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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에 지 부문

유연성 선형 성형작약 개발에 한 연구

The Research on Development of Flexible Linear Shaped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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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haped charge consists of the cast or pressed explosive and the metal liner. The pressure formed in 
detonation wave is so high that the liner is collapsed and the jet of high temperature, pressure and velocity is 
produced. The jet penetrates the target. In this paper, the simulation for optimization of flexible linear shaped 
charge(FLSC) was carried out by AUTODYNE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simulation, we made a prototype 
of FLSC and evaluated penetration performance, flexibility and its application. The test result of prototype was 
compared with that of simulation.

Keywords : Shaped Charge(성형작약), Flexible Linear Shaped Charge(유연성 선형 성형작약), Jet(젯트), Simulation(모
사시험), Monroe Effect(먼로 효과), Neumann Effect(노이만 효과)

1. 서 론

  성형작약(Shaped Charge)은 화약 폭발면에 간단히 

공(Hollow)을 만들어 으로써 화약의 에 지를 일

정 방향으로 집 시켜 성능을 최 화 시키는 기술로 

노이만효과(Neumann Effect), 먼로효과(Monroe Effect), 
공작약효과(Hollow Charge Effect)  성형작약효과

(Shaped Charge Effect)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술은 18세기 말 Franz von Baader에 의해 

최 로 연구되었으나, 당시는 효용성을 인식하지 못해 

리 연구되지 않았다. 이후 2차 세계 과 함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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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각국에서는 기동성과 내 통성이 요구되는 장갑차

량  차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자, 통성능이 우

수한 탄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통 성능형인 성형

작약이 개발되어 리 이용하게 되었다.
  노이만 효과에 한 기술은 차탄과 같이 은 

화약으로 두꺼운 장갑 재를 통시키는 통효과 뿐

만 아니라 각종 유도 무기의 폭발에 지 달  탄

두표피 단장치, 항공기 조정사 비상 탈출 장치, 인

공 성의 단분리(Stage Separation),  훼어링(Fairing) 
분리장치 그리고, 공병용 시설물 제거  괴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

  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형작약을 목

에 따라 분류하면 통 기능으로 Rotational Symmetric 
Hollow Charge(RSC), 단 기능으로 Linear Shaped 
Charge(LSC) 그리고 단과 통의 효과를 모두 가지

고 있는 Planar Symmetric Charge(PSC)로 구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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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Table 1). 이러한 구분은 목 에 의한 탄 구조와 

련 있으며, 그 에서도 제트나 Fragment를 형성하는 

Linear의 형상과 크게 련 있다고 할 수 있다[3].

Table 1. Shaped Charge의 구분
[1]

Types
Shaped Charges

   RSC         LSC         PSC

Configu-
rations

StandOff

Perforation

  일반 인 LSC는 Chevron 모양으로 형성된 속 

Sheath에 화약을 압축, 제조하여, H빔, I빔  Angle 
등의 철골 구조물 해체 공사와 항공기 비상 탈출 장치

등 유연성이 필요치 않은 분야에서는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직선이 아닌 특수 형상을 단하기 한 

제품개발 소요가 발생되었으며, 이를 충족하기 해 

기에는 기존 피복재질(Sheath Material)을 특수 제작

하여 사용하여 왔다. 특수 제작한 LSC는 단가가 비싸

고 활용도 한 매우 제한  일 수밖에 없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 등 선진국에서는 직선이 아닌 특수 

형상에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 선형 성형

작약(FLSC : Flexible Liner Shaped Charge)개발에 성공, 
군사  산업용에 용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H빔, I빔  Angle 등의 철골 구

조물 해체 공사에 사용될 LSC에 한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특수 목 에 사용될 군사용 FLSC 개발 

한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 휴 가 가능한 군사용 FLSC 개발을 

해 기 정립된 LSC 조건에서 Simulation을 통한 기

자료 수집과, 제조 가능한 설계 조건을 설정, 시제품에 

한 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2. 이론  배경

가. 성형작약의 원리

  성형작약은 폭발 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으며 그 

힘을 집  시킬 수 있는 Pyrotechnic의 유일한 형태이

다. 일반 인 RSC형태의 성형작약은 원뿔 모양의 

속 라이 를 부착한 압축 는 주조된 화약 덩어리 형

태로 구성된다. 화약이 폭 되며, 노이만 효과에 의해 

공의 한 지 으로 그 에 지가 집 되는데, 이때 발

생된 폭굉 (Detonation Wave)  수평요소는 서로 충

돌되어 상쇄되지만, 수직성분(Normal Shock Wave)은 

서로 축 되어 작약의 심선에 집 되고 심축을 따

라 첩되어 압력이 극한 상태에 도달한다. 이러한 폭

굉 는 속성 라이 를 붕괴시키고 고온, 고압, 고속 

에 지에 의해 속 제트 미립자가 방출되어 앙에 

집 되면서 고속의 제트로써 통력을 최 화하게 

된다. FLSC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형태에서

도 형상변화를 최소화시키기 해 일반 으로 Fig. 1
과 같은 V형태의 라이 를 가지고 있으며, 화약에 의

한 폭굉 가 양면에서 선형의 간지 에 집 되어 

단의 효과를 최 화하게 된다
[4].

Fig. 1. 선형 성형작약 원리의 모식도

나. Metal의 제트 형성 과정

  성형작약의 폭발 이론은 비교  간단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 되고 있다. 화약은 매우 빠른 속도의 폭굉

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압력(Octol의 경우 310kbar)은 

성형작약 벽의 괴를 가져올 만큼 강력하여,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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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생성압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작으므로, 라이

는 유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성형작약 체 

시스템은 유체역학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할 수 있

다. 형성된 제트의 방에 있는 입자 속도가 후방에 

있는 입자 속도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유체가 연속

으로 흐르는 것처럼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며 Fig. 2와 

같은 모양으로 형성하여 분사하게 된다
[5].

  성형장약의 경우, 라이  내부에서 생성된 제트 선

단부의 속도는 6,000∼10,000m/s로 매우 빠르고, 후미

부의 속도는 1,000∼3,000m/s로 선단부에 비해 상

으로 느리다. 라이  외부 벽에서 생성된 Slug의 속도

는 약 500m/s이다 이들 속도 구배에 의해 제트는 시간

에 따라 늘어나게 되고,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면 단

(Breakup)이 되어 더 이상 제트 길이가 증가하지 않게 

된다. 성형작약의 제트 형성은 통력에 향을 주는 

가장 요한 인자로서 화약의 종류(폭발속도 등), 라

이 의 재질, 형상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Fig. 2. 라이  제트의 모양

다. 선형 성형작약의 구조  성능의 주요 변수

  성형작약의 최  효과를 얻기 해서는 정 한 시스

템 구성이 필요하다. 성형작약의 구성품은 공차가 매

우 작고 정교한 조립이 되어야 하고, 용되는 화약의 

성능은 동일해야 제트를 재 성 있게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인 성형작약의 성능은 통깊이로 표 

할 수 있으며, 향을 주는 변수로는 용되는 화약의 

종류  탄체 설계와 련된 폐도, 탄의 회 , 라이

  이격거리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선

형 성형작약의 구조와 향을 주는 주요 변수를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선형 성형작약의 구조

  선형 성형작약은 Fig. 3과 같이 심약(화약)과 라이 , 
그리고 이격거리와 폐율 유지를 한 외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단 상과의 거리를 이격거리(Stand-off)
라고 하여 외피로 조 하게 된다.

이격 거리
(stand-off)

Fig. 3. 선형 성형작약의 구조

2) 화약

  통 깊이는 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나, 기본 으

로 용되는 폭약은 매우 요한 변수  하나이다. 
한 용되는 폭약의 폭발율 보다는 폭발 압력에 

한 계가 있다. 그러므로 성형작약에 용되는 화

약은 높은 폭발압을 가져야 하며, 이는 높은 폭속  

도를 갖는 화약이 높은 성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7].

3) 충  기술

  성형화약은 화약의 충 이 매우 균일해야한다. 이

는 화약 내부에 균열, 공, 도  조성의 변화가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균일하지 못한 충 은 

에 지를 집 시키는 것을 하시킬 것으로 상되고 

있으나, 성능과 계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4) 라이

  화약 등 기본 인 변수 이외에 통 깊이에 향을 

주는 주요 변수  하나는 라이 이다. 라이  재질의 

경우 각종 속이 사용되고 있으나, 목 에 따라 라이

의 재질을 결정하게 된다. 라이  재질의 물성 에

서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은 도로서 도가 높을

수록 큰 통 깊이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용된 화약의 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강도와 두께

를 갖는 라이 를 사용하면 폭굉  달의 해요소

가 되어 통 깊이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Table 2
에 일반 인 라이  소재의 도와 통깊이에 해 

나타내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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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라이  재질에 따른 도와 통깊이

구분 Cu Fe Zn Al Mg

도(g/cc) 8.5 7.7 7.2 2.7 1.7

통깊이(mm) 58 55 51 29 23

  한, 라이  각도  모양은 제트의 형상에 향을 

주며 이는 통 깊이에 요한 변수  하나이다. 각

도의 경우 성형작약의 사용 목   폭약에 따라 다

양하게 설계할 수 있으나, 일반 으로 40°~90°의 심 

각도를 갖는다. 라이  모양은 원추형, 반구형, 나팔형, 
범선모양 등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으나, 선형 성형작

약의 경우 유연성을 부여하기 하여 속 분말과 고

분자 물질을 결합시키기 때문에 그 특성상 부분 ^
형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유연성 

성형 폭약도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5) 이격거리

  성형작약의 라이  면으로 부터 목표물과의 거리

를 이격거리라고 한다. 성형작약의 통력은 제트 길

이에 비례하고 제트 길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

에 최  제트 길이가 되는 최 의 이격거리가 존재하

게 된다. 이격거리 한 성형작약의 통 깊이에 향

을 주는 주요 변수  하나이며, 일반 으로, 최 의 

이격거리까지는 단효과가 커지지만 그 이후에는 

단효과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기타

  성형작약의 설계에 있어서 폐는 외부로 나가는 압

력의 손실을 이고, 특히 지름과 폭이 짧은 경우에, 
화약의 폭속을 최 로 할 수 있어 성형작약이 작은 

경우, 폐는 상당한 통력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9]. 그러나 유연성 선형 성형작약의 

경우는 외피에 유연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외피의 

도가 낮은 물질이 사용되며 가소성 소재 등이 주로 사

용된다.

라. 유연성 선형 성형작약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연성 선형 성형작약은 일반

인 성형작약과 다르게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단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자유롭게 부착하여 폭 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기본 인 이론은 앞에서 살펴본 일반

인 성형작약과 거의 유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선형

의 모양과 유연성을 가져야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화

약과 속 라이 를 그 로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제

한 인 변수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연성 유지를 

한 핵심 요소는 심약과 라이  그리고 외피에 유연

성이 부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연구의 목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연성 선형 성형작약은 지 까

지 사용되고 있는 LSC와는 차별되는 여러 가지 목표 

성능이 있으며, 이  주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 원하는 형상으로 변형할 수 있는 유연성

‣ 높은 휴 성

‣ 일반용 칼을 이용하여 원하는 길이로 단가능

‣ 폭발과정에서 편이 발생하지 않음

‣ 철  10mm이상의 단 성능

‣ 지상  수 에서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

  와 같은 목표 성능에 달성하기 하여 선행 개발

을 통해 심약은 취 이 안정한 둔감화약으로 폭발속도

가 약 8600m/s인 PBX(Polymer Bonded Explosive)에 이

소부틸  바인더를 섞은 RX-06-AF(폭속 8,000m/s)를 

개발하여 화약량은 0.38g/mm로 하 다. 라이 는 구리 

분말에 바인더인 고분자 물질을 혼합하여 성형성과 유

연성을 부여하 다.
  본 연구는 화약의 종류  양, 라이  재질이 결정

된 상태에서 FLSC의 주요 인자  라이  두께, 이격

거리  각도 등 형상 설계 조건에 한 최 화를 목

표로 하고 있다.

4. Simulation 결과  고찰

  본 연구에 사용된 Simulation program은 기 확립된 

속 재 물성을 갖는 라이  지배방정식이 용된 

Autodyne -2D(Ver. 6.1)으로 유연성 라이 의 지배방정

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되나, 라이  각도 

 두께 이격거리 등에 한 실  가능한 최  조건을 

산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하 다. 시제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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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의 표 인 차이는

‣ 라이  :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속 재 지

배 방정식(Johnson Cook Equation)  물성 사용

‣ 외피 : EVA(Ethyl Vinyl Acetate) Form 재질 물성으

로 폐도  제트 면의 방해물 향은 제외.

가. 제트 형성 과정 고찰

  유연성 선형 성형작약의 제트 형성 과정의 Simulation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붉은색 부분은 심약으로 

RX-06-AF이며, 주황색 부분은 표 으로 사용되는 구

리 재 라이 이다. 심약은 기폭 되면서 기폭 심부

부터 외부로 제트의 달이 진행되며, 기폭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에도 라이 의 형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후 라이 가 제트를 형성시켜 란색의 단 상을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RX-06-AF(심약)

 COPPER(라이 )

 STEEL( 단 상 속 재)

Fig. 4. 유연성 성형 폭약의 제트 형성 과정

  Fig. 5는 Royal Ordnance사가 1 당 1,000,000 임 

연속기법을 이용한 유연성 성형작약의 제트 형성과정

을 나타낸 것으로 라이 의 붕괴 과정은 이론  배경

에서 재라이 의 제트 형성 과정과 동일하게 나타나

고 있으나, 심약의 퍼짐성은 Simulation 결과 보다 오

히려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피의 EVA Form 측

면 폐도를 무시한 결과에 기인된 것으로 순간 인 

폭발력에 의해 측면보다는 면으로 집 되었기 때문

으로 단된다. 즉, 폭속이 매우 빠른 심약은 측면 외

피의 작은 폐도에도 순간 인 구속력이 발휘되어 

심약이 분산되지 않고 면으로 분출되어 통깊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Fig. 5. 고속 카메라로 촬 된 제트 형성 과정[10]

나. 라이  두께에 따른 Simulation 결과

  Table 3에 라이  두께에 따른 시험 조건과 함께 

통깊이의 변화 결과를 나타냈다. 라이  두께에 따른 

통깊이는 0.7mm일 때 7.49mm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두께 증가 할수록 통 깊이가 낮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라이 의 두께가 증

가 할수록 통 깊이는 증가하다가 최  이후 감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시험은 증가부분은 없

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속 재 라

이 의 도와 두께에 비해 Simulation에 용된 화약

량(에 지)이 작기 때문에 제트 형성에 에 지가 어느 

정도 소모되고 단 상으로 통하는 에 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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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 유연성 라이  두께가 무 얇을 경우(1.4mm 
이하) 라이  제조  취  시 형상을 유지 못하고 

무 지는 상이 발생하여 Simulation 결과 최 인 0.7 
mm와 차선 결과인 1.4mm로 선정하고 다른 변수에 

한 Simulation을 실시하 다.

Table 3. 라이  두께에 따른 simulation 조건  결과

라이  두께(mm) 0.35 0.70 1.40 2.10 2.80

통깊이(mm) 6.07 7.49 6.21 3.77 2.47

다. 라이  각도에 따른 Simulation 결과

  라이  각도에 따른 통 깊이  형상에 한 

simulation 결과를 Table 4  Fig. 6에 나타내었다. 공

히 라이  각도 90°에서 가장 큰 통 깊이와 보여 주

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폭  시 두개의 면에서 수직으

로 분출되는 화약 에 지가 제트 형성 축에 집 되는 

힘이 90°에서 가장 크게 교차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Table 4. 라이  각도 변화에 따른 통 깊이

라이  두께 0.70mm

라이  각도(°) 45 70 90 110 135

통깊이(mm) 3.95 6.14 7.49 6.49 3.98

라이  두께 1.40mm

라이  각도(°) 45 70 90 110 135

통깊이(mm) 4.22 6.01 6.21 5.27 4.96

45° 70° 90° 110° 135°

45° 70° 90° 110° 135°

Fig. 6. 라이  각도에 따른 통 모양

라. 이격거리에 따른 Simulation 결과

  이격거리는 상물과 성형 폭약과의 거리로 화약량 

등과 상  계식을 가지며 일정한 조건에서 이격거

리가 증가 할수록 단효과가 커지다가 어느 한계

에 이르면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mm 7.2mm 10.8mm

Fig. 7. 이격거리에 변화에 따른 통 모양

  Fig. 7은 0.70mm 라이  두께와 라이  각도 90°에 

한 이격거리에 한 통 형상이며, Table 5는 각도 

90°, 라이  두께 0.70mm와 1.40mm에 한 이격거리 

변화에 따른 Simulation 결과로, 공히 7.2mm에서 가장 

높은 통 깊이를 보 으며, 이는 라이 의 각도와 형

상 등에 의해 달라질 것으로 단된다.

Table 5. 이격거리에 변화에 따른 통 깊이

라이  두께 0.70mm

이격거리(mm) 0 3.6 7.2 10.8 14.4

통깊이(mm) 4.79 6.29 7.49 7.28 6.55

라이  두께 1.40mm

이격거리(mm) 0 3.6 7.2 10.8 14.4

통깊이(mm) 4.28 5.29 6.21 5.95 5.16

마. Simulation 소결론

  유연성 성형작약의 주요변수에 한 Simulation 결

과를 라이  두께 0.7mm, 이격거리 7.2mm 그리고 라

이  각도 90°가 최 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라이  두께가 무 얇을 경우(1.4mm 이하) 라이

 제조  취  시 형상을 유지 못하고 무 지는 

상이 발생하여 시제품 라이  두께는 1.4mm로 변경하

다.



박병찬․장일호․이우진․ 진철

384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2권 제3호(2009년 6월)

5. 시제품 시험 결과

가. 시료 제작 조건

  유연성 선형 성형작약의 시제품 제조 조건은 Table 
6과 같고 형상은 Fig. 8과 같다.
  시제품의 길이 2m의 무게는 약 1.4kg으로 매우 가

벼워 휴   운반성이 우수하 으며, 외피를 EVA 
form을 사용함으로써 다용도 칼, 컷터 칼 등으로 쉽게 

단할 수 있었다.

Table 6. 시료 제조 조건

구    분 제조조건

심약 RX-06-AF, 0.38g/1mm

라이  재질 구리(80%)+PIB(20%)

라이  두께 1.4mm

이격거리 7.2mm

라이  각도 90°

외피 EVA form

심약

라이

포장재

Fig. 8. 유연성 선형 성형작약의 개략도

나. 성능평가(기술시험)

  성능평가는 Simulation에서 확인한 통깊이, 유연성, 
수 /침수  다용도 목  사용 가능여부 등에 한 

시험을 실시하 다.

1) 통 깊이 시험

  Table 7과 Fig. 9는 시제품에 한 통깊이 시험 

결과로서 시험 재는 최  통 깊이를 측정하기 

하여 KS D3512의 냉간압연 강  20mm를 사용하 다.  
시험은 총 3회 실시하 으며, 시험결과 통 깊이는 

평균 약 15.27mm로 측정되었다.
  Simulation 결과 상 통 깊이는 6.21mm이었으나, 
시제품 시험 결과 약 2.5배 높은 15.27mm로 나타났다. 

Table 7. 통 깊이 시험 결과

구    분 #1 #2 #3 평균

통깊이(mm) 15.50 14.60 15.70 15.27

Fig. 9. 통 깊이 시험 결과

이는 Simulation program의 두 가지 제약 조건, 즉, 라

이 의 물성에 한 지배방정식의 자료 입력에 의한 

오차  외피의 EVA Form 측면 폐도에 의해 심약

의 퍼짐성이 구속됨에 따라 폭굉  에 지가 면으로 

집 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즉, 기 정립된 지배 

방정식은 라이  재질 도 8.50(g./cc)로 일정한 강도

(hardness)를 가지고 있는 구리 재를 사용한 반면, 시

제품은 도가 4.25(g./cc)인 구리분말과 고분자 물질

로 된 강도가 거의 없는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되며, 폭굉 의 에 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

태에서 강도가 높은 속 재 라이 의 경우, 속 

재를 붕괴하는 과정에서 에 지를 많이 소모하여 상

으로 단 상으로 통하는 에 지가 감소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제품의 경우 도가 

낮고 강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트 형성 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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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게 소모하여 비축된 에 지가 단 상 재 

통깊이를 증가시킨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일반 인 성형작약과 달리 유

연성 성형작약과 같이 제한된 화약량과 낮은 강도의 

라이 를 사용하는 경우는 폭굉  에 지와 라이  소

재  형상의 상 계가 보다 정 하게 설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된다.

2) 유연성 시험(폭굉  수평 달 시험)

  시료의 유연성을 확인하기 해 수직  수평 방향으

로 30°, 60°, 90°, 120°로 설치하여 폭굉  달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 다. 추가 으로 수평방향에 

해서는 S형의 시험도 추가하 다. 재는 냉간압연 강

으로 개발목표인 두께 10mm를 사용하 다. Fig. 10
은 수직방향을 Fig. 11은 수평방향의 시험 결과로 수

직  수평 방향의 시험 결과 공히 모든 조건에서 원

하는 형태 로 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0. 수직 방향 기폭 시험 결과

3) 수  / 침수 폭  성능

  유연성 성형작약 용도에 있어 지상뿐만 아니라 수  

같은 특수조건 사용 한 매우 요하다. 따라서 수

단 성능을 확인하기 해 두께 10mm의 냉간 압연

강 에 시제품을 부착하고 72시간 동안 침수(염/담수) 
시킨 후 폭  시험을 진행한 결과 Fig. 12  13과 같

이 이상 없이 단되었다.

4) 시설물 폭  성능 시험

  제작된 시제품의 실제 사용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각종 시설물에 한 폭  성능시험을 진행하 고, 모

두 이상 없는 성능을 나타내었다.

Fig. 11. 수평 방향 기폭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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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수  폭  시험 결과

 

Fig. 13. 침수 폭  시험 결과

 

Fig. 14. ㄱ형강 폭  시험 결과

 

Fig. 15. I형강 폭  시험 결과

 

Fig. 16. H형강 폭  시험 결과

 

Fig. 17. 강  폭  시험 결과

 

Fig. 18. 통신 이블 폭  시험 결과

 

Fig. 19. 목재 폭  시험 결과

 

Fig. 20. 철도 일 폭  시험 결과

 

Fig. 21. 벽돌벽 폭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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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블록벽 폭  시험 결과

6. 결 론

  자유자재로 형상을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는 유연

성 선형 성형작약을 개발하고자 통깊이에 향을 

주는 주요 인자인 라이  두께, 각도  이격거리에 

한 최  조건을 Simulation을 통하여 설정한 다음, 
Simulation 지배 방정식에 한 사용 한계  부품제조

(라이 ) 시 실성 등을 고려하여 시제품을 제작, 
통 깊이  유연성 시험 등을 실시하 다. 시제품 시

험 결과 모든 조건에서 정상 인 작동 메커니즘과 노

이만 효과에 의해 피사체에 폭굉 가 달되어 강재가 

단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실제 사용 용도의 다양

한 폭  시험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선형 성형작약의 

다양한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Simulation 
지배방정식에 한 연구 부족으로, 통 깊이 값은 

Simulation에 의한 것과 시제품 간에 많은 차이를 나

타냈으며, 이는 향후 발 시켜 나가야 할 분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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