표값으로 설정하고, 표 5.4와 같이 설계된 

시간으로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경도값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설계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예비시편과 실제시편의 

크기차이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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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마찰교반용접된 Al7075 시편의 경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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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마찰교반용접된 Al7075 시편의 미세조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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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Al7075의 120℃ 등온열처리 시간과 경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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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열영향부 모사시편 제작을 위한 등온열처리 조건 

 

  

구  분 
목표 경도 

(Hv) 

등온열처리 시간 

(min) 

실제 경도 

(Hv) 

HAZ-100 100 1.8 107.2 

HAZ-110 130 76.0 114.5 

HAZ-120 150 916.5 123.9 



- 68 - 

5.2.2 모사시편의 미세조직 확인 결과 

 

Al7075는 그림 5.8과 같이 Al- α  모재상 내부에 

석출물인 η 상( MgZn2 ) 입자를 형성함으로써 석출경화에 의한 

경도와 강도가 상승된다. 

그림 5.9는 HAZ-100, HAZ-110, HAZ-120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모습이다. 시편의 

경도가 높아질수록 미세한 입자의 석출상이 증가하고, 특히 

원형의 η′상(MgZn2)이 판 모양의 GP대(MgZn2)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석출물의 부피분율은 평균 4.8%, 

5.2%, 5.7%로 소폭 상향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Al7075는 

등온 열처리시간에 따라서 미세하고 구형의 석출물이 증가하여 

재료의 경도와 강도가 향상되는 전형적인 석출경화 

(precipitation hardening) 및 시효경화(age hardening)의 

양상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5.10은 3종의 모사시편과 동일한 경도를 가지는 

용접시편 열영향부의 미세조직을 촬영한 사진이다. 거리가 

증가할수록, 즉, 경도가 증가할수록 석출물의 입자가 미세하게 

변화하며, 특히 부정합 상인  η′상이 증가하여 기지와의 경계가 

모호해 짐을 확인하였다. 석출물의 부피분율은 평균 3.7%, 

3.9%, 4.0%로 소폭 상향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미세조직의 확인을 통하여 모사시편의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용접부의 열영향부에서 강도가 저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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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석출물의 크기가 조대해 지고, 평형상인 η상(MgZn2 )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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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Al-Zn 상태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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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AZ-120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x5k) 

 

 
(가) HAZ-110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x5k) 

 

 
(가) HAZ-100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x5k) 

 

그림 5.9 모사시편 3 종의 미세조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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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20Hv 용접시편의 미세조직 사진(x5k, x10k) 

 

 
(가) 110Hv 용접시편의 미세조직 사진(x5k, x10k) 

 

 
(가) 100Hv 용접시편의 미세조직 사진(x5k, x10k) 

 

그림 5.10 용접시편의 경도별 미세조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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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 결과 

 

HAZ-100, HAZ-110, HAZ-120 모사시편의 시험결과, 

전면 및 후면의 모습을 그림 5.11에 나타내었다 

모사시편의 관통모습은 그림 5.1(가-바)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관통구는 8mm로 일정하며, 벽개면은 거의 

관찰되지 않아 관통기구 중 소성관통이 우세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탄심 역시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탄심의 소성변화는 미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열영향부의 모사시편의 경우 Al5052, Al5083, 

Al6061의 탄도한계속도 시험결과와 동일하게 7.62×39mm 

볼탄이 관통 시에 소성관통 기구가 작용하며, 관통자의 

소성변화는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HAZ-100, HAZ-110, HAZ-120 모사시편의 

탄도한계속도를 평가한 결과는 그림 5.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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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AZ-100 시편의 전면    (나) HAZ-100 시편의 후면 

 

    

(가) HAZ-110 시편의 전면    (나) HAZ-110 시편의 후면 

 

    

(가) HAZ-120 시편의 전면    (나) HAZ-120 시편의 후면 

 

그림 5.11 모사시편 3종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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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AZ-100(두께=20.83) 

 

 
(나) HAZ-110(두께=20.62) 

 

 
(다) HAZ-120(두께=20.67) 

 

그림 5.12 모사시편 3종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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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모사시편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그림 5.13은 HAZ-100, HAZ-110, HAZ-120 

모사시편에 대하여 연속압입시험 진행하고 각각 재현성 있는 

3회의 하중-변위 곡선을 도출한 결과이다. 

표 5.5는 연속압입시험에서 도출된 하중-변위 곡선을 

통하여 반경 방향의 응력을 평가한 결과이다. 

그림 5.14은 그림 5.4의 결과에 연속압입시험을 통해 

도출된 열영향부 모사시편의 자료를 추가한 그래프이다.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하여 열영향부 모사시편의 탄도한계속도를 

평가한 이론값은 표 5.6과 같이 2% 이내의 오차 범위 안에서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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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AZ-100 

 

 

(나) HAZ-110 

 

 

(다) HAZ-120 

 

그림 5.13 모사시편 3종의 연속압입시험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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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모사시편 3종의 하중-변위 곡선을 통해 평가된 물성 

 

  

구  분 
가공 

경화지수 

탄성계수 

(GPa) 

항복강도 

(MPa) 

반경 방향 응력 

(MPa) 

HAZ-100 0.038 78.0 267.6 846.3 

HAZ-110 0.068 80.0 299.4 857.5 

HAZ-120 0.027 84.6 302.2 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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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연속압입시험을 통해 도출된 반경 방향의 응력과 

정상화된 탄도한계속도와의 관계(모사시편 자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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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평가된 탄도한계속도 실험값과 이론값의 비교 

구  분 실험값(m/s) 이론값(m/s) 오차(%) 

HAZ-100 589.89 597.4 1.2 

HAZ-110 594.13 598.3 0.7 

HAZ-120 631.15 642.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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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용접시편의 탄도한계속도 평가 

 

그림 5.15는 용접시편에 대하여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하여 탄도한계속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탄도한계속도는 중심에서 780.6m/s의 값을 가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며, 중심으로부터 약 18mm 떨어진 지점에서 

624.3m/s의 최소값을 가졌다.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중심으로부터 약 33mm 떨어진 지점에서 886.4m/s의 

최대값을 가졌다. 중심의 값은 최대값 대비 11.9% 

감소하였으며, 최소값은 최대값 대비 29.6%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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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마찰교반용접된 Al7075 시편(30mm 두께)의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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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2019년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에 

제출된 논문을 토대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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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ylindrical cavity-expansion 이론에 

기반하여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알루미늄 소재의 경장갑재의 

탄도한계속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4종의 

경장갑재에 대한 비교시험을 통하여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으며, 나아가 마찰교반용접된 7000계 알루미늄 합금에 

형성되는 열영향부를 모사하여 역시 비교시험을 통해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방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었던 용접부의 탄도한계속도를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 모델을 통하여 

직접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알루미늄 4종의 탄도한계속도 비교시험 결과, 

소성관통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관통자의 소성변형이 

미비한 경우 모델을 통해 평가된 탄도한계속도가 3% 

이내의 오차범위에서 만족하였다. 따라서 소성관통의 

경우 항복강도, 탄성계수, 가공경화지수로 표현되는 

반경방향의 응력이 크게 작용할수록 탄도한계속도가 

커짐을 확인하였다. 

 

2. 마찰교반용접을 통하여 열이력이 발생한 7000계 

알루미늄 합금에 대하여 열영향부를 모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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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한계속도의 비교시험을 진행하였으며, 2% 이내의 

오차범위에서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3. 본 연구의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측정이 제한되었던 용접부의 탄도한계속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탄도한계속도는 

열영향부에서 모재와 대비하여 최대 29.6%의 감소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탄도한계속도의 감소가 

발생되는 이유는 마찰교반용접 시 발생하는 열 및 

소성변형에 의하여 재료의 기계적인 물성이 변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통구의 확장에 필요한 

반경방향의 응력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연속압입시험을 이용한 

탄도한계속도 평가방법은 사용중인 무기체계의 국부부위의 

방탄능력을 파손 없이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방탄능력 설계 및 평가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하여 향후 군의 무기체계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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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e of ballistic limit velocity on lightweight armor 

plates after friction stir welding using instrumented 

indentation test 

 

Cho, Chang Hyun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friction stir welding method has been highlighted as the 

welding method of lightweight armor, and related research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Friction stir welding is a solid phase welding method 

that welds at temperatures below the melting point of materials, and has 

the advantage of joining relatively thick materials in a simple way. 

However, the friction stir welding method produces heat affect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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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a wide area compared to conventional welding methods. And it was 

indirectly confirmed through the copy specimens of the heat affected zone 

that the bulletproof performance of the material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se heat affected areas. 

Conventional method for evaluating the ballistic limit velocity, 

which measures the bulletproofing performance, requires specimens of 

above a certain standard and is limited to apply to local areas such as heat 

affected zones of welded materials. The instrumented indentation test is a 

method of measuring material properties by utilizing load-depth curves 

measured by small indenter leaving fine marks on the material, which has 

the advantage of simple test procedures and preserving specimens.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model is proposed for evaluating the 

ballistic limit velocity of aluminum alloys operated by ductile hole 

formation using the IIT. In addition, the model was validated through the 

comparative test with the conventional ballistic limit velocity test by 

copying the heat affected zone resulting from friction stir welding for 7000 

aluminum alloys. Finally, there was no way to directly evaluate ballistic 

limit velocity on the weld area, but in this study, the ballistic limit velocity 

was assessed for each local part of the weld specimen through the 

instrumented indentation test. The conventional ballistic limit veloc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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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s 15 minutes per shot and cannot be reused of specimens, but the test 

using IIT takes one minute to complete one test and has benefits in terms 

of time, cost and safety. 

 

Keyword : ballistic limit velocity, instrumented indentation test, 

lightweight armor, friction stir weld, heat affected zone, ductile hol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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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어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서시』 

 

2019년 12월 

조창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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