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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어 부문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피탄  폭압 충격 해석

Analysis on the Ballistic and Blast Shock for a Space Frame Structure

              주 재 *      김 학 인*      구 만 회*      박 지 우*

Jae-Hyun Joo     Hak-In Gimm     Man-Hoi Koo     Jee-Woo Park

Abstract

  A numerical analysis for the space frame structure under ballistic and blast loads was performed using LS-DYNA, 
a commercial code. The space frame structure was developed to be adapted to the ground vehicle in the future 
and it was designed to build with Al7039 frames and lightweight multi-layered panels for the purpose of weight 
reduction and shock mitigation. The analyses have done for side impacts by a cylindrical projectile and Comp. C-4 
explosive representing major threats to the vehicle. The deformed shape of the panel section and stresses as well 
as accelerations of the frames calculated from LS-DYNA were compared to the test results to validate the analysis 
model. The internal energies for panels and frames from LS-DYNA were also compared to each other to discern 
their role in absorbing the ballistic and blas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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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내충격 개방형 구조는 기존의 장갑 재 용 방식의 

지상 투차량의 차체구조에 비해 량을 감소시키고 

내충격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임과 임 연

결 이음체  충격 흡수 패 로 구성된 차체구조로서 

미래 유무인 지상 투차량에 용하기 하여 연구 

에 있다
[1,2].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의 개발 로는 

미육군의 미래 투체계(FCS)의 유인 지상차량 계열인 

NLOS-C(Non-line of sight cannon)의 포탑구조를 로 

들 수 있다
[3]. NLOS-C의 포탑구조는 고강도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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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복합재료 패 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임은 구조  시스템의 하 을 지지하고 경량의 

복합재료 패 은 외부의 을 방호하는 장갑의 기

능을 하도록 되어있다. 지상 투차량에 한 주요

은 피탄  폭압 충격이므로 내충격 개방형 구조의 충

격 감소 성능을 분석하기 한 피탄  폭압 충격시

험을 수행하 다. 피탄 충격 시험은 소구경 탄에 의한 

충돌충격을 모사하기 하여 탄두가 편평한 원통형의 

20mm 직경의 충격탄을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의 측면 

패 에 고속으로 충돌시켜 수행하 으며 폭압 시험은 

박격포탄에 의한 폭발충격을 모사하기 해 Comp. 
C-4 폭약을 구조물의 측면에 설치하여 폭발시켜 충격

을 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내충격 개방형 구조에 

한 피탄  폭압충격 시험조건에 하여 비선형 유한

요소해석 코드인 LS-DYNA[4]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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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LS-DYNA는 1976년에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의 John O. Hallquist에 의해 충격하

에 한 구조물의 응력해석을 한 DYNA3D 코드

로 개발된 이래로 지속 으로 기능이 업그 이드되어 

자동차, 항공우주, 국방 분야 등에서 충돌, 폭발  

통해석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

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피탄  폭압 해석을 해 

LS-DYNA 해석모델을 작성하 으며 피탄 부 의 패

의 단면 형상, 임의 가속도  응력을 피탄  폭

압 충격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검

증하 다.

2. LS-DYNA 해석 모델링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은 Fig. 1에서 보는 것처럼 

임구조에 다층 패 을 장착한 형태로 지상차량의 차

체구조에 용하기 한 충격실험용 구조물로 설계  

제작되었다.

Fig. 1.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의 실물 모습

  임의 배열은 설계하 에 하여 상최 화

(topology optimization)를 통하여 기배열을 결정한 뒤 

제작성, 패  장착 등을 고려하여 최종 배열 치를 

결정하 다. 임의 단면은 사각형  형상으로 

임의 항복응력과 변 를 구속조건으로 하여 량을 

최 화하여 결정되었으며 소재는 고강도 알루미늄인 

Al7039를 사용하여 압출공법으로 제작하 다. 임

의 연결부 는 용  는 이음체(joint)로 연결하 다. 
이음체는 임에 삽입되기 때문에 사각형 블록 형상

으로 설계되었으며 볼트로 임에 체결된다. , 후, 
좌, 우  상부 패 은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Al7039, 
Al-foam, Rubber(NBR), S2glass/Phenolic 등 4종류의 소

재를 배열하여 38.7mm 두께로, 하부 패 은 밖에서부

터 안쪽으로 Al5083, Al-foam, Rubber(NBR), Al5083 순
서로 4층으로 배열하여 38mm 두께로 층하여 각각 

autoclave에서 성형하여 제작하 다.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20mm 충격탄의 피탄 

충격 해석을 한 LS-DYNA 해석모델은 shell  solid 
요소를 주로 사용하여 Fig. 2  Fig. 3과 같이 모델링

되었다
[5]. Fig. 2는 임, 이음체  바닥  패 의 

요소들을 보여주기 해 패 을 제거한 상태의 해석모

델이며 Fig. 3은 패 을 제거하지 않은 체 해석모델

이다. Shell  solid 요소를 한 element formulation은 

기본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Belytschko-Tsay와 Constant 
stress solid element을 각각 용하 다. Solid 요소와 

shell 요소에서 단일 분 으로 인해 발생하는 

hourglass 에 지를 제어하기 하여 Control Hourglass
를 사용하 으며 변형 문제이므로 hourglass viscous 
유형(IHQ)은 Eq. 5(stiffness form of type 3)를 용하

다.
  임과 이음체, 패 과 임, 구조물 지지 다리

와 바닥  패 은 각각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데 해석

모델에서 볼트는 beam 요소로 모델링하 다.

 Fig. 2.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의 LS-DYNA 해석모델 

(내부 임  바닥  요소들)

  Fig. 2와 Fig. 3의 피탄 충격 해석모델은 총 222,422
개의 과 163,243개의 요소로 모델링되었다. Fig. 4
는 해석모델에서 20mm 충격탄과 패 의 충돌부 를 

확 한 것으로 충격탄과 패 의 변형을 시험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해석모델의 다른 부 에 비하여 조

하게 모델링 하 다. 피탄 충격시험에서 20mm 충격

탄은 층 패 의 가장 바깥층인 Al7039 패 과 충돌

하게 되는데 이 둘 사이의 충돌은 Contact Surface To  
Surface로 모델링하 다. Al7039 패 의 도가 20mm 
충격탄(Al1100-O)의 도보다 크므로 Contac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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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rface에 한 입력에서 도가 작은 20mm 충격

탄은 master로, 도가 큰 Al7039 패 은 slave로 정의

하 다. 구조물에서 좌우 측면의 층 패 과 임

은 볼트에 의해 체결되어 착되어 있고 피탄 충격에 

의해 측면의 패 이 임에 충격을 달하므로 이 

둘 사이의 을 Contact Tied Surface To Surface로 

모델링하 다.

 Fig. 3.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의 피탄 충격 해석모델 

(다층 패  요소들, 선 안이 피탄 패 임)

Fig. 4. LS-DYNA 해석모델의 20mm 충격탄  피탄 

부

  층 패 에서 각 소재간 경계면은 착되어 있으

므로 해석모델에서는 Contact Tied Surface To Surface
로 모델링하 다. 구조물에 한 경계조건은 지면과 

구조물의 지지다리의 바닥면 사이의 을 Contact  
Rigid Surface로 모델링 하 으며 력가속도는 1g(9.8 
m/s2)를 용하 다. Rigid contact surface는 도로 표면

과 같이 큰 강체 표면을 모델링하기 한 것으로 지면

을 4각형의 segment로 모델링하는데 4개의 모서리 

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20mm 충격탄 시험에서 같

은 피탄 패 에서 충격 치를 변경하면서 충격탄을 

총 3발 발사하 으며 3발의 충돌속도의 평균은 약 463 
m/s 으므로 해석시 20mm 충격탄의 충돌속도를 463 
m/s로 용하 다.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을 구성하는 각 부품들에 

해 Table 1과 같이 소재의 종류, 요소의 종류  LS 
-DYNA의 material model을 정리하 다. 임의 단면

은 사각형으로 길이와 폭에 비해 두께는 작으므로 

shell 요소로 모델링하 으며 패 은 여러 소재가 층

되어 있고 두께가 두꺼우므로 solid 요소로 모델링하

다. 패 과 임에 사용된 Al7039, Al5083, Al6061
에 한 재료모델은 MAT Plastic Kinematic을 용하

는데 각 소재에 한 starin rate parameter(C, P)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strain rate의 향은 고려하지 않았

다. 패 에 사용된 NBR(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은 MAT Mooney-Rivlin Rubber로 모델링하 다. NBR
은 패 에서 피탄 충격에 의해 압축되므로 압축시험에

서 구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Mooney-Rivlin rubber 모

델에 용하 다. Al-foam에 해서는 MAT Crushable 
Foam(MAT 063)을 용하 으며 항복응력과 체 변형

률 곡선은 Al-foam 시편( 도 : 300kg/m3)에 한 압축

시험에서 구한 하 -변  곡선으로부터 응력-변형률 곡

선을 계산하여 용하 다. 20mm 충격시험에서 피탄

된 패 의 단면을 나타낸 Fig. 5에서 보듯이 S2-glass/ 
Phenolic 패 은 섬유나 모재(matrix)에 손이 발생하

지 않았으므로 손을 고려하지 않는 MAT Orthotropic 
Elastic을 용하 다.

Fig. 5.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20mm 충격탄 시

험의 피탄 패 의 단면

  20mm 충격탄은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을 통하지 

않고 충격만 가하기 하여 패 에 사용된 Al7039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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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도가 작은 순수 알루미늄인 AL1100-O 소재로 제

작되었으며 Fig. 4에서 보는 것처럼 solid 요소로 모델

링하 고 MAT Plastic Kinematic 모델을 용하 다.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LS-DYNA 해석에서 사

용된 재질의 물성치는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다.

Table 1.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의 주요 부품별 재질, 

요소 종류  MAT 모델

PART 재질
요소 

종류
LS-DYNA MAT 모델

임 AL7039 Shell MAT Plastic Kinematic

패 (AL7039) AL7039 Solid MAT Plastic Kinematic

패 (AL5083) AL5083 Solid MAT Plastic Kinematic

패 (NBR 고무) NBR Solid MAT Mooney Rivlin 
Rubber

패 (Al-foam) Aluminum Solid MAT Crushable Foam

패 (S2 Glass) S2 Glass/
Phenolic Solid MAT Orthotropic Elastic

이음체 AL6061 Solid MAT Plastic Kinematic

구조물 지지 

다리
Steel Shell MAT Elastic

20mm 충격탄 AL1100-O Solid MAT Plastic Kinematic

볼트 Steel Beam MAT Resultant Plastic

Table 2.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의 재질  물성치

재질
도

(kg/m
3)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Yield 

Stress

(MPa)

Shear 

Modulus

(GPa)

AL7039(패 ) 2,730 69.6 0.33 400

AL7039
(압출 임) 2,730 69.6 0.33 330

AL5083 2,660 70.3 0.33 190

AL6061 2,700 68.9 0.33 276

Steel 7,850 190 0.27

AL1100-O 2,710 68.9 0.33 60

Al-foam 300 1.92 0.3

S2Glass/
Phenolic 2,027 29.86 0.06 2.99

Steel(Bolt) 7,850 190 0.27 900

Rubber(NBR) 1,200 0.49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폭압시험은 Fig. 6과 

같은 환경에서 이격거리(standoff distance)와 Comp. C-4 
폭약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이격거리와 폭약량의 몇가

지 조합의 경우에 하여 수행되었다. Comp. C-4는 

순수하게 폭압만을 발생시키도록 외부에 노출된 상태

(bare charge)로 구형으로 성형하여 내충격 개방형 구

조물의 좌측면의 앙에 해당하는 높이에 설치하여 

공기 에서 폭발시켰다.

Fig. 6.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의 폭압충격 시험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폭압해석을 한 해

석모델은 Fig. 7에서 보는바와 같다. 폭압해석 모델은 

폭압이 패 에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하므로 Fig. 3의 

피탄 해석모델과 달리 폭압하 을 직  받는 측면 패

의 요소크기를 비교  균일하게 모델링하 다.

Fig. 7.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폭압해석모델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폭압 해석은 폭압시험

조건 에서 폭압이 가장 큰 조건인 이격거리가 3.0m 
이고 C-4 폭약의 양이 2.0kg인 경우에 하여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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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폭압해석을 한 압력하  산출은 미육군의 폭

압해석 로그램인 CONWEP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6]. CONWEP에서 계산된 압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하여 2.0kg의 C-4 폭약에 하여 이격거리가 3.0m 
이고 공기  폭발일 경우에 CONWEP에서 계산된 반

사압력을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폭압시험에서 

폭압면인 구조물의 좌측 패 에서 측정된 압력과 비

교하 으며 Fig. 8과 같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에서 폭압시험에서 측정된 압력(실선)의 최 값

과 CONWEP에서 계산된 반사압력(붉은색 선)의 최

값의 비율은 약 1.2이므로 LS-DYNA를 이용한 폭압

해석에서는 CONWEP에서 계산된 반사압력에 1.2배한 

압력(흐린 선)을 해석모델의 구조물의 좌측면에 solid 
요소인 패 에 해서는 LOAD SEGMENT로, shell 요

소인 구조물 지지 다리에 해서는 LOAD SHELL로 

부과하 다.

Fig. 8. 2.0kg C-4 & S.O.D=3m 조건의 폭압시험에서 

측정된 좌측면 패  표면의 압력과 CONWEP

에서 계산된 압력의 비교

3. LS-DYNA 해석 결과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20mm 충격탄에 의한 

피탄 충격 해석결과 패 의 피탄 부 의 응력은 Fig. 
9의 좌측과 같이 원형으로 발생하며 충격탄이 패 과 

충돌후에 패 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Fig. 9의 우측과 

같이 응력의 발생부   응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서 패 은 패

들 사이의 틈으로 인해 불연속 이므로 피탄 충격

은 피탄 패 에만 국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임

은 Fig. 10과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탄 충격에 

의한 응력이 피탄면 임 체로 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임의 응력을 찰하기 해 

피탄면인 좌측 임 체에서 임의로 shell 요소를 

선택하여 Fig. 11과 같이 Von Mises 응력을 비교하

다. Fig. 11에서 선으로 표시한 E31197, E28460, 
E27382는 피탄 패 에 인 한 임 부 의 shell 요

소로서 피탄 기에 피탄 패 에 인 한 임 부

에서 다른 요소에 비해 큰 응력이 발생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응력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임의 항복응력이 330MPa 이므로 피탄 충격에 의한 

최  응력이 항복응력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Fig. 9.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피탄해석 결과, 

패  피탄 부 의 Von Mises 응력 변화

Fig. 10.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피탄해석 결과, 

피탄 면 임의 Von Mises 응력 분포

  LS-DYNA 해석결과 패  피탄 부 의 단면은 Fig. 
12와 같이 층 패 의 가장 바깥층인 Al7039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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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과 Al-foam 층이 충격탄에 의한 충돌 충격으로 크

게 변형되었으며 이는 시험 결과인 Fig. 5와 일치하고 

있다.

  Fig. 11. LS-DYNA 해석결과, 피탄면 임의 Von 

Mises 응력 변화

Fig. 12. LS-DYNA 해석결과, 패  피탄 부  단면의 

변형 형상

  LS-DYNA에서 계산된 20mm 충격탄의 운동에 지 

 피탄 패 과 임의 내부에 지 변화를 Fig. 13과 

같이 비교하 다. Fig. 13에서 보듯이 20mm 충격탄의 

운동에 지는 패 과의 충돌로 인해 속도가 격히 감

소하므로 운동에 지가 격히 감소한 반면 피탄 패

의 Al7039층과 Al-foam층은 큰 변형으로 인해 내부에

지가 피탄 패 의 다른 소재  피탄면의 임에 

비해 크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충격 개방

형 구조물에서 피탄 충격은 주로 피탄 패 의 Al7039
층과 Al-foam층에서 거의 부분 흡수됨을 알 수 있다.

Fig. 13. LS-DYNA 해석결과, 임과 피탄 패 의 내

부에 지 비교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폭압 해석모델의 신뢰

성을 검증하기 해 임의 가속도와 응력을 폭압시

험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 다. Fig. 14는 폭압면인 

좌측면 임의 앙에서 측정한 Y방향(구조물의 측

면 방향으로 폭압이 작용하는 방향임) 가속도를 해석

결과와 비교한 것으로 가속도의 최 값이 정확히 일

치하지는 않지만 가속도 곡선의 형태가 비슷한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시험에서 측정된 가속도가 해석의 

가속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Fig. 8의 시험에서 

측정된 압력 형태에서도 보듯이 시험에서는 지면에 

반사된 압력이 추가 으로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Fig. 14.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폭압해석 결과, 

측면 좌측 가속도센서의 가속도 비교

  폭압시험에서 폭압 충격을 받는 면인 구조물의 좌측

면 임의 안쪽에 Fig. 15와 같이 스트 인 게이지

(Vishay사의 WD-DY-125AD-350)를 부착하여 스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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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 다. LS-DYNA 해석에서 계산된 임의 

응력을 Fig. 16과 같이 시험에서 측정한 응력(스트 인

에 Young's modulus를 곱하여 응력으로 환산)과 비교하

다. Fig. 16에서 비교한 응력의 방향은 Fig. 15에 표

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폭압에 의해 임에 굽힘 모

멘트가 발생하여 임의 길이 방향으로 굽힘 응력이 

발생하는 방향이다.

Fig. 15.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의 폭압면 임에 

한 스트 인 측정

  Fig. 16에서 보듯이 LS-DYNA 해석에서 계산된 

임의 응력이 시험에서 측정된 응력과 상당히 유사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응력의 부호가 교

로 바 고 있으므로 폭압에 의해 임에 out-of- 
plane 방향으로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6.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폭압해석 결과, 

임의 응력 비교

  폭압에 의해 측면 임에 발생한 Z방향(Fig. 15에
서 화살표 방향) 굽힘 응력의 분포는 Fig. 17과 같으며 

측면의 앙에 해당되는 세로방향 임과 가로방향 

임의 교차부 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함을 나타

내고 있다.

Fig. 17. Fig. 17의 최 인장응력 발생시 의 좌측면 

임 안쪽면의 Z방향(세로방향) 응력 분포

  Fig. 17의 임의 응력집  부 의 shell 요소의 응

력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Fig. 18에 나타냈으며 시험에

서 측정된 것처럼 폭압에 의한 굽힘모멘트에 의해 인장

응력과 압축응력이 교 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다.

  Fig. 18. 좌측면 임 안쪽면의 응력집  부 의 

shell 요소의 Z방향(세로방향) 응력 변화

  Fig. 19는 해석모델의 앙부 의 단면으로 폭압에 

의해 패 이 굽힘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패 이 피

탄 충격을 받는 경우인 Fig. 12와 비교하여 패 이 폭

압을 받는 경우에는 국부 인 변형보다는 패 이 

체 으로 굽힘 거동을 함을 알 수 있다. 폭압해석에서 

패 과 임의 내부에 지 변화를 Fig. 20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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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 다. Fig. 20에서 보듯이 패 보다는 임의 

내부에 지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폭압 충격에 

해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서 패 보다는 임에서 

충격을 더 많이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층패

의 NBR 고무도 내부에 지가 증가하여 폭압충격의 

흡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9.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의 앙부 에서의 단면, 

좌측 패 의 굽힘 거동

Fig. 20.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 폭압해석 결과, 폭압면 

측면 패 과 임의 내부에 지 비교

4. 결 론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LS-DYNA를 이용

하여 내충격 개방형 구조물에 한 피탄  폭압 충

격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모델의 검증을 해 패  

피탄 부 의 단면형상을 비교한 결과 시험결과와 같

이 층패 의 Al7039 층과 Al-foam 층이 변형을 

일으키며 충격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폭압해석에

서는 임에서 측정된 가속도와 응력을 비교한 결

과 시험에서 측정된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구조물의 측면에서 작용한 폭압에 의해 측면 

임에는 out-of-plane 방향의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 으

며 임의 앙부 에서 가장 큰 굽힘 응력이 발생

하 다. 피탄 충격과 폭압 충격에 한 패 과 임

의 역할을 분석하기 해 LS-DYNA에서 계산된 내부

에 지 증가를 비교한 결과 피탄 충격에 해서는 패

이, 폭압충격에 해서는 임이 충격흡수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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