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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폭발성형탄(Explosively Formed Penetrator, EFP)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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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작약탄과 작동원리는 유사하나 원뿔형 라이너 대신 

접시형 라이너를 사용하므로 기폭시 성형작약탄의 초

고속 제트와 달리 속도가 2~3 km/s인 한 덩어리의 발

사체를 형성한다. 폭발성형탄은 성형작약탄에 비해 관

통깊이는 훨씬 작으나 관통구멍의 직경이 크고, 속도 

구배가 없어서 붕괴(breakup)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큰 

Research Paper 에너지 ․ 탄두 부문

선형폭발성형탄(LEFP) 충격에 의한 WHA 관통자의 
관통성능 감소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주재현*,1) ․ 최준홍1) ․ 구만회1) ․ 김동규1)

1)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

Numerical Analysis on Penetration Reduction of a WHA Penetrator 
by an Impact of Linear Explosively Formed Penetrator(LEFP)

Jaehyun Joo*,1) ․ Joonhong Choi1) ․ ManHoi Koo1) ․ Dongkyu Kim1)

1) The 5th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Korea

(Received 25 November 2016 / Revised 22 March 2017 / Accepted 26 May 2017)

ABSTRACT

  A linear explosively formed penetrator(LEFP) is a modification of the explosively formed penetrator(EFP). An 

EFP is axisymmetric and has a dish-shaped liner while LEFP has a rectangular-shaped liner with curved cross 

section. Upon detonating LEFP forms laterally wide projectile like blade, leaving a long penetration hole on the 

target. On the other hand, a long-rod tungsten heavy alloy(WHA) penetrator is one of the major threats against 

most of the ground armored vehicles. In this paper, the feasibility of using an LEFP in protecting against a 

long-rod WHA penetrator by colliding LEFP into the threat was investigated through a set of numerical 

simulations. In this study,  a scale-down WHA penetrator with length to diameter ratio(L/D) of 10.7 and 7.0 mm 

diameter was used to represent a long-rod WHA penetrator. LS-DYNA and Multi-Material ALE technique were 

employed for the simulation. For estimation of the protection effect by LEFP, residual penetration depths into RHA 

by the threat were compared according to various impact locations against the threat.

Key Words : Linear Explosively Formed Penetrator(선형폭발성형탄), WHA penetrator(텅스텐 중합금 관통자), LS-D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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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에 적합하다. 선형폭발성형탄(Linear Explosively 

Formed Penetrator, LEFP)은 축대칭 형태인 EFP를 길

쭉한 사각형 형태로 만든 것으로 탄 기폭시 칼날과 

같은 긴 관통자를 발생시켜 관통구멍의 길이가 대략 

라이너 길이에 해당하는 긴 형태를 나타낸다. M. Held

는 성형작약탄, EFP, LEFP 등에 대해 이격거리에 따

른 관통구멍 깊이와 길이를 도식화하여 차이점을 알

기 쉽게 설명하였다[1]. LEFP는 속도가 2 km/s 정도로 

전차에서 발사되는 긴 관통자보다 빠르고, 라이너 길

이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어서 방호면적이 넓고 또한 

질량이 크므로(massive) 지상 전투차량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긴 관통자에 LEFP를 충돌시켜 긴 관통자에 

손상을 주는 방법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동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LEFP를 긴 관통자

에 충돌시켰을 때의 긴 관통자의 거동 변화와 관통성

능 변화에 대해 수치해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문헌조

사 결과 LEFP에 대한 공개된 연구결과는 희소하였다. 

Gou 등[2]은 LS-DYNA와 ALE 기법을 적용하여 측면 

기폭 경우의 LEFP 형성 결과를 시간 간격 별로 일부 

제시하였으나 자세한 해석과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은 긴 관통자에 대한 LEFP 충돌 효과에 대한 

수치해석을 위해 explicit 비선형 유한용소해석 코드인 

LS-DYNA[3] 및 LS-DYNA의 MM(Multi-Material)-ALE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기법을 적용하여 LEFP 

형성에서부터 초기 속도가 1600 m/s이고 L/D = 10.7인 

긴 관통자에 대한 LEFP 충돌 및 충돌로 인해 손상된 

WHA 관통자에 의한 RHA에 대한 잔류관통해석을 수

행하였다. LEFP에 의한 다양한 충돌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WHA 관통자에 대한 충돌위치를 달리하여 WHA 

관통자의 충돌후 거동 및 RHA 관통깊이와의 연관성

을 분석하였다.

2. 선형폭발성형탄에 의한 위협체 충돌 해석

2.1 LEFP 형성 해석

2.1.1 MM-ALE 해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문제는 LEFP탄이 기폭

하여 LEFP가 형성되고 이 LEFP가 고속으로 접근하는 

WHA 관통자(이하 위협체라고도 함)와 충돌하여 위협

체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위협체가 RHA 장갑을 관통

하는 연속적인 상황을 한 문제로 모델링하여 수치해

석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

속충돌 및 폭압해석에 활용되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도구인 LS-DYNA와 LS-DYNA에서 제공하는 MM-ALE 

기법을 적용하였다. LEFP 형성은 폭약의 폭발 및 금속

라이너의 변형 거동 등에 대한 유체거동 해석이 필요

하므로 Eulerian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한요소해

석 기법중 Lagrangian 기법은 mesh가 물체에 고정되어 

같이 움직이므로 요소의 심한 변형이나 왜곡(distortion)

이 발생하면 수치계산의 error로 인해 더 이상 해석을 

진행할 수 없다. 반면 Eulerian 기법은 전체 mesh가 고

정되어 있고 물체가 유체거동을 하여 mesh사이를 이동

하므로 LEFP 형성과 같이 화약의 폭발 및 이로 인한 

탄 케이스 구조 및 라이너의 붕괴와 같은 큰 압력에 

의한 물체의 대변형을 표현할 수 있다. ALE 기법은 

Eulerian 기법에 비해 더 진보된 것으로 Eulerian mesh

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 회전, 팽창 또는 수축할 

수 있어서 mesh 간 물체의 이동(advection)이 최소화되

고 Eulerian 기법에 비해 mesh를 감소시킬 수 있어 해

석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Eulerian 

기법은 mesh의 속도가 0인 ALE기법의 한 종류이다. 

LEFP 형성에 대한 ALE 해석에서 폭약, 라이너, 구조, 

공기 등 다양한 물질이 한 mesh내에서 섞이게 되므로 

Multi-Material ALE 해석이 필요하며 폭약, 라이너, 구

조, 공기는 각각 물리적으로 다른 재료이므로 각각 별

개의 material group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제작된 LEFP탄의 실제 모습 및 제원은 각각 Fig. 

1 및 Table 1과 같다.

Fig. 1. An LEFP manufactured in this study

Table 1. Reference information for the LEFP

구성품 종류/재질 비고

화약 DXC-20 밀도 1.68 g/cm3, 화약량 270 g

라이너 Copper(Cu)
두께 1.5 mm, 길이 200 mm, 

곡률반경 50 mm

구조 AL6061-T6 200×40×40 mm3, 두께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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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P에 대한 ALE 해석에서 탄 기폭시 폭약의 폭발 

및 이로 인한 라이너 및 구조 붕괴 등의 LEFP 형성과

정을 수치모사하기 위해 LEFP 및 LEFP를 포함하는 

주변공기와 LEFP가 진행하는 경로에 있는 공기영역

이 모델링 되어야 하므로 LEFP 형성 해석모델을 Fig. 

2와 같이 작성하였다. Fig. 2에서 LEFP 모델의 단면을  

보이기 위해 전체 유한요소모델중 반쪽만 나타냈으며 

그림 크기를 줄이기 위해 LEFP 아래쪽의 주변공기 경

계는 완전히 포함하지 못하였다. Fig. 2에서 LEFP 형

성 해석 모델은 모든 part들에 대해 8절점 hexahedron 

solid 요소를 사용하였고 multi-material 적용을 위해 

element formulation option은 1-point ALE multi-material 

element formulation(ELFORM = 11)을 적용하였다. ALE 

part 사이의 material flow 계산을 위해 part 간의 경계

면에 위치한 절점들이 공유되어야 하므로 폭약, 라이

너, 구조 및 주변공기 part간 경계면(interface)에서 단일 

절점을 갖도록 중첩되는 절점들을 통합(merge)하였다.

  Fig. 2. A finite element model for ALE analysis of 

LEFP formation(a half part is shown)

   Fig. 2의 LEFP 형성 유한요소모델에서 SOLID요소

의 크기는 LEFP 및 LEFP와 연결되는 공기요소는 한 

변이 1 mm로, 나머지 공기 부분은 한 변이 1.25 mm로 

요소 크기를 정하였고, 이에 따라 LEFP 모델의 요소 

수는 284,012개 이고, 주변 공기 요소 수는 3,902,652

개로 총 요소수가 약 418만 여개이다. 폭약과 LEFP는 

공기요소의 경계면에서 빠져나가도록(flow out) 별도의 

경계조건은 부여하지 않았다. LEFP의 기폭지점이 측면

의 화약표면이므로 동일한 지점을 *Initial_Detonation으

로 설정하였다. LEFP 기폭이후의 LEFP 속도를 측정하

기 위해 라이너 요소의 중심선 상에 5개의 점(T1~T5)

을 *Database_Tracer 점으로 설정하였다. LEFP의 구성

재료는 부품별로 Table 1과 같고 LEFP 형성해석을 위

한 각 재료에 대한 material model 및 EOS(Equation of 

State)의 물성치는 기존 문헌[4~7]에서 구하였으며 이를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the LS-DYNA model 

for LEFP analysis

Material LS-DYNA Cards(Units = mm, kg, ms, GPa)

DXC-20

(LX-14와 

유사)

 *MAT_HIGH_EXPLOSIVE_BURN[4]

RO D PCJ

1.83e-6 8780. 34.2

 *EOS_JWL[4]

A B R1 R2 OMEG E0

765.434 21.932 4.5 1.5 0.33 10.6

AL6061-

T6

 *MAT_JOHNSON_COOK[5]

RO G A B N C M

2.704e-6 28.0 0.324 0.114 0.42 0.002 1.34

TM CP D1 D2 D3 D4 D5

855. 863. -0.77 1.45 -0.47 0.0 1.6

 *EOS_GRUNEISEN[6]

C S1 S2 S3 GAMMO

5210. 1.4 0.0 0.0 1.97

Copper

(OFHC)

 *MAT_JOHNSON_COOK[5]

RO G A B N C M

8.96e-6 46.0 0.09 0.292 0.31 0.025 1.09

TM CP D1 D2 D3 D4 D5

1356. 383. 0.54 4.89 -3.03 0.014 1.12

 *EOS_GRUNEISEN[6]

C S1 S2 S3 GAMMO

3920. 1.488 0. 0. 1.96

Air

 *MAT_NULL[7]

RO

1.29e-9

 *EOS_LINEAR_POLYNOMIAL[7]

C0 C1 C2 C3 C4 C5 C6

0.0 0.0 0.0 0.0 0.4 0.4 0.0

E0 V0

0.00025 1.0

2.1.2 LEFP 형성 해석 결과의 타당성 검토

  Fig. 2의 LEFP 형성 유한요소모델에 대한 LS-DYNA 

MM-ALE 해석결과 LEFP 기폭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교란체가 형성 및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Fig. 3에서 보듯이 LEFP에 대한 기폭지점이 한 

쪽 측면이므로 t = 0~30 µs 동안 기폭지점의 측면부터 

탄이 기폭되어 폭압이 발생하고 폭압에 의해 케이스 

구조가 붕괴되고 라이너가 변형되면서 LEFP 관통자가 

가로방향(lateral)으로 순차적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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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0 ㎲ (b) t=~20 ㎲

(c) t=~30 ㎲ (d) t=~80 ㎲

X

Y

Z

Fig. 3. Results of the LEFP formation analysis

  Fig. 3에서 약 30 µs 이후에는 관통자 형성이 완료되

어 폭압에 의해 관통자가 아래로 진행함을 알 수 있

다. t = 30 µs 이후의 LEFP 진행과정에서 보듯이 측면 

기폭 영향으로 관통자의 위치가 가로방향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관통자 형상은 가로방향으로 활

처럼 휘어진 비대칭적인 모양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LEFP 라이너(liner) 중심선상의 5

개점(T1~T5)의 Z방향(LEFP 진행 방향) 속도(Vz) 비교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에서 라이너의 중심에서 

길이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정된 T1~T5점의 Vz 

속도가 기폭점에서 가까운 순서(T1 이 가장 가깝고 

번호가 증가할수록 기폭점에서 멀어짐)대로 발생하므

로  LEFP 형성이 라이너의 길이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4에서 LEFP의 Vz 속도는 

증가-감소-안정기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통자 

속도는 약 30 µs에서 최대속도에 도달하는데 이는 

Fig. 3에서 보듯이 LEFP 형성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폭약이 모두 폭발하여 폭발 에너지가 최대가 되기 때

문으로 추정된다. 측면 기폭에 따라 라이너 길이 방향

으로 폭약의 점진적인 폭발이 발생하여 폭발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므로 기폭점에서 가까운 T1, T2 보다 기

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위치인 기폭점에서 떨어

진 T3~T5의 속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LEFP 형

성 완료후 안정화된 관통자의 속도는 약 2.4 km/s 내

외임을 알 수 있다. LEFP는 공기요소 내에서 계속 진

행(advection)하다가 공기요소 경계를 벗어나서 사라지

므로 그때부터는 Fig. 4의 우측과 같이 속도가 더 이

상 나타나지 않는다.

Fig. 4. Velocity of LEFP in Z-direction

163 µs

254 µs

50 mm

Fig. 5. A flash radiograph of LEFP formation

  Fig. 5는 flash X-ray를 이용한 본 연구의 LEFP 형성 

가시화 실험에서 획득한 LEFP 관통자 형상이다. 앞서 

해석에서 예측된 대로 측면기폭에 의해 LEFP 관통자

가 비대칭적으로 휘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Fig. 5에

서 나타난 자의 눈금을 이용하여 두 관통자 선단의 위

치를 구한 뒤 X-ray 트리거 시간간격을 이용해 LEFP 

속도를 계산한 결과 2.2 km/s로 해석에서 예측된 LEFP 

속도인 2.4 km/s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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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결과로부터 구한 LEFP 형성후의 LEFP 형상과 

속도가 해석결과와 유사하므로 해석모델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2.2 위협체의 기본 관통성능 해석

  본 연구에서는 LEFP에 의한 위협체의 관통성능 감

소 확인을 위해 대상 위협체로서 Fig.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직경 7.0 mm이고 길이 대 직경 비율(L/D)이 10.7

인 텅스텐중합금(WHA) 관통자를 사용하였다. 이 위협

체는 30미리 고체추진포(Solid propelled gun)에서 운용

되며 105미리 대구경 운동에너지탄의 관통자를 1/4로 

축소한 것으로 주로 장갑재료 성능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Fig. 6. A WHA penetrator of L/D = 10.7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the LS-DYNA model 

for WHA and RHA

Material LS-DYNA Cards(Units = mm, kg, ms, GPa)

Tungsten 

Heavy 

Alloy

(WHA)

 *MAT_JOHNSON_COOK[8]

RO G A B N C M

17.35e-6 124. 1.411 0.223 0.108 0.0221 1.0

CP D1 D2 D3 D4 D5

134. 0.0 0.33 -1.5 0.042 0.0

 *EOS_GRUNEISEN[6]

C S1 S2 S3 GAMMO

3970. 1.2954 0. 0. 1.43

Rolled 

Homogen-

eous 

Armor

(RHA)

 *MAT_JOHNSON_COOK[8]

RO G

7.8e-6 77.5

A B N C M

1.16 0.416 0.284 0.0124 1.0

CP D1 D2 D3 D4 D5

477. 0.05 3.44 -2.12 0.002 0.61

 *EOS_GRUNEISEN[9]

C S1 S2 S3 GAMMO

4570. 1.49 0. 0. 1.16

  위협체의 관통성능 감소 비교를 위해서는 LEFP에 

의해 교란되지 않은 상태의 위협체의 장갑 관통깊이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속 충돌 및 관통해석에 

적합한 Johnson-Cook 모델을 사용하여 위협체(WHA)에 

의한 RHA 장갑 관통해석을 수행하였다. LS-DYNA 관

통해석모델에서 WHA와 RHA에 사용한 주요 물성치

는 역시 기존 문헌[7~9]으로부터 인용하였으며 Table. 3

과 같다. WHA 관통자에 의한 RHA 관통해석에서 위

협체의 충돌속도는 1600 m/s이고, 위협체와 RHA간의 

contact 설정은 CONTACT_ERODING_SURFACE_TO_ 

SURFACE를 적용하였다. 해석모델이 좌우대칭 조건이

므로 Fig. 7(a)에서 보듯이 대칭면을 기준으로 반쪽만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 최종 관통깊이 형상은 

Fig. 7(b)와 같다.

(a) t = 0.0 µs (b) t = 150.0 µs

100 mm

100 mm

Fig. 7. An LS-DYNA analysis model and result for 

penetration into RHA by the WHA penetrator 

(A half symmetric analysis)

RHA 입증판

위협체 

진행방향

입증판 고정 치구

 Fig. 8. A ballistic test to measure RHA penetration 

depth by the WHA penetrator

  해석모델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Fig. 8과 같이 실제

로 위협체의 RHA 관통성능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8은 실험에서 사용된 30미리 고체추진포 장치에

서 표적거치 공간에 150×150×25.4 mm3의 RHA 입증

판을 적층하여 설치한 모습이다. 수회에 걸친 실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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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RHA 입증판에 대한 위협체의 충돌속도 평균은 

1631 m/s로 측정되었고 이는 해석(Fig. 7)에서의 충돌

속도인 1600 m/s와 비교시 차이가 약 1.9 %에 불과하

고, Fig. 7의 해석결과가 실험에서 측정한 RHA 평균 

관통깊이 대비 89.3 % 수준으로 나타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해석모델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2.3 LEFP에 의한 위협체 충돌 효과 분석

2.3.1 충돌조건 및 해석 모델링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LEFP 형성 해석과 위협체

의 기본적인 RHA 관통성능해석이 완료되었으므로 

LEFP에 의한 충돌에 의해 위협체의 RHA 관통성능이 

얼마나 감소될 지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LEFP가 위협체를 충돌하는 개념을 

Fig. 9와 같이 설정하였고 LEFP에 의한 효과적인 충

돌조건을 찾기 위해 위협체에 대한 LEFP의 충돌위치 

를 변화시키면서 각 조건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H1

L1

L2

LEFP

RHA 
장갑

위협체

75 ㎜충돌 예상
지점(A)

Vs = 1600 ㎧

100 x 100 x 100 ㎣

충돌 위치(B)

LEFP 진행 방향

기폭점
(side)

전방 중앙 후방

X

Z

Y

 Fig. 9. A schematic for analysis of collision against 

the threat by LEFP

  Fig. 9에서 위협체의 초기속도는 1600 m/s이고 H1, 

L1, L2는 각각 LEFP, 위협체 및 RHA 위치 설정을 위

한 치수로 LEFP 형성이 완전히 완료된 후에 LEFP가 

위협체를 충돌하고, 위협체는 LEFP에 의한 손상을 받

은 후에 RHA를 관통하도록 하되 해석의 효율성을 위

해 적절한 거리(H1 = 80 mm, L2 = 50 mm)로 설정하

였다. LEFP에 의한 위협체의 충돌지점은 위협체의 전

방부위(1/3 지점), 중앙부위(1/2 지점), 후방부위(2/3 지

점) 등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고 충돌지점과 위협체 

간 거리 L1은 위협체 충돌위치에 따라 47 mm(전방), 

34.5 mm(중앙), 22 mm(후방) 등으로 달리 설정되었다. 

Fig. 9의 해석개념에 따라 작성된 LS-DYNA 해석모델

은 Fig. 10에서 보는바와 같다. Fig. 10의 해석모델에

서 LEFP와 주변공기 part는 MM_ALE 요소, 위협체와 

RHA는 Lagrangian 요소이다. Lagrangian 요소를 포함

하는 ALE 해석모델에서 Lagrangian mesh는 ALE mesh

에 중첩될 수 있지만 ALE part와 Lagrangian part 사이

에 절점은 공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시 위협체

(Lagrangian)가 공기 요소(ALE)를 통과하지만 두 요소

의 절점은 공유할 필요가 없다.

X

Z
Y LEFP

RHA

Surrounding 
Air

WHA 
Penetrator

Fig. 10. An LS-DYNA MM-ALE analysis model for 

collision against the WHA penetrator by an 

LEFP

  Fig. 10의 해석모델에 대한 해석시 LEFP 형성, 비행

하는 위협체에 대한 LEFP 충돌, LEFP에 의해 손상된 

위협체에 의한 RHA 관통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LEFP 형성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M-ALE

해석으로 수행되고, LEFP에 의한 위협체 충돌은 MM- 

ALE 요소(LEFP)와 Lagrangian 요소(위협체) 사이의 상

호작용으로 LS-DYNA의 *CONSTRAINED_LAGRANGE 

_IN_SOLID로 모델링하였으며 주요변수 입력값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Some input variables of LS-DYNA for 

*CONSTRAINED_LAGRANGE_IN_SOLID

NQUAD CTYPE DIREC MCOUP

coupling 
point 수

coupling 
method

coupling 
direction

Multi-material 
option

3 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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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LEFP에 의해 충돌한 위협체에 의한 RHA 

관통해석은 Lagrangian 요소간의 충돌로서 LS-DYNA

의 contact 조건중의 하나인 *CONTACT_ERODING_ 

SURFACE_TO_SURFACE를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2.3.2 위협체 충돌위치에 따른 분석

  LEFP가 위협체를 수직하게 충돌하는 경우 위협체의 

충돌 부위에 따른 해석 결과 LEFP에 의한 위협체의 

변형 형상 및 잔여위협체에 의한 RHA 관통 거동은 각

각 Fig. 11 ~ Fig. 13과 같다. Fig. 11 ~ Fig. 13에서 보

듯이 손상된 위협체가 RHA를 관통하는 과정은 관통거

동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RHA와 위협체를 좌우 대칭

면에서 절단하여 반쪽만 나타냈다.

 

(a) t = 48 µs (b) t = 64 µs

(c) t = 84 µs
(d) t = 114 µs

Fig. 11. The WHA penetrator’s behavior of 

deformation and penetration into RHA 

for penetrator front hit

  Fig. 11 ~ Fig. 13에서 보듯이 위협체는 LEFP와의 충

돌부위에서 끊어져서 앞, 뒤 두 부분으로 분리되었으

며, 끊어진 부위(손실부)의 길이는 21~24 mm로 세 경

우가 유사하였다. 충돌에 의한 위협체의 속도 감소 경

우 충돌방향인 Vx 속도 감소는 초기 속도인 1600 m/s 

대비 대략 1.6~6.3 % 감소하여 감소폭이 작은 반면 

위협체 진행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속도인 Vz는 충돌

전에는 0 m/s였으나 충돌후 Vz가 발생하여 최대 -125~ 

-140 m/s까지 증가하였다. Vz는 위협체 길이방향으로 

위치에 따라 Vz 크기와 부호가 다르고 이로 인해 위

협체에 모멘트를 유발한다. Vz에 의한 모멘트에 의해 

Z방향 변위가 발생하며, Z변위 증가는 위협체 길이방

향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a) t = 48 µs (b) t = 56 µs

(c) t = 82 µs
(d) t = 91 µs

Fig. 12. The WHA penetrator’s behavior of 

deformation and penetration into RHA 

for penetrator middle hit

(a) t = 48 µs (b) t = 60 µs

(c) t = 85 µs (d) t = 102 µs

Fig. 13. The WHA penetrator’s behavior of 

deformation and penetration into RHA 

for penetrator rear hit

  Fig. 14와 같은 위협체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Vz 

발생과 Vz에 의한 모멘트 발생 예로써 중앙부위 충돌

경우에 대한 결과를 Fig. 15와 Fig. 16에 나타냈다.



선형폭발성형탄(LEFP) 충격에 의한 WHA 관통자의 관통성능 감소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0권 제3호(2017년 6월) / 391

A

B

C

D

N5053620

N5056768

N5057464

N5056167

X Y

Z

 Fig. 14. Comparison points at the deformed threat 

for middle hit

Fig. 15. Variation of the Vz velocity of the threat for 

middle hit

A B C D
25.8 ㎜

Vz= -11 m/s

Vz(-125 m/s)

Vz= 35 ㎧

Vz= ~0 m/s

23.1 ㎜

Moment
(시계 방향, Nose up)

Moment
(반시계 방향, Nose 

down)

   Fig. 16. Moments induced by Vz at the splitted 

threats for middle hit

  Fig. 15에서 보듯이 위협체의 분리된 뒷부분의 C점

의 Vz 속도가 가장 크게 발생하며 끝부분인 D점은 B, 

C점과 달리 +Vz로 부호가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앞서 

Fig. 12에서 보듯이 분리된 위협체 앞부분은 LEFP에 

의한 충돌후에도 거의 수평한 상태로 RHA에 충돌한

다. 이에따라 A, B점은 A점이 RHA에 충돌하는 시점

인 약 52 µs까지 거의 Vz = 0 m/s로 나타나며 이후 A

점은 관통과정에서 바로 소진(erosion)되므로 Vz 속도

가 0으로 표시되고, B점은 RHA 관통으로 인해 Vz가 

진동한다. 최대 Z변위 지점은 충돌위치에 관계없이 공

통적으로 끊어진 뒷부분의 앞쪽 지점으로 RHA 충돌 

시점에서 최대 -3.7~-6.8 mm이다. Fig. 17은 중앙부위 

충돌 경우의 위협체 Z변위 변화로서 끊어진 위협체 뒷

부분이 RHA에 충돌하는 시점인 약 82 µs에서 뒷부분

의 앞쪽(Fig. 14의 C점) Z변위가 약 -4.1 mm로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Fig. 17. Displacement of the threat in Z direction

  앞에서 보았듯이 위협체는 LEFP에 의해 두 부분으

로 분리되어 앞부분이 RHA를 먼저 관통한 후 뒷부분

이 나중에 RHA를 관통하였다. 이때 잔여위협체의 길

이와 잔여위협체 각 부분에 의한 장갑관통깊이를 비교

하면 Fig. 18과 같다. Fig. 18에서 교란체에 의해 끊어

져서 분리된 잔여위협체의 앞부분은 위협체의 충돌위

치에 관계없이 잔여길이와 장갑관통깊이가 유사(즉 잔

여길이 만큼의 관통깊이가 발생)하고 전체 관통깊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잔여위협체 뒷부분은 잔

여길이에 비해 장갑관통깊이가 크게 감소하여 교란체 

충돌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다. 후방부

위 충돌경우는 끊어진 뒷부분에 의한 장갑 관통이 최

종관통깊이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통깊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끊어진 뒷부분의 관

통성능 감소의 원인은 모멘트 효과 때문으로 Vz 속도

에 의한 모멘트가 위협체의 끊어진 앞부분보다는 끊어

진 뒷부분에 크게 발생하여 이로 인해 Fig. 11 ~ Fig. 

13에서 보듯이 끊어진 뒷부분이 Z변위 증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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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가 발생한 상태로 RHA를 관통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협체의 기본 관통해석 결과와 비교한 

LEFP와의 충돌후 잔여 위협체에 의한 장갑관통깊이 

감소비율은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으며 큰 차이는 

아니나 전방부위와 후방부위 충돌이 중앙부위 충돌보

다는 관통깊이 감소에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8. Comparison of remained threat length with 

their penetration depth into RHA according 

to hit conditions(F and R in index means 

front and rear part of the splitted threat, 

respectively)

Table 5. Reduction ratio of penetration depth into 

RHA by the deformed WHA penetrator 

according to LEFP impact locations

충돌부위 전방 중앙 후방

관통깊이 

감소 비율
39.2 % 35.2 % 38.5 %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상전투차량의 주요 위협 가운데 하

나인 초고속 운동에너지탄 방호에 대한 선형폭발성형

탄(LEFP)의 적용가능성 검토를 위해 선형폭발성형탄

(LEFP)을 L/D = 10.7인 축소된 WHA 관통자(위협체)에 

충돌시켜 위협체의 관통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수치해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비선형 유한

요소해석 코드인 LS-DYNA 및 LS-DYNA의 MM-ALE

기법을 적용하여 LEFP 형성 및 LEFP(ALE 요소)에 의

한 위협체(Lagrangian 요소) 충돌과 충돌에 의해 손상

된 위협체에 의한 RHA 장갑에 대한 잔류관통에 대해 

전산모사하였다. 해석결과 LEFP 측면기폭에 따라 

LEFP 관통자가 비대칭적으로 형성됨을 확인하였고 이

는 Flash X-ray 실험결과와 일치하였다. LEFP에 의한 

위협체 충돌시 위협체 충돌위치에 따른 위협체의 장갑 

관통성능 비교 결과 35~39 % 정도의 관통성능 감소를 

확인하였다. 위협체의 관통깊이 감소의 주된 원인은 

LEFP에 의한 충돌에 의해 위협체 일부가 손실되어 위

협체 길이가 짧아졌고, LEFP와의 충돌로 인해 두 부분

으로 끊어진 위협체에서 Vz 속도 발생으로 인해 모멘

트가 발생하고, 특히 끊어진 뒷부분에서 모멘트 영향

이 커서 이에 의해 끊어진 뒷부분 관통자의 관통성능

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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