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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틴 Simulant를 이용한 비비탄총 탄환의 험성에 한 실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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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xperimental studie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njury potential of BB pellets through gelatine based 
simulants. In order to record BB pellet movements penetrating into the target simulant, a high-speed video camera 
was used. In this study the first investigation involved the effects on concentrations, homogeneity and gelation times 
of the gelatine simulant. The second investigation involved the penetration depth of the pellets to the simulant by 
different distances between the BB gun and the simulant. The final one is associated with impact velocity, threshold 
velocity and penetration depth of the pellets by different kinetic energies of the BB gun. Results provided the basis 
in assessing the injury potential of BB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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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외의 새로운 캐릭터 완구 놀이용품 등 어

린이 용품 시장은 날로 다양화․첨단화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 용품으로 인한 연간 사고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2007년도 한국소비자보호

원에서 보고한 완구제품 사고통계자료1)에 의하면, 
완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중 어린이(만 7~14세)
의 사고는 51%이고 이중에 비비탄총에 의한 사고

는 29.1%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비비탄총에 의한 

사고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2010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 통계자료2)에

서 비비탄총 관련 사고발생건수에 대한 위해접수

현황을 분석해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비

비탄총 관련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유형 중 흡입․섭취

에 의한 사고가 57%(15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pdj70@snut.ac.kr

돌․충격은 42%(110건), 찔림 0.5%(1건), 미상 0.5% 
(2건)로 나타났다. 상해 부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눈, 코, 귀, 얼굴 등 사람의 머리에 집중되었으며, 
이중 눈에 대한 상해가 40%로 다른 부위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안구의 외상성 전방출혈, 실
명 등과 같은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문헌3-6)에서도 관련 위험성을 보고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고, 
얼마나 상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비비탄총 탄환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

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연구

자들은 발사체 운동에너지가 매우 큰 탄환이 인체

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타격 대상체 재질을 젤라틴을 사용하고 있

으며, 젤라틴을 물과 혼합하여 simulant를 만들시 

젤라틴의 비율이 10%(질량단위) 또는 20%일 때 사

람의 근육 조직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7). 그러나 어린이가 즐겨 사용하는 비비탄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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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탄환 운동에너지가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연

구는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

사체 운동에너지가 작은 비비탄총을 대상으로 젤

라틴 simulant 농도, 균질성 및 냉장고에서의 simu-
lant 정치시간의 영향을 살펴보고, 발사체와 타격

대상체 거리, 발사체 운동에너지에 따른 영향을 고

찰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구성

Fig. 1은 비비탄총 발사체, 젤라틴 simulant, 고속

카메라(Phantom, V640) 등으로 구성된 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본 시험에 사용된 비비탄총은 

어린이용 비비탄 권총(Carl walther, 운동에너지 0.08 
J)이며, 탄환은 플라스틱(HIPS)이다. 본 실험에 사

용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는 탄속측정기(제품명: 
Prochrono)를 이용하여 탄환의 속도를 측정한 후 1/2 
mv2(m: 탄환질량, v: 탄환속도)로 계산하였다. 타격 

대상체 재질은 젤라틴(삼미, 공업용)으로 하였으

며, 젤라틴을 물과 혼합하여 simulant를 제조하였다. 
비비탄총의 탄환이 젤라틴 simulant 표면에 도달 

직전의 충격속도와 simulant에 침투된 침투깊이 및 

한계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속카메라(Phantom, 
V640)를 이용하여 1/2000 frames로 촬영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젤라틴 simulant 농도, 균질성 및 정치시간

어린이용 비비탄총 탄환 발사 운동에너지(0.08 J 
이하)는 매우 작기 때문에 젤라틴과 물의 혼합비

율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혼합비율을 질

량단위 기준으로 물 100 g당 젤라틴 10 g(9.1%), 5 
g(4.76%), 3 g(2.91%) 및 그 이하 농도로 변화시키며 
발사체 운동에너지 0.08 J, 타격 거리 1 m에서 탄

Fig. 1.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환이 젤라틴 simulant에 침투되는 정도를 측정하였

다. 실험결과, 젤라틴 농도 9.1%인 경우에 탄환이 

simulant에 박히지 않고 튕겨 나갔으며, 4.76%에서

는 침투깊이는 약 10 mm 정도, 2.91%에서는 약 35 
mm 정도 도달하였고, 2.91% 미만에서는 simulant
가 제대로 고형화 되지 않아 실험 대상으로 고려

하지 않았다. 이에 젤라틴 simulant 시편의 제작이 

수월하며, 탄환의 침투깊이와 한계속도를 측정하

는데 적합한 물과 젤라틴의 혼합비율을 젤라틴 농

도 2.91%(물 100 g - gelatine 3 g)로 하였고, simulant
의 크기는 가로 5 cm, 세로 5 cm, 두께 4 cm로 제

작하여 냉장고(온도 4℃)에서 24시간 겔화시키어 

젤라틴 simulant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2는 플라

스틱 탄환이 2.91%와 4.76% simulant에 침투된 예

를 나타낸다.
젤라틴 농도 2.91%로 제작된 simulant이더라도 

BB 탄환의 침투깊이는 젤라틴 simulant 제작시 농

도의 비균질성, 발사체 운동에너지의 오차 그리고 

냉장고에서 겔화되는 동안에 수분증발로 인해 simu-
lant의 농도가 변하여 달라질 수 있다.

Fig. 3은 발사체 운동에너지 0.08 J, 타격거리 0.5 
m에서 7 cm × 7 cm × 4 cm의 젤라틴 simulant 크기

에 지점을 달리하여 탄환을 10회 격발하여 얻은 결

Fig. 2. Examples of BB pellets penetrated into the target 
simulant(left: 4.76% by weight of gel, right: 2.91% by 
weight of gel).

(a) front view (b) side view
Fig. 3. Homegeneity of gelatine simu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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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3의 왼쪽은 simulant의 정

면이고, 오른쪽은 simulant 측면이다. 실험결과, 평
균 최대 침투깊이는 17.15 mm, 표준편차는 0.069로 
simulant 농도의 균질 정도 및 발사체 운동에너지

의 정확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젤라

틴 simulant를 냉장고에서 겔화시키는 동안 수분이 

증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시간에 따라 탄환의 침

투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냉장고(온도 5℃)
에서 젤라틴 simulant의 정치시간에 따른 탄환의 

침투 영향을 알기 위해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168 
시간까지 24시간 간격으로 정치하여 겔화된 simu-
lant에 탄환을 격발하여 최대 침투깊이를 측정하였

다. Fig. 4는 발사체 운동에너지 0.08 J, 타격거리 1 
m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증가된 시간에 따라 2.91% 
젤라틴 simulant(5 cm × 5 cm × 4 cm)에 탄환이 침투

된 최대 침투깊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72시간까지는 거의 침투깊이

의 변화는 없지만, 그 이후 시간부터는 침투깊이가 

급속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젤라틴의 겔화

를 위한 정치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경과하면 겔 표

면에서의 수분증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젤라틴

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김진수 등8)은 젤라틴 농

도가 증가할수록 젤라틴 분자간의 거리는 밀접하

게 되고, 이로 인해 분자들의 운동이 상대적으로 적

어져 가교형성이 용이하게 되면서 겔강도가 증가

한다고 보고하였다. 정치시간 72시간 이후에 제작

된 젤라틴 simulants에서 탄환의 침투깊이가 감소

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상 이후부터는 겔강도가 증

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Variations of penetration depth of the BB pellets by 
gelation times of the gelatine simulants.

Fig. 5. Variations of penetration depth of BB pellets by dis-
tances between the BB gun and target simulant.

3.2. 거리에 따른 비비탄 침투깊이

Fig. 5는 타격거리에 따라 탄환이 simulant에 침

투된 최대 침투깊이의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서, 타
격거리는 0.6 m에서 0.2 m 간격으로 최대 1.4 m까

지 증가시켰으며, 실험의 재현성을 위해 5회 반복

하였으며, 그 결과를 평균하였다. 실험결과, 0.6 m
에서 1 m까지는 침투깊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다가, 1 m 이후의 거리에서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 m를 기준으로 탄환이 simulant에 

침투하는 깊이가 증·감하는 이유는 발사된 탄환이 

simulant 표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충격속도와 관련

된 것으로 보인다. 타격거리에 따른 충격속도(0.6 
m: 34.29 m/s, 0.8 m: 35.25 m/s, 1 m: 35.41 m/s, 1.2 
m: 34.96 m/s, 1.4 m: 34.67 m/s)는 1 m까지는 증가

하고, 그 이후의 거리에서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영향이 매우 미비하였고, 그 결과로 거리에 따

른 탄환의 침투깊이 차이도 1 m를 기준으로 하였

을 때 최대 상대편차가 0.6 m에서 6.62%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3.3. 비비탄총 운동에너지에 따른 충격속도, 한
계속도 및 침투깊이

Fig. 6과 Fig. 7은 비비탄총 탄환 발사 운동에너

지에 따라 탄환이 1 m 타격거리에 위치한 simulant 
표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충격속도와 젤라틴 simu-
lant 표면에서부터 최대 침투깊이에 도달하는 탄환

의 한계속도 및 최대 침투깊이의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서, 비비탄총의 탄환 발사 운동에너지는 최소 

0.06 J에서 최대 0.1 J까지 0.01 J 간격으로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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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Effects on kinetic energies of BB gun: (a) impact 

velocities versus kinetic energies and (b) threshold 
velocities versus kinetic energies.

Fig. 7. Variations of penetration depths versus impact velo-
cities of the BB pellets.

킨 비비탄 권총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각 에너지별 

5회 반복하였고, 그 결과를 평균하였다. 운동에너

지가 0.1 J인 비비탄총으로 격발한 탄환의 충격속

도는 약 39.1 m/s, 한계속도는 약 15.7 m/s이며, 이
는 현 어린이용 비비탄총 탄환 발사 운동에너지(법
적 기준 0.08 J)와 비교할 때, 충격속도인 경우에는 

약 12%, 한계속도는 2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과 Fig. 7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운동에너지

가 증가할 때 충격속도가 증가하며, 충격속도가 증

가할 때 한계속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탄환의 침투깊이는 충격속도에 비례하였다. 충
격속도와 침투깊이에 대한 함수 관계를 다항식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y = 0.0313x2 - 1.5461x + 50.148, 
R2 = 약 0.98로 침투깊이에 대한 최적의 회귀 함수

이나 상관계수 사이의 차이와 함수가 다소 복잡하

기 때문에 간단한 함수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
를 선형함수로 표현하면, y = 0.5604x + 15.184, R = 
약 0.974로 비교적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는 충격속도에 대한 침투깊이 또는 침투깊

이에 대한 충격속도를 예측하고자 할 때 유용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 결 론

어린이 비비탄총 탄환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

하여 타격 대상체 재질을 젤라틴 simulant로 하여

젤라틴 simulant 농도, 균질성 및 정치시간, 발사체

와 타격대상체 거리, 발사체 운동에너지에 따른 영

향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젤라틴 simulant 농도에 따른 영향에서 젤라

틴 농도 9.1%(질량단위)는 탄환이 simulant에 박히

지 않고 튕겨 나갔으며, 4.76%는 최대 침투깊이가 

약 10 mm, 2.91%는 약 35 mm로 나타났고, 2.91% 
미만에서는 simulant가 고형화 되지 않았다. 또한 

젤라틴 simulant 농도의 균질성을 알아보고자 탄환

을 10회 발사한 결과, 표준편차는 0.06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고에서 젤라틴 simulant의 정

치시간에 따른 영향에서는 72시간 이내로 정치된 

simulant는 탄환 침투깊이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 72시간 이상 정치된 simulant는 경

과시간에 따라 침투깊이가 급속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분 증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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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격거리에 따라 탄환이 simulant에 침투된 

침투깊이의 결과를 살펴보면, 0.6 m에서 1 m까지

는 침투깊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1 m 
이후의 거리에서는 감소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충격속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그 영

향은 매우 작았다.
3) 비비탄총 탄환 발사 운동에너지에 따른 탄환

의 충격속도, 한계속도 및 최대 침투깊이를 보면, 
운동에너지가 0.1 J인 경우 충격속도는 약 39.1 
m/s, 한계속도는 약 15.7 m/s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비비탄총 법적 기준 운동에너지 0.08 J의 경우와 

비교할 때, 충격속도는 약 12%, 한계속도는 22%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사체 운동에너지가 증가할 

때 충격속도가 증가하며, 충격속도가 증가할 때 한

계속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비탄총 탄환이 사람의 안구에 

어느 정도 상해를 줄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할 수 없

어 안구상해 위험성을 기술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탄환의 kinetic 에너지를 normalized 에너

지로 환산한 후, 이를 문헌에서 보고한 연구결과와 

연관시키면, 안구상해 위험성을 추정할 수 있으리

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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