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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에 임하는 병사는 각종 위협에 노출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생존성 향상을 위하여 방탄복을 착용

한다. 개인화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칼이

나 화살 공격으로 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죽이

나 쇠사슬로 제작된 방호복을 입었으며, 1차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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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egnation of shear-thickening fluid(STF) into high-strength fabrics makes a considerable improvement on the 

ballistic performance of fabric armors. Understanding dissipation augmentation due to shear thickening effects on 

yarn-yarn and yarn-projectile friction is of great importance in liquid armor research. This paper takes a shear- 

thickening effect into account in numerical simulations by using a velocity-dependent friction model. Impact 

simulations were performed to validate the friction model as well as to evaluate the ballistic performance of 

STF-fabrics. Impact simulations on neat fabrics were also conducted to provide baseline results for comparison.

Key Words : Shear-Thickening Fluid(전단 농화 유체), Ballistic Performance(방탄 성능), Friction(마찰), Fabric Array(직

물 배열), Multi-Layer Fabric(다층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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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포탄 파편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

철계열의 금속판을 삽입한 방탄복을 사용하였다. 그러

나 금속판은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가볍고 유연한 나일론 계열이나 유리계열의 섬유를 이

용한 방탄복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1-4]. 이후 1970년대 

아라미드계열의 케블라 개발로 방탄복의 성능이 혁신

적으로 향상되었다[5].

  아라미드계열 강화섬유의 방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단농화유체(shear-thickening fluid)를 처리한 액

체방탄재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6,7]. 나노 입자가 

분산된 유체에 전단력이 가해지면 전단 변형률(shear 

rate)이 증가하게 되고, 임계전단률(critical shear rate)에 

도달하게 되면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8]. 이러한 유변학적인 특성을 지닌 전단농화유체를 방

탄직물에 함침하면 탄두 충돌 시 방탄직물의 점성이 

높아져 탄두의 운동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고강도 섬유직물에 나노입자 분산현탁액을 함침 

시킨 다음 일정량의 희석액을 건조하고 최종 가공 처

리하여 제작한다. 방탄 직물 사이에 분산된 나노 입자

에 의해 전단농화와 같은 유변학적 거동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방탄직물이 총탄에 피격될 때 나노 입자가 

얀(yarn)과 얀 사이에 점성마찰을 높여서 방탄 성능을 

향상하는 역할을 한다.

  전단농화유체가 함침된 직물의 방탄 성능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액체방탄재료의 충돌 거동 및 마찰 특성

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및 수치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Zhen과 그의 동료들은 이차원 삼 축으로 짠 직물

(tri-axially braided fabric)의 마찰력 효과에 대하여 실험

적 연구를 수행 하였다[9]. 그 결과 직물의 마찰 효과가 

탄두의 충돌에너지 일부를 마찰 에너지로 발산하여 탄

두의 잔류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

와 Kim은 직물에서 얀 하나를 뽑을 때 발생하는 힘과 

에너지를 수치해석과 비교하여 얀과 얀사이의 마찰계

수를 제시하였다[10]. Lee와 그의 동료들은 케블라와 전

단농화유체 파우치의 배열과 조합이 방탄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11]. Park과 그의 동료들은 8층 

비함침 케블라 직물과 5층 케블라 함침직물의 고속 충

돌 실험결과를 비교 ․ 분석하여 함침 직물이 우수한 방

탄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다층 방탄직물 구성 시 전단농화유체 

함침 직물(STF fabric)과 비함침 직물(neat fabric)의 적

층 배열에 따른 방탄성능의 차이를 유한요소 프로그램

인 LS-DYNA를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얻어진 수

치해석 결과로부터 충돌자의 속도 및 운동에너지를 계

산하고 충돌과정에서 방탄직물의 변형 및 응력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STF 함침 직물과 비함침 직물의 충돌 

거동을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2. 방탄직물 충격 거동 모델링

2.1 방탄직물의 형상 및 경계조건

  수치해석에 사용된 직물형상은 평직물 시험편의 직

조방법과 같이 위사(weft)와 경사(warp)가 반복적으로 

교차한 형태로 생성하였다. 직물형상을 얀 단위로 생

성하면 얀의 풀림(pull-out) 현상을 가시화할 수 있고, 

얀과 얀 사이에 전단농화 효과에 의한 마찰력을 표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전산해석 시 필요한 

얀 한 가닥의 인장(tension)실험 물성치[13,14]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다.

  Fig. 1은 해석을 위해 쉘 형태의 위사와 경사를 직조

하여 생성한 4층 직물과 구형 탄두를 탄두의 진행방향

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탄두는 직물 중심에 충돌하며 

대칭 조건에 의하여 전체의 1/4만을 수치 해석하였다. 

대칭면을 제외한 2개의 면에는 완전 구속조건을 설정

하였다. Fig. 1에서 정사각형 직물의 한 변 길이는 

46.35 mm이며, 탄두의 지름은 8.9 mm이고, 충돌 속도

는 250 m/s이다. 수치해석 연구를 위해 6가지 형태의 

4층 직물을 채택하였고 각 형태별 함침 직물(S)과 비

함침 직물(N)의 배열 조합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1. 3-D multi-layer fabric geometry and the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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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두와 직물의 재료 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전단

농화 효과를 고려한 마찰계수는 얀과 얀 사이에만 적

용하였다. 탄두는 탄소성 재료(Johnson-Cook model)를 

사용하였고, 직물 재료모델은 운동학적 소성 모델

(plastic kinematic model)을 사용하였다.

Table 1. Construction of 6 four-ply fabric targets

Layer 

number

Target number

1 2 3 4 5 6

1 N* S** S N N S

2 N S S N S N

3 N S N S S N

4 N S N S N S

* 비함침 직물(N), ** 함침 직물(S)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a projectile and fabric

Projectile - Johnson-Cook Model

Density 

(g/mm3)

Shear 

modulus

(MPa)

Young's 

modulus 

(MPa)

Poisson's 

ratio

0.784E-3 0.770E+5 0.200E+6 0.30

Yield stress

(MPa)

Hardening 

constant

(MPa)

Hardening 

exponent

Strain rate 

constant

0.792E+3 0.510E+3 0.260 0.014

Thermal 

softening 

exponent

Melting 

temp.

(K)

Reference 

temp.

(K)

Specific 

heat

(J/kg.K)

1.03 1793 300 477

Fabric - Plastic Kinematic Model

Density 

(g/mm3)

Young's 

modulus 

(MPa)

Poisson's 

ratio 

Yield stress

(MPa)

0.144E-3 0.80E+5 0.36 0.280E+4

Tangent 

modulus 

(GPa)

Hardening 

parameter 

Failure 

strain 

0 0 0.035

2.2 STF 효과 적용

  탄두가 액체방탄직물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얀과 얀 

사이에는 전단농화 효과가 작용하게 된다. 이때 직물

에 분산된 나노 실리카 입자로 인한 전단농화효과를 

다음과 같이 상대속도에 의존하는 마찰계수로 모델링

할 수 있다[10].

 
 (1)

  여기서 는 동마찰계수(dynamic friction coefficient), 

는 정마찰계수(static friction coefficient), 는 감쇠상

수(exponential decay constant), 는 접촉하는 두면에

서 질점 사이의 상대 속도이다.

  Lee와 Kim은 식 (1)의 모델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

해서 평직물에서 단일 얀을 등속으로 뽑을 때 필요한 

힘과 에너지를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LS-DYNA를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10]. Fig. 2와 같이 전산해석 결과가 실

험 결과를 근사할 수 있도록 쿨롱 마찰계수를 선정하

였으며, 도출된 마찰계수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Fig. 2. Comparison of the pull-out force and energy 

of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s for neat 

fabric at a pull-out speed of 50 mm/min[10]

Table 3. Model parameters for the semi-empirical 

coefficient of friction in Eq. (1)[10]

Neat fabric STF fabric

 0.15 0.79

 0.12 0.87

 1.23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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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 결과 및 분석

3.1 방탄직물 조합에 따른 탄두의 속도 변화

  방탄직물은 빠른 속도로 충돌하는 탄두의 운동에너

지를 분산시키고 흡수하여 유사시 장비 및 인명을 보

호한다. 그러므로 충돌 전후의 탄두 속도 변화는 방탄

직물의 성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물리량이

다. Fig. 3은 Table 1에 정리한 6가지 형태의 4층 직물

에 지름 8.9 mm의 구형 탄두가 250 m/s로 충돌했을 

때 시간에 따른 탄두의 속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다. 탄두의 잔류 속도는 비함침 직물만으로 이루어

진 Target 1의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 함침 직물만으

로 이루어진 Target 2의 경우에 가장 낮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탄두와 처음 충돌하는 직물 층이 전단농

화유체에 함침 되어있는 다층직물(Target 2, Target 3, 

Target 6)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다층직물(Target 1, 

Target 4, Target 5)의 경우 보다 탄두의 잔류속도가 낮

다는 사실이다. 탄두와 처음 충돌하는 직물의 함침 유

무에 따라서 방탄 성능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탄두와 처음 충돌하는 직물이 비함침 직물인 경

우에 Target 1의 잔류속도가 가장 높으며 Target 5보다 

Target 4가 높은 잔류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탄

두와 처음 충돌하는 직물이 함침 직물인 경우에는 

Target 3와 Target 6이 비슷하며 Target 2의 잔류속도

가 가장 높다. 이러한 잔류 속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

은 얀과 얀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의 효과와 함침 

직물과 비함침 직물의 배열 차이로 볼 수 있다. 얀과 

얀 사이의 마찰이 작용하면 얀이 변형하는데 더 높은 

힘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얀에서는 더 높은 인장

응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얀의 서로 다른 변형률

로 인해 내부에너지 및 운동에너지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해석에서 사용한 탄두는 강성이 높고 다층직물은 얇

아 충돌 과정에서 파손에 의한 탄두의 질량 변화는 없

다.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 탄두의 운동에너지는 탄두

의 속도의 제곱에만 비례한다. 따라서 충돌 전후의 운

동에너지 차이는 방탄직물에 충돌의해 분산 및 전달된 

에너지로 간주하여 방탄성능을 측정하는 물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Fig. 3에서 감소한 탄두 속도의 제곱

은 Fig. 4에서 감소한 탄두의 운동에너지 양과 비례함

을 알 수 있다. Fig. 4에서 전단농화 유체가 함침된 

Target 2의 경우 운동에너지 감소율이 높아 방탄성능

이 가장 우수하며, 비함침 된 Target 1은 운동에너지 

감소율이 낮아 방탄성능이 가장 저조함을 알 수 있다. 

Target 3와 Target 6이 비슷한 운동에너지 감소량을 가

지므로 방탄성능이 비슷하며 Target 5, Target 4 순서로 

방탄성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3. Projectile velocity versus time curves for 

simulated fabric targets

  Fig. 4. Decreased kinetic energy of projectile after 

penetrating fabric targets

3.2 방탄직물 조합에 따른 직물에 작용하는 마찰에

너지와 총에너지 변화

  탄두가 충돌하기 전 직물은 정적 평형상태를 유지하

기 때문에 직물의 변형에너지나 운동에너지는 모두 없

는 상태이다. 탄두가 직물에 충돌하는 동안 탄두가 가

지고 있는 운동에너지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직물의 운

동에너지와 변형에너지 그리고 접촉 계면사이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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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에너지로 변환되어 탄두의 속도는 점차 감소하

다가 잔류속도에 이르게 된다. Fig. 5는 해석에 이용된 

6가지 형태의 4층 직물이 충돌 시간에 따른 총에너지

(total energy)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이 때 직

물의 총에너지는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와 내부에너

지(internal energy)의 합이다. 운동에너지는 식 (2)와 같

이 각 질점에서 작용하는 가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내부에너지는 식 (3)과 같이 응력과 변형률

을 통해 계산되는 에너지와 상태방정식을 통해 계산되

는 에너지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

  



   (2)

      
∆ (3)

    

∆ 



















∆


  여기서 는 각 방향의 속도이다. 는 요소의 

체적, ∆는 요소의 체적 변화이며, 는 상태방정식

으로부터 계산되어진 압력이다. 는 체적점성(bulk 

viscosity)이며, 는 편차응력요소(deviatoric stress 

component), ∆는 편차변형률요소(deviatoric stress 

component)의 변화량이다.

  Fig. 5를 보면 시간 0.005 ms부터 탄두가 직물에 충

돌을 시작하면서 탄두의 운동에너지는 전달되어 직물

의 총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직물의 총

에너지는 Fig. 3의 탄두 잔류속도와 같이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탄두와 처음 충돌하는 직물이 함침 

직물일 경우 비함침 직물일 경우보다 총에너지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탄두의 운동에너지는 직물과 충돌하

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탄두의 감소한 운동에너지 일부

는 직물의 총에너지로 전달된다. 식 (1)과 같이 얀과 

얀 사이에는 상대적인 속도 차이에 의해 마찰력이 발

생하게 되는데, 각 직물 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

이 다르며 직물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량 

또한 다르다. 따라서 각 직물 층에서 흡수하는 운동에

너지 양은 서로 다르게 된다.

  Fig. 5에서 총에너지는 시간 0.042 ms까지 상승하였

으며, 이 후에는 직물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속도 

및 변형률의 감소로 총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 Fig. 5 

총에너지 변화 중 시간 0.042 ms까지는 총에너지가 

상승하는 구간으로 Fig. 4에서 감소한 탄두의 운동에

너지 결과와 함께 비교할 수 있다. Fig. 4에서 탄두의 

감소한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Fig. 5에서 보여주는 직

물의 총에너지는 상승하게 된다. Target 2가 가장 높

은 총에너지를 보이며 Target 3와 Target 6, Target 5, 

Target 4, Target 1 순서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탄두

가 관통 후 직물은 변형 속도의 감소로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며, 내부에서 작용하는 응력 및 변형률의 감소

로 내부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Fig. 6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직물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에너지의 변화이다. 

   Fig. 5. Fabric total energy histories for arranged 

combination of neat and STF fabrics

 Fig. 6. Fabric friction energy histories for arranged 

combination of neat and STF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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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2는 모든 층에 함침 직물의 마찰계수를 적용하

여 가장 높은 마찰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Target 

3와 Target 6는 2개 층에는 함침 직물의 마찰계수를 

적용하였고 남은 2개의 층에는 비함침 직물의 마찰계

수를 적용하여 Target 2보다 낮은 마찰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라 Target 2가 Target 3와 Target 

6 보다 더 높은 마찰력이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변형

이 적으므로 총에너지는 Fig. 5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

이 Target 2가 Target 3와 Target 6 보다 빠르게 감소한

다. 그리고 Target 3, Target 6은 2개의 층에 함침 직물

의 마찰계수를 적용하였으므로 총에너지 감소율은 동

일 한 것을 볼 수 있다. Target 1, Target 4, Target 5 

경우에서도, 0.045 ms까지는 비함침 직물로 이루어진 

Target 1보다 2개의 층에 함침직물을 적용한 Target 4

와 Target 5가 높은 총에너지를 보였다. Target 3, 

Target 6은 총에너지가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Target 4와 Target 5는 감소비율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Target 1은 모든 층에 비함침 직물

의 낮은 마찰력이 작용하였으므로 총에너지 감소율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Fig. 7의 충돌 시간동안 

작용한 마찰 에너지의 총합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Target 2에서 가장 높은 마찰에너지가 작용

하였으며 Target 3와 Target 6이 비슷하고 Target 5와 

Target 4, Target 1 순서로 높은 마찰에너지 총합을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층직물에서 함침직물을 사용한 

층의 수에 따라서 마찰력에 차이가 있으며 적층 배열

의 조합에 따라 마찰에너지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Fig. 7. Total friction energy for arranged combination 

of neat and STF fabrics

3.3 방탄직물 조합에 따른 직물의 응력분포

  방호 재료는 탄두와 충돌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많

은 에너지를 흡수하며 높은 응력이 작용하게 된다. 일

반 평판의 경우에는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높은 응력

이 작용하며 반경방향으로 나갈수록 응력이 낮아지지

만, 직물의 경우에는 주응력이 작용하는 얀(principal 

yarns)에서만 높은 응력이 작용하게 된다. Fig. 8과 9

는 시간 0.042 ms 일 때 비함침 직물 Target 1과 함침 

직물 Target 2의 각 층에서 응력분포(von Mises stress)

를 보여주고 있다. Fig. 8 비함침 직물의 경우 1층과 

2층은 관통자와 충돌 후 얀이 파괴되었으며 끊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3층과 4층에서는 얀이 파괴

되지 않았으며 더 넓은 면적에서 응력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9 함침 직물의 경우에는 비함

침 직물과는 달리 1층과 2층에서 얀이 파괴되니 않

았으며 넓은 면적에서 높은 응력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함침 직물에서 변형이 발생했을 때 

얀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해서 변형에 대한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응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Fig. 8과 9를 통해서 얀이 파괴되는 시

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탄두의 운동에너

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시간 차이가 생기며 Fig. 3와 

Fig. 4와 같이 잔류속도 및 운동에너지 감소량에 영

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주응력이 작용하지 않는 얀

에서는 응력변화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관통자

의 운동에너지 흡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8. Fabric stress contour for neat fabrics at 

0.042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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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은 탄두와 충돌하는 주응력이 작용하는 얀의 

시간경과에 따른 평균 von Mises stress를 나타낸 것이

다. 주응력이 작용하는 얀은 탄두와 접촉하는 6개의 

위사와 경사 얀을 사용하였다. 평균 von Mises stress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0.04 ms까지는 상승 하였으며 이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Target 2에서 가장 높은 

응력이 나타나며 Target 6, Target 3, Target 5, Target 4, 

Target 1 순서로 Fig. 4 탄두의 감소한 운동에너지와 

Fig. 5 총에너지 변화 경향성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9. Fabric stress contour for STF fabrics at 

0.042 ms

Fig. 10. Fabric von Mises stress histories for arranged 

combination of neat and STF fabrics

3.4 충돌 속도에 따른 탄두의 속도 변화 비교

  탄두가 고속으로 직물에 충돌 할 때 적층 직물의 배

열에 따른 방탄 효과를 알아보고자 충돌속도 500 m/s

일 때 관통자의 속도를 비교하였다. Fig. 11은 Table 1

에 정리한 6가지 형태의 4층 직물에 지름 8.9 mm의 

구형 탄두가 500 m/s로 충돌했을 때 시간에 따른 탄

두의 속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탄두의 잔류 

속도는 Fig.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함침 직물만으

로 이루어진 Target 1의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 함침 

직물만으로 이루어진 Target 2의 경우에 가장 낮았다. 

Target 2 다음으로 Target 3의 잔류속도가 낮은 것은 

일치한다. 그러나 Target 5와 Target 6의 잔류속도가 비

슷하게 나왔으며, 함침 직물을 배열한 Target 4와 함침

직물을 배열하지 않은 Target 1이 비슷한 결과가 나타

났다. 그리고 250 m/s로 충돌시 속도의 편차는 28.1372 

m/s이며 500 m/s로 충돌시 속도의 편차는 0.4983 m/s로 

고속 충돌 결과 STF 함침직물의 마찰력으로 인한 방

탄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탄두

가 높은 속도로 충돌하면 직물을 관통하는 동안 접촉

하는 시간 이 짧아진다. 따라서 운동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며 짧은 시간동안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다. 저속 충돌과 동일한 점

은 충돌 전면에 함침직물을 배열하면 탄두의 잔류속

도가 낮아지는 점은 같다. 그리고 Target 1와 Target 2

를 제외하고 적층 순서에 따른 방탄 성능을 비교해보

면, Target 3(S/S/N/N)이 가장 높고, Target 6(S/N/N/S), 

 Fig. 11. Projectile velocity versus time curves for 

simulated fabric targets at impact velocity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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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5(N/S/S/N), Target 4(N/N/S/S) 순서이다. Target 

3, Target 6와 같이 탄두와 충돌하는 제일 앞에 함침 

직물층(S)이 올수록 방탄 성능이 높고 Target 4, Target 

5와 같이 비침 직물층(N)이 올수록 방탄 성능이 나쁜 

것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층 방탄직물 구성 시 전단농화유체 

함침 직물(STF fabric)과 비함침 직물(neat fabric)의 직

물 조합으로 만들어진 6가지 형태의 적층 배열에 따

른 방탄성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수치해석을 진행하

였다. 방탄직물을 관통한 탄두의 속도 및 운동에너지

를 계산하고 충돌과정에서 방탄직물의 변형 및 응력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속충돌에서 탄두의 잔류 

속도 비교를 통해 속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STF 함침 직물과 비함침 직물의 충돌에 대

한 경향성을 에너지와 마찰의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1) 탄두와 처음 충돌하는 직물의 함침 유무에 따라서 

탄두에 대한 방탄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탄두와 처음 충돌하는 직물이 함침 직물일 

경우 비함침 직물일 경우보다 낮은 잔류속도를 보

였다. 탄두와 처음 충돌하는 직물이 함침 직물인 

Target 2가 가장 낮은 잔류 속도이므로 많은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였으며, 탄두와 처음 충돌하는 직

물이 비함침 직물인 Target 1이 낮은 운동에너지를 

전달한 것을 알 수 있다.

2) 탄두와 처음 충돌하는 직물이 함침 직물일 때 비

함침 직물일 경우보다 직물에서 작용하는 총에너

지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탄두가 직물을 

관통 후 직물의 총에너지 변화는 함침 직물과 비

함침 직물의 층수에 따라서 총에너지 감소율은 비

슷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이는 함침 직물과 비함

침 직물 사이에서 각각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므로 직물의 종류와 수가 같다면 마찰력에 의해 

감소하는 총에너지 비율은 같게 된다.

3) 직물은 충돌지점을 중심으로 주응력이 작용하는 얀

에서 높은 응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영역에

서는 낮은 응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함침 

직물보다 함침 직물에서 높은 응력 응력분포가 나

타났으며 von Mises stress 그래프에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4) 저속과 고속 충돌 모두 충돌 전면에 함침직물을 배

열하면 탄두의 잔류속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

지만 고속 충돌에서는 STF 함침 직물의 방탄 효과

가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설계적인 측면에서 방탄

복은 전면에서 탄두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매개체

가 있고 그 후면에 저속에서 방탄 효과가 큰 STF 

함침 직물을 배열하면 좋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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