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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numerical simulation using AUTODYN-3D program was investigated angle trajectory prediction for 
inclined impacts of projectiles. The penetration and perforation of polycarbonate plate by 7.62 mm projectile was investigated 
numerically. The characteristic structure of the projectile’s trajectory in the polycabonate plates was studied. Two combined failure 
criteria were used in the target plate, and the target plate was modeled with the properties of polycarbonate for simulating the ricochet 
phenomenon. The effect of the angle of inclination on the trajectory and kinetic energy of the projectile were studied. The dynamic 
deformation behaviors tests of polycabonate were compared with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which can be used as predictive purpose. 
From the simulation, the ricochet phenomenon was occurred for angles of inclination of 0°≤ Ɵ ≤ 20°. The projectile perforated the plate 
for Ɵ ≤ 30°, thus defining a failure envelope for numerical configuration. The numerical analyses are used to study the effect of the 
projectile impact velocity on the depth of penetration (DOP). It can be observed that the residual velocities were almost linear relative to 
penetration velocities. It means that polycarbonate has high resistance at higher vel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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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비 보호 및 인명 보호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표적

체에 대해 발사체가 광범위한 속도를 갖고 충돌하는 

경우, 보호물이 손상을 입는지의 판단이 상당한 관심

사가 되고 있다. 특히 발사체가 균일재료의 판재에 고

속으로 충돌하는 경우, 천공 및 도비(ricochet)현상을 

포함하는 관통현상이 발생한다1). 이러한 관통현상 중 

도비현상은 충돌하는 발사체에 중요한 고려사항 인자

중 하나이다. 발사체의 도비현상은 발사체와 표적체 

사이의 상대운동에 기인한 것으로 발사체의 초기속도, 
충격각도, 표적체의 물리적특성 등 변수들에 의해 발

생한다. 도비현상에 따른 발사체의 이동 궤도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는 탄도학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1).

이영신, 조종현2-4) 등은 관통자의 충격자 형상 및 표

적체의 재질변화에 따른 관통이력 및 초고속 관통 특

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FEA코드를 이용하

여 원통쉘의 자유낙하를 연구하는 등 충격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5).
Rosenberg1)등은 PMMA판의 충격과 관통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경사진 충격에서 발생하는 도비현

상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스폴링(spalling)이 도비현상 

발생의 주 지배요인임을 밝혔으며 광범위한 실험 및 

수치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Rittel과 Dorogoy 등
6,7)에 의해 높은 변형률과 구속조건에서 고분자의 기계

적 특성이 연구되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천공과 관통에 높은 탄도 저항을 갖

는 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충격-방지 분야에 널리 사용되

는 구조재료이다. Ravi-Chandar8), Rittel9,10) 및 Sarva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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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폴리카보네이트 재료의 정적 및 동적 유동과 파괴특

성을 특성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성택12) 등은 폴리

카보네이트 표적체의 고속 충격 실험을 수행하여 충격 

속도에 따른 폴리카보네이트의 동적 변형 거동을 연구하

였다. 폴리카보네이트는 금속재료의 고속 충격 거동에서 

보이는 발사체의 전형적인 버섯머리 형상을 보이며, 충
격접촉면에서 연성거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얇
은 폴리카보네이트 표적체에서의 경사충격은 또한 Li과 

Goldsmith13)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탄성회복에 대한 중

요한 기능으로 발생되는 천공된 케비티가 발사체 보다 

작은 직경으로 나타났다.
Jeffrey14)는 폴리카보네이트 파괴의 파면특성을 연구

하였다. 그는 폴리카보네이트의 파괴특성으로서 인장

과 연성파괴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인장과 연성파괴특성의 조합된 영향아래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폴리카보네이트의 

동적 변형 거동실험과 비교 및 고찰 하였다. 또한 7.62 
mm 발사체에 의한 폴리카보네이트의 0°≤ Ɵ ≤ 90° 
경사충격 및 도비현상을 기술하였다.

2. 수치 해석방법 및 모델링

2.1. 해석 대상 및 방법

유한 요소코드AUTODYN-3D15)을 사용하여 수치 시

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상태방정식은 압력, 밀도, 내
부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제공하며 탄소성 모델의 구성 

방정식에 사용된다. 선형 Mie-Gruneisen11)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재료의 체적강도인 유체역학적 재료모델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괴기준으로 인

장파괴 그리고 연성파괴특성을 적용하였다.

2.2. 상태방정식 및 재료특성15)

발사체는 황동 외피와 강 코어로 모델되었으며 자세

한 설명은 2.5단락에 기술하였다. 황동 외피와 강 코어

는 연성 파괴특성15)과 함께 탄소성 재료로 모델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태 방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재료의 체적 

강도인 유체역학적 재료모델은 폴리카보네이트 표적

체에 사용되었다.
Fig. 1은 폴리카보네이트에 적용된 상태방정식의 충

격속도와 입자음속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선도이다. 
즉 선형 US-UP Hugoniot의 응용과 함께 Mie-Gruneisen 
기반의 Shock 상태 방정식(Equation of state : EOS)을 

적용하였다. US는 선형 충격파 속도이고 UP는 입자(물
질) 음속이며 V는 속도이다. 많은 재료에 대한 실험적 

결과는 Hugoniot에 의해 단순화된 US-UP영역으로 나

Fig. 1. Fit to shock velocity-particle velocity relationship15).

타난다. 강한 충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료는 Fig. 1과 

같이 선형근사법을 적용하였다. 

psucSU += 0 (1)

식(1)은 충격파 속도와 입자음속 사이의 관계에 대

한 방정식이다. 비선형 상태를 적용하기 위해 V > P1

에 의해 정의된 낮은 충격압력과 V < P2에 의해 정의

된 높은 충격압력의 두 개의 충격파-입자음속 선도를 

맞추어 각 셀에 정의 된다. 두 선형 관계사이의 곡선 

보간법에 의해 Shock EOS은 식(2)와 같이 이차 방정식

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
21 puspuscSU ++= (2)

여기서     는 AUTODYN프로그램 내에 입력되

는 매개변수 상수값이다. 식(2)의 매개변수 값은 높

은 비선형 US-UP 재료 데이터를 0이 아닌 값으로 맞출 

수 있다. 이 모델은 또한 등방성 탄성과 점성 편차거동

을 하는 재료에 적용된다. 이 모델은 소성모델과 함께 

사용된다.15)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유체역학적 재료 

데이터는 AUTODYNTM 재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

다. 재료 물성치은 Table 1과 같고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유체역학적 데이터는 Table 2와 같다.
Table 1과 Table 2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폴리 카보네

이트의 소성 변형률에 대한 유동 응력의 변화는 Fig. 2 
와 같다. 

Table 1. Physical properties for materials15)

Material Polycarbonate Cart Brass Steel V250
Density [g/cm3] 1.2 8.45 8.12

Yield stress [MPa] 80.6 112.0 1560
Shear Modulus [GPa] 1.0 37.40 71.80

Poisson’s ratio 0.36 0.375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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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ydrodynamic data for materials15)

Material Polycarbonate Cart Brass Steel V250

Grueisen coefficient 0.61 2.04 1.6

Specific heat [J/kgK] 1300 385 408

Fig. 2. Plastic properties of polycarbonate which were used in 
the numerical analyses15).

2.3. 파괴기준에 대한 데이터14)

수치해석상 폴리카보네이트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

해서 AUTODYN-3D15)에서 적용 가능한 두 개의 파괴

기준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인장파괴 값은 187 MPa으
로 설정되었으며 선형 변위 파괴에너지 값은 Jeffrey14)

의 폴리카보네이트에 적용된 80 J이 설정되었다. 폴리

카보네이트의 변형률/신장율을 나타내는 상수값 0.4는 

3축 방향의 변형율에 대해 적용된다.15)

2.4. 시뮬레이션의 실험적 검증

박성택12)등은 실린더형 폴리머 재료인 폴리카보네이

트를 사용하여 Taylor Impact 시험을 수행하였다. 폴리

머 재료가 고속으로 표적체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변

형 및 파괴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양한 폴리머에 

대한 충격속도에 따른 변형거동을 비교 및 고찰하였다. 
사용된 시편 폴리카보네이트는 직경 10 mm, 길이 50 
mm 이고 밀도는 1.2 g/cm3이다. 그들은 다양한 충격속

도에 따른 변형거동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

다. Fig. 3에서와 같이 충격시험 후에 수거된 발사체에

서 처음 길이(L0)에 대한 변형 후 길이(L)와 충격부 소

성 변형량(λ)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수치 시뮬레이션 검

증을 위해 고속 충격에 따른 폴리카보네이트의 동적 변

형 거동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였고, 실험결과12)와 

비교 및 고찰하였다. Fig. 4는 200 m/s의 충격 속도로 실

험과 수치 시뮬레이션의 시간이력에 따른 폴리카보네

Fig. 3. Change rate in cylinder length of polycabonate at V = 
232 m/s12).

Fig. 4. Comparison of simulation with the recovered cylinder 
for a test on 50 mm cylinder at 200 m/s. (a) Experiment12), 

(b) Simulation.

이트의 동적 변형거동을 비교한 것이다. 폴리카보네이

트 충격에 의한 동적 변형거동을 0.0 ms, 0.02 ms, 0.038 
ms, 0.07 ms의 4단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 

및 수치 시뮬레이션에서 폴리카보네이트 발사체는 충

격에 의해 충격 경계면이 일자형에서 현저한 버섯머리 

형상의 변형이 발생하였고 변형후 스프링백 현상이 발

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사체의 단계적 적층현상의 

발생은 폴리카보네이트의 충격 경계면에서 연성거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실험 및 수치 시뮬

레이션의 충돌 속도에 따른 폴리머 폴리카보네이트의 

변형량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충격 속도가 200 m/s 이상일 때, 충격속도가 높을수

록 실험과 수치 시뮬레이션의 처음 길이(L0)에 대한 변

형 후 길이(L)의 차이 값과 충격부 소성 변형량(λ)값이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 경향

성을 가정하여 경사각에 따른 도비 현상 및 최대 깊이

에 대한 영향을 수치적으로 연구하였다.

2.5. 해석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7.62 mm 발사체의 형상으로 Ogive 
형상을 적용하였다. 30° 경사각에 대한 기하학적 구조

는 Fig. 6(a)에 보여진다. 대칭으로 인해 기하학적 구조

는 half 모델로 적용하였다. 발사체는 Fig. 6(b)와 같이 

황동 외피와 강 코어로 모델하였다. 폴리카보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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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rate in cylinder length, (a) L0-L rate (b) size of λ.

Fig. 6. The inclined projectile with the polycarbonate plate.

표적체의 길이, 두께, 폭은 각각 200, 50, 20 mm로 적

용하였다. 발사체 총 무게는 3.64 g이며 강 코어의 무

게는 1.92 g이다. 랑그랑지언 기법을 사용하여 충돌 시

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폴리카보네이트 표적체의 요소망 개수는 215271개

이고 강 코어 발사체의 요소망 개수는 2501개이다.
발사체에 의한 충격거동은 AUTODYN-3D의 절점탈

락기능(erosion)을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절점탈락기능

이란 하나의 요소가 충격에 의해 변형이 발생될 때 그 

변형율이 변형 한계에 도달하면 삭제되어 해석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15). 발사체와 표적체 

사이의 접촉 조건은 Lagrange, ALE, Shell, Beam 및 비

정렬 격자체의 충격해석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되는 접

촉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유한 요소의 선형 및 각운

동량을 보존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External Gap을 적

용하였다. 
Fig. 7은 요소 사이의 Gap크기를 보여주며 녹색으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이 요소표면구간의 접촉감지 영역

으로 각 요소의 Gap이다. 이러한 모든 접촉감지영역의 

노드는 관통의 깊이에 비례하여 가해지는 힘 에 의해 

격퇴되는 개념을 적용하여 충격 해석을 수행한다. Gap
의 크기는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가장 

작은 요소면의 1/10에서 1/2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은 200 %의 절점탈락기능 값

을 설정하였고 발사체와 표적체의 상호작용 Gap 크기

는 0.051 mm이다.

3. 수치해석 결과

3.1. 경사각에 따른 도비 거동

폴리카보네이트 표적체에 대한 750 m/s의 초기 충격

속도를 갖는 발사체의 다양한 경사각 충격 시뮬레이션

이 수행되었다. 발사체의 충돌 속도는 750 m/s로 적용

하였으며, 발사체의 발사체와 폴리카보네이트 표적체

사이의 각도의 범위는 0° ~ 90°이며, 10° 간격으로 경사

각을 고려하였다. 본 수치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경사

각에 따른 도비현상을 포함하는 발사체의 궤도를 예측

하는 것이다. Fig. 8은 10° ~ 70° 경사각에 대해서 발사

체의 거동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7. The contact detection zone of a surface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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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ajectories of a projectile impacting a polycarbonate 
plate at different angles of inclination: 10°, 20°, 30°, 40°, 

50°, 60° and 70°.

0°≤ Ɵ ≤ 90°의 경사각에 대해 얻은 수치적 궤도는 

3개의 영역으로 분류 할 수 있다. 0°≤ Ɵ ≤ 20°에서 

도비, 20°≤ Ɵ ≤ 30°에서 관통, 30°≤ Ɵ일 때 완전관

통 또는 천공이 발생하였다.
각 경사각에 따른 발사체 수치적 궤도의 두 가지 공

통점은 관입, 관통, 완전관통 등 세 개의 서로 다른 영

역이 궤도에 포함한다는 것과 발사체의 황동 외피는 

초기 관입시 파괴되는 것이다. 각 경사각에 따른 발사

Fig. 9. Trajectories of a projectile impacting a polycarbonate plate 
at different angles of inclination: 22°, 24°, 26°, 28° and 30°.

체 수치 궤도의 차이점은 발사체의 도비 발생여부이다. 
수치적으로 도비가 발생되는 임계 경사각은 20°로 계

산되었다. 20°≤ Ɵ ≤ 30°에 대해서는 발사체가 표적체

를 관통하지만 천공하지는 못했다.
사체의 도비현상이 발생되는 임계 경사각을 확인하

기 위해서 발사체의 경사각도가 20°≤ Ɵ ≤ 30°에 대

해서 2° 간격으로 상세 해석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Ɵ 
≥ 30°의 궤도는 발사체 충격속도의 초기 수직 구성요

소가 매우 높기 때문에 궤도가 직선형을 형성한다. 발
사체는 표적체를 관통 및 천공 하였다. 궤도 방향에 대

해 영향을 미치는 인장 파괴 변수가 충분히 작용하여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 Ɵ ≤ 30°에서 경사 

각도가 증가 할수록 탄도 저항이 감소한다고 판단된다. 
발사체는 30°≤ Ɵ일 때에 운동에너지의 감소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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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rajectories of a projectile impacting a polycarbonate 
plate at different angles of inclination: 10°, 12°, 14°, 16°, 18° 

and 20°.

크며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도비 현상이 명확히 발생하는 경사각 10°≤ Ɵ ≤20°

의 구간에서 2° 간격으로 해석을 수행하여 발사체의 

격사 각도에 대한 도비 현상의 자세한 거동을 확인하

였다. Fig. 10은 10°, 12°, 14°, 16°, 18°, 20° 경사각에 

대한 발사체의 궤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발사체의 경

사각도가 증가를 할수록 발사체의 도비 현상이 발생되

기 전까지의 수평 이동거리 차이가 발생한다. 발사체

의 경사각도가 증가 할수록 수평 이동 거리가 증가하

며, 도비 현상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

다. 발사체의 각 경사각에 해당하는 궤도의 수평길이 

Fig. 11. Trajectory length for angle of inclination.

결과는 Fig. 11에 보여진다.
발사체의 경사각도가 14° 이하에서는 수평 이동 거

리양 미비하게 증가하지만 발사체의 경사각도가 14° 
이후 부터는 수평 이동 거리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표적체에 대한 발사체 중심(코어)의 편향이 경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중심 아래에서 압력이 낮게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관통 최대 깊이(DOP)
관통의 최대깊이(depth of penetration : DOP)를 연구

하기 위해 발사체의 초기 충격 속도를 200, 400, 600, 
800, 1000 m/s로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폴리카

보네이트 표적체의 길이, 두께, 폭은 각각 200, 20, 50 
mm로 적용하였다. Fig. 12는 발사체의 초기 충격 속도

Fig. 12. The modeled plate showing the DOP of 94.18 mm 

projectile impacting a polycabonate plate at 10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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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DOP vs impact velocity for normal penetration in 
polycabonate.

Fig. 14. Comparison of residual velocity of projectile with 
various impact velocities.

가 1000 m/s 일 때, 표적체에 대한 발사체의 관통 결과

이다. 해당 최대 관통깊이의 결과는 Fig. 13에 나타내

었다. 선도는 수치적 결과를 나타내며 관통깊이의 이

차 근사치를 나타낸다. 이것은 관통깊이가 200 m/s 보
다 높은 충격속도에서 선형적으로 증가됨을 보여준다. 
각 초기 충격속도에 대한 잔류속도 또한 계산되었고 

Fig. 14에 시간이력에 따른 잔류속도로 나타내었다. 
충격 속도 200, 400, 600, 800, 1000 m/s에 대한 모든 선

도는 잔류속도 0 m/s이 되기까지 관통이 진행된다. 잔
류속도가 관통속도에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초기 충격속도의 증가함에 따라 표적체

의 관통에 대한 저항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표적체에 대한 발사

체의 도비현상 여부를 수치해석으로 구현하였으며 해

석결과로 최대 관통깊이, 관통 궤도길이 및 잔류속도

를 도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인장파괴 및 연성파괴특성의 조합된 파괴기준은 

폴리카보네이트 표적체 내의 발사체 궤도를 수치적으

로 예측된다.
(2) 0°≤ Ɵ ≤ 90°의 경사각에 따른 수치적 궤도는 3 

영역으로 분류된다. 0°≤ Ɵ ≤ 20°에서 도비, 10°≤ Ɵ 
≤ 30°에서 관통, 30° ≤ Ɵ일 때 완전관통이 발생하였다.

(3) 발사체는 30°≤ Ɵ일 때에 운동에너지 감소율이 

크게 증가하고 유사함을 보인다. 
(4) 다양한 충격속도에 대한 발사체의 잔류속도는 

초기 충격속도에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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