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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조․기기 부문

고속발사 충격을 받는 보강사각 의 연구

A Study on the Stiffened Rectangular Plate under High Velocity Impact

                            우  *         이  신**

Dae-Hyun Woo      Young-Shin Lee

Abstract

  The velocity response of stiffened rectangular plate under high velocity impact was studied. Numerical simulation 
was conducted on the stiffened plate with four stiffeners under various impact positions. Considered stiffener types 
were rib, I, hat and T stiffener. For the center impact position of I stiffened plate, the simulated residual velocity 
was 365.6 m/s with the initial projectile velocity 500 m/s. The reinforcing characteristic of I stiffened plate was 
excellent among four stiffeners.

Keywords : High Velocity Impact, Stiffened Rectangular Plate, Projectile

1. 서 론

  구조물에 하 이 작용하여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경

우에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써 구조물을 체 으

로 보강하는 것은 구조물 자체의 량을 크게 증가시

키게 되어 항상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 작용하는 

하 의 특성에 맞추어 구조물의 형태  보강 방법을 

선택하면 구조물의 기능을 살리는 최 의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다
[1∼3]. 구조 요소는 모든 공학  구조

물의 기본 구조 요소로서 항공기, 잠수함, 선박, 우주 

왕복선, 미사일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요소들은 강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보

강재를 사용하는 보강 기술을 이용한다. 보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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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성의 향상은 각종 정   동  외부 하 에서

의 역학  응답을 감시킨다[4∼6]. 충돌문제의 해석은 

크게 실험 , 분석 , 수치  방법 등의 세 가지 근

법으로 나  수 있다. 이  실험  방법은 원하는 공

학  수치들을 얻기가 어렵고, 한 발사체가 어느 수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등에는 안 상의 문

제로 실험 자체가 어렵고, 실험에는 막 한 시설과 비

용이 많이 드는 단 이 있다. 반면에 수치모사 방법은 

실험  방법으로는 구 이 힘든 복잡한 형상이나 

고속 충돌 같은 한계상황에 해서도 해석이 가능하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해석 이론  로

그램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형을 모사

하는데 사용하는 이론과 상용 로그램인 LS-Dyna[7], 
AutoDyn 등이 사용되고 있다[8,9].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고속 충돌 상에 한 연구는 기에는 2차원 문제에 

해 진행되어 오다가, 재는 3차원 문제의 해석에 

을 두고 있다
[10∼14]. 통 상에 향을 주는 인자

는 크게 표 과 발사체에 향을 주는 인자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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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향을 주는 인자로는 재료의 경도, 강도, 연

성, 취성  소성변형 등의 기계  성질과 도와 용

융 도등의 물리  성질이 있다[15∼17]. 발사체에 향

을 주는 인자로는 탄자의 속도와 그 형상  타격각

과 재료의 특성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재료조성과 불

균질성 등의 여러 인자가 있다. 구조물의 변형 거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변형이 발생하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석에 어려움이 더 해진다. 변형의 정도는 변형

률로 변형이 발생하는 속도는 변형률속도로 정의되는

데 작용하는 하 이 어도 변형을 발생시키는 속도

가 크면 기존의 정  이론에 더하여 고변형률속도

와 이에 따른 온도상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8].

  본 연구에서는 고속충격을 받는 보강사각 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기존 문언  실험 검증을 통해 

재료 상수를 결정하 고, 이를 보강사각 에 용하

다. 고속 충격을 받는 보강사각 에 보강형상, 충격 

치  동일 량의 비보강 과 비교하 다.

2. 해 석

가. Johnson-Cook 이론  평  실험에 의한 

재료상수

  재료의 소성 거동에 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에서도 Johnson-Cook이 

제안한 방정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Johnson-Cook 방정식은 식 (1)의 형태를 띠게 된다

[19,20].

  ln    (1)

 



  여기서, 는 von-Mises 유동 응력, 은 유효소성 변

형률,  은 무차원 소성 변형률 속도로  = 

1.0 s-1,  는 균일 온도를 각각 나타내며, A, B, C, n, 
m은 실험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Table 1은 실험재료의 기본 물성이며, 사용되는 강

은 100×100 mm에 두께 t = 6 mm, 10 mm를 사용하

다. 강구 한 5 mm, 10 mm, 20 mm의 강구를 사

용하고, 충돌속도는 약 400 m/s로 하 다.
  본 충격실험에 사용된 시험 장치는 Fig. 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시험 장치  회수챔버 그리고 발사

체가 있고, 그 외 속도 계측기  공이 발사부, 발사 

버튼  압력 측정 장치 등이 있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plate and ball

Physical Properties
S45C steel

plate

Die steel

ball

Density(kg/m3) 7850 7880

Modulus of Elasticity(GPa) 210 210

Poisson's Ratio 0.28 0.3

Yield Strength(MPa) 343 1170

(a) Launching equipment

 
(b) Tubes

(c) Gas control equipment

 
(d) Fixture

(e) Recovery chamber

 
(f) ball and Serve 

Fig. 1. Testing equipments of impact test

  Fig. 2는 발사충격에 의한 사각평 의 변형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직경 5 mm 발사체는 의 우측에 치

우쳐서 충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발사체와 동일한 직경의 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발

사체와 serve를 결합하여, 발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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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과후 serve 분리될 때 생기는 오차이다. 나머지 

10 mm, 20 mm 발사체는 의 앙부에 가깝게 충격

이 이루어 졌다. 강구에 직 으로 충격을 받은 치

는 강구모양과 비슷한 형태로 이게 되었고, 두께에 

따라 이게 된 변형 깊이를 확인하 다. 실험과 비교

하기 해 CATIA를 이용 FE 모델을 구연하 고, 
Hypermesh를 이용 요소망을 생성하고 발사 속도  경

계조건을 용하 다. 해석은 LS-Dyna를 이용하 고, 
해석 시간은 0.35 sec이 으며, Simplified Johnson Cook 
모델을 용하여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수행

하 다. Fig. 3은 LS-Dyna를 이용한 해석한 결과이다. 
실험에서와 같이 강구의 고속충격에 의해 의 앙

부가 움푹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실험과 

해석을 비교하기 하여 의 변형된 앙부의 변형 

값과 해석 값을 비교하 다. 여기서 각 ∅5의 강구에 

한 결과 값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는 약 10 % 내의 

(a) Deformation depth :

1 mm

 
(b) Deformation depth : 

3.2 mm

(c) Deformation depth : 

10.7 mm

 
(d) Deformation depth :

6 mm

Fig. 2. Rectangle plate deformation depth by projectile 

impact(V = 400 m/s)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3과 같이 실험결과로부

터 Johnson-Cook 상수를 결정하 고, 그 값을 해석에 

용하 다.

(a) thickness 6 mm,

ball diameter 5 mm

 (b) thickness 6 mm,

 ball diameter 10 mm

(c) thickness 6 mm,

ball diameter 20 mm

 (d) thickness 10 mm,

ball diameter 20 mm

   Fig. 3. Penetration depth of high speed impact by 

simulation result

 Table 2. Penetration depth of high speed impact by 

experiment and simulation

Plate 
dimension
(mm)

Ball 
size
(mm)

Penetration depth(mm) Deviation

(%)Experiment Simulation

100×100×6
(l×w×t)

∅5
1

0.83 17
1

∅10
3.3

3.42 6.8
3.1

∅20
11

11.81 10.8
10.3

100×100×10
(l×w×t) ∅20

6.1
6.83 11.7

5.8

Table 3. Johnson-Cook mechanical constant

Material A B n C

Plate 0.31 0.51 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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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강 의 기하학  형상  조건

  고속발사에 의한 충격거동에 하여 실험과 해석을 

비교하여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강사각 에 한 

충격거동 연구를 하 다. 해석 상은 L = 200 mm, t 
= 6 mm의 정사각형 을 기본으로 하 고, 발사체는 

∅25 mm, 길이 l = 51 mm의 발사체로 가정하 다. 사

각재의 보강을 해 보강재의 기하학  형상에 해 

고려하여야 한다. Fig. 4는 일반 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보강형상이다. 각 형상은 두께 t = 5 mm, 체 

높이 h = 16 mm로 설계를 하 다.
  CATIA를 이용하여 각 형상에 한 모델을 생성 하

다. 사각 의 크기는 200×200 mm로 정사각형 형태

이며 가로  세로 방향의 보강을 하여 Fig. 5와 같이 

구성하 다. 이때 모델은 완  합된 상태로 가정하

여 하나의 모델로 구 하 다.
  의 가장자리 부분을 완 고정으로 용하 고, 소

화기  항공기용 탄의 발사 속도가 420∼870 m/s[19] 
로 나와 있어 - Z 방향으로 500 m/s로 가정하 다. 해

석에 사용되는 재의 재질은 S45C steel 재질로 가정

하여 용하 고, 재질의 특성은 Table 1에 기술되어 

있다. 보강 에 한 Johnson-Cook 모델 물성은 박명

수
[20] 논문에서 인용된 상수를 바탕으로 논문 검증  

실험을 통한 결과값을 비교하여 Table 3과 같이 용

하 다.
  Fig. 5와 같이 총 4곳에 해 충격 해석을 수행하여. 
각 보강형상  치에 따른 충격거동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각 타격 치는 4곳으로 Ⓐ (0,0) 치로 

세로  가로 방향 보강재가 만나는 치로서 해석 

모델의 심부이다. 발사체가 보강 의 심에 충격이 

이루어지면서 세로  가로 방향 보강재에 한 향

을 받게 되며, Ⓑ 치는 가로 방향 보강재에 한 

향을 보기 한 것으로 발사체가 보강 의 심으로

부터 40 mm 이격된 치에서 보강 에 충격이 이루

어지며, 가로 방향 보강재에 한 향을 받게 된다. 
Ⓒ 치는 보강재 근방에 한 향을 보기 한 것

으로 발사체가 보강 의 심으로부터 가로 20 mm, 
세로 -20 mm 이격된 치에서 보강 에 충격이 이루

어졌다. Ⓓ 치는 발사체가 보강 의 심으로부터 

가로 40 mm, 세로 -40 mm 이격된 치에서 보강 에 

보강되지 않은 치에 충격이 이루어지며, 치에 

한 좌표로 나타내면 Ⓐ (0,0), Ⓑ (40,0), Ⓒ (20, -20), 
Ⓓ (40, -40)와 같다.

     (a) Rib stiffener               (b) T stiffener

      (c) Hat stiffener              (d) I stiffener

Fig. 4. Schematic drawing of stiffener geometry

Fig. 5. Impact position of stiffened plate

  CATIA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보강 을 Hypermesh로 

불러들여 요소망을 생성하고 지지조건  하 조건

(발사체의 속도)을 용하 다. 이때 요소의 크기는 1
∼2 mm로 하여 각 모델에 따라 20,000∼28,000 개의 

element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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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of simulation 

result at hit Ⓐ position

 
Velocity of simulation

result at hit Ⓑ position

 
Velocity of simulation 

result at hit Ⓒposition

 
Velocity of simulation 

result at hit Ⓓ position

Time history of projectile 

velocity at Ⓐ position

 
Time history of projectile 

velocity at Ⓑ position

 
Time history of projectile 

velocity at Ⓒ position

 
Time history of projectile 

velocity at Ⓓ position

Fig. 6. Simulation result of Rib stiffener plate

다. 고속 충격을 받는 보강 의 해석

  고속 충격을 받는 보강 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Fig. 6은 보강  에서도 Rib stiffener plate에 

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로 각 치에 한 해석 결과

와 발사체의 속도 그래 를 나타내고 있다. 통은 t 
= 0.3 s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여 0.7∼1.4 s에서 완 한 

통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보강

의 충격 치에 따라 통 후 발사체의 속도를 보게

되면 발사체의 통 후 속도는 가로, 세로방향의 보강

재가 교차하는 치의 Ⓐ 치에서 가장 많은 속도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치에서 

-410.9 m/s, Ⓑ 치에서 -436.2 m/s, Ⓒ, Ⓓ 치에서는 

-465 m/s 의 속도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비보 

강 에 해 해석을 수행한 결과 보강 의 Ⓓ 치를 

통 할 때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통 후 

속도는 464.2 m/s를 보이고 있다.

  Table 4는 보강 과 각 치별 통후 속도를 나타

낸 표이다. 각 치에 따라 보강제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 치에서는 I stiffener 보강 에 의

한 속도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 치에서

는 Hat stiffener 보강 에 의한 속도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나머지 Ⓒ, Ⓓ 치에서는 Rib stiffener 보강

와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치에서 

Hat stiffener 보강 의 통 했을 때 다른 보강  보다 

속도가 감소한 것은 통과정  보강재를 부분 으

로 통하면서 속도가 감소한 것이다.
  Ⓒ, Ⓓ 치에서는 비보강 치로 통을 할 때 발

사체의 속도 감소에 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보강 의 Ⓒ, Ⓓ 치를 통한 후 

통면을 찰한 경우 보강재에 의한 통 치의 

변형과 비보강 을 통한 후의 변형과 비교 했을 

때, 변형이 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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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보강 의 변형과 비교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

고, 통에 의한 변형이 보강재에 의해 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치에서 Hat stiffener 보강

의 변형이 감소한 것은 의 속도와 같은 경우로 보

강재를 부분 으로 통하면서 변형이 어든 것으

로 보인다.

Table 4. Displacement of stiffened plate on the Ⓒ, Ⓓ 

impact position(mm)

Stiffened 

plate

Unstiffened 

plate

Rib

stiffener

T 

stiffener 

Hat 

stiffener 

I 

stiffener 

Ⓒ
11.8

6.5 5.2 2.5 4.3

Ⓓ 10.5 10.3 10.2 10.7

라. 보강 과 동일 량의 비보강 의 해석

  보강에 따른 량증가를 계산하 고, 이 고정된 

상태에서 두께 변화를 고려하여, 각각의 모델 량과 

동일하게 하는 의 두께를 결정하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가장 많은 량변화를 

가진 I stiffener와 비교 했을 때 두께는 10.7 mm로 증

가되었고, 이때 통후 속도는 436.7 m/s로 감소하

다. 각각의 동일 량의 비보강 에 한 통후 속도

는 Table 5와 같이 감소하 다.

3. 보강 에 따른 고속충격 고찰

  보강 의 고속 충격 특성은 충격후 잔류속도를 비

교하여 고찰하 다. 보강 의 잔류속도는 치마다 

다르며, 앙  Ⓐ를 기 으로 각 보강 의 잔류속도

를 비교하 다. Table 6은 식 (2)를 용하여 비보강

과 보강 에 통 후 잔류속도를 무차원화한 결과

(normalized residual velocity*) 이다. 식 (2)에서 기

량(reference weight**)은 Table 6에서 구한 비보강 의 

량이고, 기 잔류속도(reference residual velocity***)
는 Table 5의 비보강 의 잔류속도이다.
  보강사각  에서 I stiffener 보강   hat stiffener 
보강 이 잔류속도가 가장 작아 보강특성이 우수 하

으며, 그 다음으로 T stiffener 보강  이었고, Rib 
stiffener가 가장 높았다. 동일 량의 비보강 으로 고

찰한 결과도 동일한 순서로 잔류속도가 변하 다.

Table 5. Residual velocity results of unstiffened plate 

with thickness variation on the center position 

Ⓐ

Thickness

(mm)

Self 

weight

(kg)

Residual 

velocity

(m/s)

Equivalent 

stiffened 

plate 

velocity

Remark

6 1.88 464.2 - -

8.31 2.61 460.4 410.9 Rib stiffener

8.94 2.81 455.7 402.1 T stiffener

10.63 3.34 441.2 393.2 Hat stiffener

10.70 3.36 436.7 385.6 I stiffener

 Table 6. Normalized residual velocity of stiffened and 

unstiffened plate

Stiffened plate Unstiffened plate

Type

Normalized 

residual

velocity*

Thickness

(mm)

Normalized 

residual

velocity*

- - 6.00 1.00

Rib stiffener 0.64 8.31 0.71

T stiffener 0.58 8.94 0.66

Hat stiffener 0.47 10.63 0.53

I stiffener 0.46 10.70 0.52

 


×

  (2)

 : Normalized residual velocity

 : reference weight

(weight of unstiffened plate form Table 6)
 : weight of stiffened and unstiffened plate

 : reference residual velocity

(velocity of unstiffened plate form Table 6)
 : weight of stiffened and unstiffene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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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보강사각 의 고속 발사충격에 의한 거동을 연구하

다. 보강재의 형상은 Rib, T, Hat  I형 네 가지를 

고려하 으며, 타격 치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1) 실험과 해석결과의 비교를 통해 Johnson-Cook 방정

식의 상수를 결정하 다. 고속충돌에 의한 비보강

사각 의 변 에 해 실험  LS-Dyna의 해석 결

과와 비교 다. 비교한 결과, 5∼10 % 내의 차이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

2) 보강형상에 따른 발사체의 통 후 속도는 I stiffener 
보강 의 앙부를 통했을 때 500 m/s의 발사체 

속도에서 통직후 탄환의 속도가 385.6 m/s 속도

로 감소하고 있다.

3) 비보강 과 보강 의 통후 잔류속도를 무차원화

한 결과, 보강사각  에서 I stiffener 보강   

Hat stiffener 보강 이 보강특성이 우수 하 으며, 
동일 량의 비보강 의 잔류속도도 동일한 특성

을 보 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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