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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investigated the breakdown patterns of silica glass under the various impacts by forensic scientific 
analysis. The impacts were chosen by thermal and projectiles impact stress. Thermal impacts under the fire were con-
structed by changing the position of the flame with gas torches. Physical impacts were constructed with the projectiles 
of slingshots and rifles by changing the size of the projectiles at the surfaces and the initial distance. Also we identified 
incident angles of the projectiles by analysis of the punching portion at the glass surface. Under the thermal impacts, the 
breakdown patterns were various by changing the position of the flame. Especially, the configuration of breakdown 
patterns had radial shape with the position of the flame at the center of the glass sheet. Under the physical impacts by 
the projectiles, the breakdown patterns had always radial shape.
Key Words : forensic scientific analysis, glass breakdown patterns, thermal impacts, firearms, slingshot

1. 서 론*

유리는 가옥, 빌딩, 차량 등 건축 및 구조물 분야

뿐만 아니라 소품 및 액세서리까지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소재라고 할 수 있으며, 주변에 널리 사용되

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건 사고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함유한 보고라 할 수 있다1-3). 즉, 법
과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경우, 유리의 파손형상에 
나타난 다양한 정보를 체득함으로써 사건 사고의 용

이한 해석 및 정확한 해석에 매우 유리한 면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총기류, 다양한 공구류에 
의한 파손 형상의 해석 및 물리력에 의한 파손 형상

과 열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파손 형상을 비교 해석

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면 유리파손에 

한 정확한 원인 조사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의 판별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이후, 사고조사 및 유리파손 형상 해석에 한 
질적 우수성 및 신속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유리파손형태의 연구는 부분 망치, 드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hvlab@korea.kr

라이버 등의 공구류에 의한 파손형태에 한 연구가 

부분이며, 화염에 의한 파손형상에 한 연구는 이

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총기류에 의한 파손

형태에 해서는 군기관 등을 중심으로 일부 연구된 

바 있으나, 총기에 의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총기 

이외의 발사체에 의한 파손형상을 연구 상으로 고

려되지 못하였다3-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리 파손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하여 화염 및 총기류를 포함한 발사체 충

격에 의한 파손형태에 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유리 파손 사고 발

생 시, 정확한 파손원인 규명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대상 및 실험 방법

2.1. 연구대상

유리란 일반적으로 규소, 소다회, 탄산석회 등의 

혼합물을 고온에서 녹인 후 냉각하는 과정에서 결

정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고체화되면서 생기는 투

명도가 높은 물질을 일컫는다.

유리는 점도가 무한히 높은 용액상태로 고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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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로 유리 용융액(유리물)을 냉각시키면 열역학

적 임계영역을 통과한 후 액체의 구조와 유사한 준 

안정한 과냉각액체로 동결되며 유리 용융액은 냉각 
시, 준 안정한 상태인 유리상태로 전환된다. 유리 

용융액(유리물)을 900±100oC에서 장시간 방치하면 

내부 구조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결정이 석출되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되고 순수 유리로서의 특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부터 소위 결정화 
유리(結晶化 유리, glass ceramics)란 새로운 재료가 

개발되었는데, 주로 우주선 기술 등에 사용되는 극

한적인 내열성을 가진 재료를 들 수 있으며, 결정화

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리는 판유리, 병유리, 광학유리 등

이 있으며, 주거시설 및 사무실 환경에 사용되는 유

리는 주로 판유리가 사용된다.
판유리는 SiO2인 산화 규소와 Na2O, CaO 등의 

염기성 산화물 1종 또는 2종 이상을 배합하여, 1400~ 
1600oC의 고온에서 용해된 액체가 결정화되지 않고, 
상온까지 서서히 냉각된 알카리 규산염의 비결정성 
고용체로, 내부에 계면이 없기 때문에 투광성이 높은 
재료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는 판유

리는 SiO2(규소) 70~73%, Na2O(소다) 12~14%, CaO 
(석회) 10~12%, MgO(마그네시아) 1~4%, Al2O3(산
화알루미늄) 0.5~1.5%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불순물들이 0.2% 정도 함유된다2-7). 본 연구에 

사용한 판유리의 성분비는 Table 1과 같다.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및 사무실 환경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판유리 중, 두께 5 mm의 유리를 사

용하여 열적 스트레스에 의한 파손 및 발사체에 

의한 파손현상에 한 재현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열적 스트레스에 의한 파손을 재현하기위

하여 Fig. 1과 같이 가스 토치(KT-2405 1080 g/h, 
13,000 kcal, Kovea)를 사용하였으며, 화재상황을  

Table 1. Definite proportions of a plate glass

Component Contents Function

SiO2 70~73 main component

Al2O3 0.8~1.0 increasing hardness

Fe2O3 0.08~0.14

CaO 7~12 catalyst

MgO 1.0~4.5 thermostable effect

R2O 13~15 put a gloss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고려하여 화염의 위치를 가장자리와 중앙에 각각 

위치시킬 때의 파손형상을 관찰하였다. 가스 토치의 
토출구에서 실험 상 유리까지의 거리는 10  cm이

며, 화염 길이를 고려할 때 화염은 유리 표면에 직접 
닿는 조건이다.

두 번째로 온도에 따른 파손형상을 확인하기 위

하여 자체 제작한 전기로(최고온도 1,700oC)를 이용

하여 주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유리의 열변형, 용융 및 파손 형상을 관찰하였다.
발사체에 의한 파손형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K-2 

Table 2. Test conditions of sling shot

Diameter[ mm] Distance[m] Incidence angle[°]

6

10

0, 30, 4515

20

8

10

0, 30, 4515

20

10

10

no consideration15

20

Fig. 2. Photograph of ball bea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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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plied fire (b) Breakdown patterns

(c) Zoom in broken patterns (d) Ripple mark

Fig. 3. Glass broken patterns by thermal stress applied fire to center of a window.

소총, 공기총, 사제총 및 슬링에 의한 파손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최근 유리 파손의 주요 발사체

로 인식되고 있으며, 총기를 사용할 때와 유사한 파

손형상을 나타내는 슬링을 이용하였다. 슬링을 이

용한 실험에서는 Table 2와 같이 발사체의 크기, 거
리 및 입사각을 구분하여 충격하였을 때 발생하는 

유리 파손형상을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강구 중, 
10 mm 강구를 이용하여 측면에서 충격시키는 경우, 
심한 파손으로 인하여 파손형상에 한 분석이 불

가하였기 때문에 10 mm 강구에 해서는 입사각을 

고려하지 않고, 정면에 한 실험만을 수행하였다. 
슬링에 사용한 발사체는 주로 공업용 베어링으로 

Fig. 2에 실험에 사용한 강구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열적 파손형상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열적 스트레스를 인가하

였을 때 화염의 위치에 따라 상이한 파손형상을 

나타내었다. Fig. 3의 결과는 창문의 중앙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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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plied fire (b) Breakdown patterns

(c) Zoom in broken patterns (d) Ripple mark

Fig. 4. Glass broken patterns by thermal stress applied fire to edge of a window.

화염을 제공하였을 때, 충격체에 의해 파손되는 형

상인 방사상의 형태로 파손이 발생하였다. Fig. 3
의 (c)와 같이 방사상 형상에서 유리 파손 형태의 

물결 모양(ripple mark)을 관찰하면 (d)와 같이 외

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양상을 나

타낸다.
이러한 형상은 화염에 의한 유리 파손에서도 방

사상의 형상으로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온도 분포에 따른 유리의 열변형 및 파손

형상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 및 시간

의 의존성을 가지며, 800oC 이상의 온도에서 20분 

이상 열적 스트레스를 인가할 때에는 파손에 앞서 

고온의 영향으로 액상의 형태로 녹아내리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실험 후, 전기로 밖으로 꺼내게 되

면, 다시 재결정이 이루어져 고체 상태로 복원되

나, 실험 전과 비교할 때 투명도나, 광택 등이 달

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체적으로 동일한 열적 스트레스가 공급되는 경우

에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 화재 상황에서 연소 확

되는 화염에 휩싸이는 경우에는 용융 후 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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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in breakdown patterns by the circumference temperature

temp.
time 600 [oC] 700 [oC] 800 [oC] 900 [oC]

5 min

○ Sample [mm] 
: 80 × 80 × 5

○ Inner size of the electric 
furnace [mm] : 200 × 
300 × 200

10 min

20 min

30 min

60 min

9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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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K-2 rifle (b) An artificial gun (c) An air gun 

Fig. 5. Glass breakdown patterns by firearms.

(a) 6 mm (b) 8 mm (c) 10 mm

Fig. 6. Glass breakdown patterns by sling shots.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발사체에 의한 파손형상

총기에 의한 파손형상은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사상의 형태를 보이며, 중앙의 천공 부위는 

탄환에 의해 관통된 형상으로 천공 부위에서는 탄두

의 납 또는 구리 성분이 검출되는 특성을 갖는다. Fig. 
5의 (a)는 K-2 소총(5.56 mm)에 의해 파손된 형상

으로 천공의 직경은 약 5.5 mm이고, 15 mm의 분화

구상 파쇄흔이 관찰되며, 천공부위가 거친 형상을 

나타내었다. (b)의 경우는 임의로 제작된 사제 총기

에 의한 것으로 천공의 직경은 10 mm이고, 분화구상

의 파쇄흔은 50 mm로 나타나며, 다수의 방사상 파

쇄선과 1~3개의 동심원상 파쇄선이 관찰된다. (c)는 
공기총에 의한 파손형상으로 천공의 직경은 10 mm
이고, 분화구상의 파쇄흔은 50 mm이며, 다수의 방사

상 파쇄선과 동심원상의 파쇄선이 관찰되었다. 특히 
총기에 의한 파손에서는 총기에 사용되는 탄환의 종

류에 따라 천공 부위에서 납성분 또는 구리 성분이 
검출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탄환을 구성하는 탄환

의 외피가 납 또는 구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른 발사체 중 하나인 슬링에 의한 파손형상은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총기에 의한 파손형상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어 총기에 의한 것으로 오인되

는 경우가 많다.
슬링에 의한 파손이 총기에 의한 것과 확연히 구

분되는 점은 천공 부위에서 납 또는 구리성분이 검

출되지 않는다는 점과 발사체의 직경보다 천공의 크

기가 작으며, 부부의 경우에는 유리창을 관통시키

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슬링 및 총기류에 의한 유리 파손형상에 한 실

험결과에서는 발사 거리와 무관하게 6 mm 직경의 

강구를 발사체로 하는 경우, 천공 부위의 크기가 발

사체의 직경과 거의 유사한 약 6 mm의 크기로 나타

났으며, 8 mm 및 10 mm의 강구를 적용하는 경우

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발사체에 의

한 유리 파손형상은 관통 여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체적으로 발사체의 입사거리에 비해 
발사체의 크기에 의존하여 천공의 크기 및 방사상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발사체의 입사각을 검토할 경우, Fig.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정면에서 충격하는 것과 달리, 
타원 형태의 천공이 생성되며, 입사각에 따라 천공

부위의 거침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면에서 충격하는 경우에는 천공의 가장자

리가 매끄러운 형상을 보이지만, 측면(30° 및 45°)
에서 입사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 부분은 충격체

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행방향의 전면은 
매끄럽고, 후면은 거친 형상을 나타낸다. 충격체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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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 (b) 30° zoom in

(c) 45° (d) 45° zoom in

Fig. 7. Glass breakdown patterns by sling shots through side angle 30° and 45°.

행방향 가장자리에는 유리 파쇄분말이 부착되는 특

징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슬링의 발사체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

는 유리구슬이나 공업용 베어링을 사용하는 특성상, 
파손 천공된 부위에서 금속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구

분이 가능하다.

3.3. 실험결과의 고찰

실험결과로부터, 열적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는 
유리 파손형상에서 단순히 용융에 의한 천공 및 2
차적인 파손이 발생되는 형태와 같이 이전의 결과

와는 다른 방사상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끝
단의 국부적인 가열에서는 수지상의 파손형상을 나

타내었다.
발사체에 의한 파손에서 총기에 의한 것은 천공 

부분에서 납 또는 구리성분이 검출되는 특징을 가지

며, 탄두의 직경과 천공의 직경이 비슷한 크기로 나
타났다. 또한 슬링에 의한 형상은 총기에 의한 것과 
유사하나, 충격체의 크기에 비해 천공의 직경이 작게 

나타나며, 부분 관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발

생하였다. 천공부위의 유리 파쇄분말을 관찰하는 것

으로 충격체의 입사각 정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적 스트레스 및 발사체에 의해 

나타나는 유리 파손형상에 관하여 실험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열적 스트레스에 의한 파손에서는 가열부위에 

따라 방사상 및 수지상의 파손형태를 나타내었으

며, 물결무늬 등을 관찰한 결과, 방사상의 파손형

태에서는 충격체에 의해 생성되는 것과 유사한 특

징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방사상의 

파손형상만으로 충격체에 의한 것으로 단정 짓기

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사상 및 수

지상의 파손형상에 해서도 화염에 의한 파손 가

능성에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총기 및 슬링과 같은 발사체에 의한 경우에는 천



유리 파손형상의 법과학적 해석

한국안전학회지, 제27권 제3호, 2012년 35

공 부위의 검사가 필수적이며, 동 부위에서 납 또는 
구리 등의 금속 성분 검출 여부에 따라 총기와 슬링

의 구분이 가능하였다. 총기류에 의한 경우, 탄두의 
재질에 따라 구리 및 납 성분이 검출되는 특징을 나

타내었으며, 공업용 베어링과 같은 강구를 사용하는 
경우, 천공 부위에서 금속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특징

을 나타내었다. 
천공부위의 가장자리에는 유리 파쇄분말이 형성

되는데 정면엣 발사체가 충격되는 경우, 유리파쇄 분

말은 가장자리에 골고루 분포되는 특징을 나타내었

다. 측면에서 발사체가 충격되는 경우, 입사되는 부

위와 반  방향으로 유리 파쇄 분말이 치우쳐 형성

되는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징 분석을 통해 개

략적인 발사체의 방향에 한 확인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유리 파손형상과 관련

한 사고원인 해석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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