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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미사일(smart missile)은 유도 시스템을 이용

한 조종 기능으로 곡선 비행하여 은･엄폐중인 목표물

을 높은 정확도로 타격시키는 무기체계이다(Fig. 1). 
이러한 스마트 미사일 개념에 웨어러블(wearable) 장착 

방식을 채택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서 기동력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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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future weapon systems is the individual smart weapon which has a structure mounted on the forearm 
of soldiers. The structure may cause injuries or affect the accuracy of fire due to its impact on joints when 
shooting. This paper proposes human-impact interaction modeling and a verification methodology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fire applied to the forearm. For this purpose, a human musculoskeletal model was 
constructed and the joints’ behavior in various shooting positions was simulated. In order to verify the simulation 
results, an impact testing device substituting the smart weapon was made and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on a 
real human body. This paper compares the simulation results performed under various impact conditions and the 
experimental values in terms of accuracy and introduces methods to complement th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be a basis for a reliable human-impact interaction modeling, and smart individual weapon development. 

Key Words : Wearable Smart Individual Weapon(장착용 스마트 개인 무장), Fire Impact(발사 충격), Human Body Model
(인체모델), Human Joint Behavior(인체 관절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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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 가능케 하는 차세대 초

소형 신무기 체계를 스마트 개인무장(smart individual 
weapon)이라 칭한다.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아이언 

맨]에서 등장한 무기체계들 중 하박부에서 발사되는 

웨어러블 형태의 초소형 미사일은 스마트 개인무장의 

상징적인 예라고 하겠다[1].
  웨어러블 형태가 아닌 총기 시스템의 발사충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

수 수행되었다. 이영신[2]은 사격 시 발생하는 충격에 

의한 인체충격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영

진[3]은 사격자세 별로 인체 충격량 특성을 분석하였

다. 해외 연구로는 미 육군 환경의학연구소에서 어깨 

견착식 소총 사격 시 병사가 입는 부상의 정도와 반

동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4]. 하

지만 발사충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총기에 국한 되어 있어 스마트 개인무장과 

같은 웨어러블 무기에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Fig. 1. Smart missile guidance system

  총기는 물론이고 웨어러블 형태의 무기체계 개발과

정에서 발사 반동력으로 인해 인체가 받는 충격과 거

동에 관한 연구를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반복실험을 

수행할 시 폭발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충격 조건에 대한 폭 넓은 연구수행에

는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고가의 충돌용 인체모형

(crash dummy)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개인무장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사격으로 인해 인체 하박부에 반동 충격이 가

해졌을 시, 정확한 인체 거동 예측을 위한 인체-충격 

모델링 방법론을 제안한다. 모델의 정확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 충격장치를 제작하여 동일한 조

건에서 인체 하박부에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

여 상반신 주요 관절들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모션 캡처(motion capture)한 후 인체 근골격 모델의 

거동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면서 관절 물성치 등

과 같은 모델의 속성 값을 변화시키는 역추적 방법을 

통해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 인

체 근골격 모델을 대상으로 충격량이나 발사 자세의 

변화와 같이 실험 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실제 인체의 

움직임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

였다.

2. 충격 장치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 과정에서 인체-충격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충격 실험 수

행을 위해 스마트 개인무장을 대체하는 충격 실험 장

치를 고안 하였다. 이 장치는 인체 하박부에 충격을 

가하는 ‘스마트 충격발생 장치’(Fig. 3)와 충격을 전달

받는 ‘스마트 충격흡수 장치’(Fig. 4) 두 개로 구성된

다. 이들 장치는 물리적 설계, CAD 모델을 이용한 검

증, 실제 장치 제작 과정 순으로 만들어졌다.

2.1 스마트 충격발생 장치

  스마트 충격발생 장치는 1900년대 초에 프랑스 과

학자 샤르피(Charpy)가 표준화한 샤르피 충격 시험 장

치의 원리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이는 낙하 추의 무

게와 높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충격량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본 연구 초기에 시도되었던 유압을 이용한 

충격 발생 장치들 보다 비교적 간단하면서 안전하다.
  스마트 개인무장에서 발사되는 초소형 미사일의 무

게가 (kg), 초기 발사속도가 (m/s)로 정의되면 충

격량  (N·s)가 인체에 전달된다. 이 충격량을 무게 

인 추의 진자운동을 이용하여 발생시키려면 최저

점에서 진자의 속도 는 아래와 같다(Fig. 2).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이며 은 진자의 길이, 는 

진자의 운동 전후 각도차이 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 및 사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철

을 재질로 한 추의 무게는 1 kg을 시작으로 200 g 단

위의 소형 추를 필요에 따라 추가 가능토록 하였다. 
발사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이용하여 식 (1)을 도출하였다. 발사속도는 식 (1)에서 

L이나 의 크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충격량을 생성하

는 방식을 택하였다. 따라서 예를 들어 1 kg 추를 사

용하여  (N·s) 충격량을 생성하기 원하면 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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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90도로 하면, 식 (1)을 이용하여 진자의 길이 

  (m)로 조정하면 된다.

    (1)

Fig. 2. Impact generator using a pendulum

(a) 3D CAD model

(b) Real model

Fig. 3. Smart impact generator

  이러한 물리적 설계 요건들을 고려하여 스마트 충

격발생 장치를 설계하였다(Fig. 3). 상용 CAD 시스템 

CATIA V5의 어셈블리 분석모듈인 DMU(Digital Mock 
-Up)를 이용하여 기구학적 특성이나 실제 무게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병사의 체형 및 사격자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의 회전축 높이를 조정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스마트 충격발생 장치 프레임의 재질은 철로 

선택 하였으며, 진자의 회전축에는 2개의 베어링을 장

착하여 진자의 회전 운동에 의한 마찰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시켰다. 진자의 무게가 추의 무게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회전축을 중심으로 무게 평형을 맞추는 균

형추를 추가하였다. 장비의 총 무게는 약 50 kg 정도

이며, 이동이 용이 하도록 조립식으로 설계 하였다.

2.2 스마트 충격흡수 장치

  인체-충격 실험을 위해서는 스마트 충격발생 장치

의 추가 가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개인무장의 웨어러블 특징을 

반영하여 하박부에 장탈착이 용이하고 견고하게 고정

될 수 있도록 벨크로(velcro)를 활용한 장치를 제작하

였다.
  추의 충격이 직접 가해지는 방패에 해당하는 수직

판은 하박부를 따라 위치가 조정가능 하도록 이동식

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병사의 하박부 어느 부분에 발

사 충격력이 가해지는게 안전한지를 인체공학적인 특

성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스마

트 충격흡수 장치의 재질은 초소형 미사일을 장착한 

스마트 개인무장의 무게와 비슷한 범위가 되도록 상

대적으로 가벼운 재질인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다. 추

후에 무게의 변화가 있을 시 수직 판의 크기 등을 조

절하여 손쉽게 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Fig. 4).

Fig. 4. Smart impact abso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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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마트 충격장치를 이용한 충격력 생성

  스마트 개인무장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초소형 미

사일 발사를 위한, 시간에 따른 화약의 폭발력 변화를 

나타내는 충격량 그래프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태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2 소총 약실 내의 충격

량 그래프[Fig. 5][3]를 참고하여 스마트 충격발생장치

와 흡수장치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충

격량 그래프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 5. Experimental impulse curve of a rifle K2

  Fig. 5를 참고하면 K2 소총은 약 0.03초 이내에 최

대충격력이 약 3800 N으로 급격히 증가하다 서서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스마트 개인무장의 충격 특성이 

이와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모사하기 위하여 충

격 흡수판과 동일한 알루미늄 판을 제작한 후 Fig. 6
와 같은 낙구충격 실험장치와 로드셀을 이용하여 충

격량 특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 Drop weight impact test

  낙구충격 실험장치의 제한적인 사양을 고려하여 낙

구의 무게를 4.83 kg 그리고 낙하높이를 0.19 m로 설

정하여(충격량 = 9 N·s) 측정한 결과, Fig. 7과 같이 

철로 만들어진 낙구와 알루미늄 판 사이의 충돌로 인

해 0.0015초 내에 최대 충격력이 약 6700 N까지 증가

하였다가 감소함이 관찰되었다. 다음은 알루미늄 흡수

판에 1 mm 두께의 고무패드를 1장씩 부착시켜 실험

을 수행한 결과, 예상대로 고무판의 댐핑효과로 인해 

최대충격력은 감소하고 이에 걸리는 시간은 증가함을 

볼 수 있다(Fig. 7).

Fig. 7. Impulse curve of smart impact system

  이와 같이 고무나 실리콘 패드의 댐핑 효과를 활용

하면 동일한 충격량에 대해 충격량 그래프의 특성인 

최대충격력과 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 충격장치를 

이용하여 충격량과 댐핑 등을 조정하면 미래 무기 체

계인 웨어러블 스마트 개인무장의 충격량 그래프의 

특성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는 편의상 최대 충격력을 K2 소총과 유사하게 생성하

기 위하여 3장의 고무패드를 충격 흡수판에 부착하여 

실험에 활용하였다. 

3. 연구 방법

3.1 발사자세 및 거동 측정

  스마트 충격발생 장치를 이용한 인체거동 해석을 

위해 발사 자세는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

으로 앞으로 서서쏴, 옆으로 서서쏴, 앉아쏴 3가지 자

세를 선택하였다. 이들 기본자세로 부터 각각 오른 팔

의 뻗은 방향을 수평으로 유지하는 자세와 그리고 상

향으로 하는 자세 등 다양한 발사각도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앉아쏴 자세에서는 충격 후 안정된 자세 

유지를 위하여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받친 형태를 취

하도록 하였고 각 발사 자세당 10초 간격으로 피실험

자에 3번씩 충격을 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과

학적, 윤리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iview Board)의 승인

을 받았으며(승인번호: HYU-2019-03-003-2), 피실험자

는 연구방법에 대해 내용을 설명 들었고,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연구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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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ous positions for impact test : front 

standing, side standing and kneeling positions

  발사 충격 시 인체의 거동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

여 모션 캡처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모션 캡처 장치는 

피실험자에게 부착된 마커(marker)의 좌표를 적외선 카

메라를 이용,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록해 주는 시스

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모션 캡처 시스템은 적

외선 카메라(모델명: Qualisys 7+, Sweden) 18대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들 카메라는 동작이 수행되는 피실

험자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높이 3 m × 5 m × 2 m
의 공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각각의 적외

선 카메라는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커

의 좌표 값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한다. 마커를 인체

에 부착하는 위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체거동 해

석 프로그램인 LifeMOD에서 권장하는 플러그인 게이

트(plug-in gait)[5]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마

커는 총 39개로 구성 되어 있다(Fig. 9).

Fig. 9. 39 Positions of markers attached to a human 

body

3.2 인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발사충격에 의한 거동을 가상의 환

경에서 인체 모델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들 

결과를 3.1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획득한  실제 인체의 

거동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인체-충격 상호작

용 모델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위하여 상용 소프트

웨어인 LifeMOD(LifeModeler, Inc.) & ADAMS(MSC 
Software)를 활용하였다. LifeMOD는 인체모델링을 지

원하며 이를 이용하여 생성된 인체 모델에 다물체 동

역학(MBD; Multi Body Dynamics)에 특화된 ADAMS를 

적용하면 인체 거동을 해석 가능케 한다.
  본 연구에서 이들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이유는 두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운용성이 높고 다른 상용 소프

트웨어보다 추를 이용한 충격 거동해석 등과 같은 본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LifeMOD를 중심으로 충격실험에 대해 소개하

기로 한다.

3.2.1 인체 근골격 모델링

  인체 모델은 대한민국 병사의 표준 체형을 대상으

로 생성하기 위하여 2017년 통계청이 제공한 20대 남

성 평균 체격인 키 173.5 cm와 몸무게 70.9 kg에 근접

한 남성을 표본으로 하였다[6]. 키와 몸무게만으로도 

골격 모델 생성에 필요한 팔의 길이, 허리 둘레 등의 

부수적인 치수가 LifeMOD의 인체모델링 모듈에 의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나 이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국가

인 서양인에 특화된 치수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한국인의 표준체형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조사된 

부수적인 인체치수들이 제공된다[7]. 하지만 인체 모델

을 대상으로 한 거동 시뮬레이션 결과와 모션 캡처 

장비로 실측한 거동 데이터 상호 간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하여 피실험자의 키와 몸무게 외의 부수적인 신

체 사이즈와 관절의 위치를 직접 측정하여 모델 생성

에 활용 하였다(Fig. 10). 이는 부가적으로 피실험자 

신체에 부착한 모션 마커와 관절과의 상대적인 위치

들이 인체 모델과도 일치하는 효과를 가져다주어 시

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골격과 관절로만 구성된 인체모델로도 발사충격으

로 인한 대략적인 거동해석이 가능하나 보다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으려면 근육 모델이 추가된 인체-근골

격 모델 생성이 필수적이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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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ubject's body size and joint locations

충격이 진행되는 동안 개입되는 근육의 활성도를 EMG 
(Electromyograph) 측정을 통해 0~1사이의 값으로 나타

내는 근육활성도 곡선을 LifeMOD에 활용하여 근골격 

모델을 생성하였다.
  인체의 다양한 근육에 EMG 측정을 수행한 결과, 
오른손잡이의 경우, 충격 거동에 주로 개입하는 근육

들은 오른쪽 상반신 근육들로 판명되었고 왼쪽 상반

신과 하체의 근육들은 개입이 미미함을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른쪽 상반신 근육 중, 활성도

가 Fig. 11과 같이 상위 6위까지의 근육들(대흉근, 승

모근, 광배근, 삼각근, 이두근, 삼두근)의 EMG 측정값

을 반영하여 상반신 근육이 추가된 인체 근골격 모델

을 완성하였다.

Fig. 11. EMG curves for major muscles

3.2.2 모션 캡처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인체 거동

  측정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SLF 포맷으

로 변환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션 캡처 장비

는 인체의 거동을 ASCII 파일로 생성함으로 Fig. 12와 

같은 변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측정 된 발사 자세당 3가지 모션 캡처 

데이터를 평균값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ASCII 파일의 

모션 마커를 프로그램 상의 모션 마커와 맞게 정렬하

고 시간을 입력해야 한다. 모션 캡쳐 장비의 주파수가 

120 Hz임을 고려하여 하나의 프레임 당 0.0083(1/120)
초를 설정하였다. 그 후 마커의 배열대로 데이터를 변

환하고 좌표계를 일치시키면 데이터 가공 작업이 마

무리 된다.

Fig. 12. Process for SLF file creation

  위와 같은 작업을 적용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면 인체-근골격 모델에 발사 충격에 의한 피실험자의 

실제 거동 데이터가 기록된다. 이로 인해 인체-근골격 

모델이 피실험자의 발사 충격에 의한 인체거동을 재

현할 수 있다(Fig. 13).

Fig. 13. Process for reproducing actual huma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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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인체-충격 상호작용 모델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실험과 동일한 환경인 가상의 

추를 제작하고 이를 인체 모델에 부착된 충격 흡수판

을 가격하는 형태로 모델링하여 인체-충격 상호작용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역추적 방식의 반복 시뮬레

이션을 통해 인체모델의 거동이 피실험자의 모션 캡

처 거동을 가장 유사하게 모사하는 관절의 물성치인 

강성값(stiffness value)과 감쇠값(damping value)을 도출

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인체-근골격 모델 구축을 시도

하였다(Fig. 14). 강성값과 감쇠값의 역추적 대상인 관

절로는 발사 충격에 의해 거동범위가 가장 큰 팔꿈치, 
어깨, 요추, 흉추, 목 관절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환경에서 스마트 발사 충격, 흡수장치 등을 생성

하여 실제 실험을 하지 않고 충격에 의한 인체 거동

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Fig. 14. Input/Output data in virtual environments

4.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및 분석

  발사 충격에 의한 거동 실측 데이터와 인체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를 위해 Fig. 8에서 소개

한 3가지 발사 자세의 오른팔 발사각을 각각 0°(수평)
와 15˚로 설정하여 총 3 × 2 = 6종류의 발사 자세에 

대해 거동 결과를 도출하였다. 실험 조건으로는 스마

트 충격발생 장치 추의 무게를 편의상 1 kg으로 설정

하였고 충격량은 스마트 개인무장의 개발 범위 사양

으로 고려되는 3 N·s 크기가 되도록 진자 길이를 조

정하여 하였다. Fig. 15~21 그래프의 데이터들은 Fig. 
9에 나타낸 하박부(RFRA)와 머리(RFHD)의 모션마커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 곡선과 파

란색 곡선은 각각 모션 캡처와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

이고, 추가 수직판에 충돌하는 시점부터 최대로 밀려

나는 변위 값을 관찰하였다.
  앞으로 서서쏴, 옆으로 서서쏴의 0°(수평) 자세의 경

우(Fig. 15, 16) 모션 캡처와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할 시, 하박부와 머리 각각의 거동 변화는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른쪽 팔을 뻗은 

방향으로 거동 변화의 차이는 약 6~8 mm로 모델의 

신뢰도가 전체 변위 대비 ±8 % 정도의 오차 범위 내

에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Fig. 15와 16의 그래프를 비교하면 옆으로 서서쏴 

거동의 전체 변화 크기가 앞으로 서서쏴 보다 약 50 
mm에서 20 mm로 약 50 % 이상 감소함이 관찰된다. 
이는 옆으로 서서쏴 자세의 경우(Fig. 8), 추로 인한 

오른쪽 하박부 충격을 후방에 위치한 왼쪽다리가 반

력을 통해 지지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옆으

로 서서쏴 자세가 앞으로 서서쏴 자세보다 훨씬 안정

된 사격자세로 판단된다.
  앉아쏴 0°(수평) 자세의 경우(Fig. 17) 모션 캡처와 

동적 시뮬레이션의 전체거동은 약 10~20 mm대로 다

른 두 자세일 때 보다 약 10~30 mm 정도 감소하여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대로 앉아쏴 자세

가 두 개의 서서쏴 자세에 비해 인체 무게중심의 위

치가 낮아짐으로 상대적으로 충격에 의한 흔들림 영

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발사각이 15°인 두 개의 서서쏴 자세의 경우(Fig. 
18, 19)에는, 실측값과 시뮬레이션 값 모두 변동폭이 

0° 자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일치함을 보이고 

있어 모델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패턴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추가 충돌 이후 정치장치

(stopper)로 인한 정확한 제어가 되지 않아 추가 계속

해서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는 힘에 의한 피실험자의 

거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앉아쏴 자세

의 발사각이 15°로 높아진 경우에는(Fig. 20) 0° 자세

에 비해(Fig. 17), 하박부와 머리의 거동범위가 각각 2
배 이상 크게 늘어남에 따라 모델의 신뢰성이 상대적

으로 낮음이 관찰된다. 이는 오른팔이 올라가면서 왼

쪽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더 이상 무

릎에 의해 오른팔이 고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앉아쏴 자세에서 

상향 사격의 경우, 좀 더 안정된 새로운 자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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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5. Front standing position(3 N·s at 0°): lower 

arm(top) and head displacement(bottom)

  Fig. 16. Side standing position(3 N·s at 0°): lower 

arm(top) and head displacement(bottom)

  Fig. 17. Kneeling position(3 N·s at 0°): lower arm 

(top) and head displacement(bottom)

 Fig. 18. Front standing position(3 N·s at 15°): lower 

arm(top) and head displacement(bottom)

 Fig. 19. Side standing position(3 N·s at 15˚): lower 

arm(top) and head displacement(bottom)

 Fig. 20. Kneeling position (3 N·s at 15˚): lower arm 

(top) and head displacement(bottom)



구성찬 ․ 김태경 ․ 최민기 ․ 김상현 ․ 최성호 ․ 이용선 ․ 김재정

814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2권 제6호(2019년 12월)

  스마트 개인무장의 발사 충격은 무기 연구개발 초

기 단계에서는 설계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충격량 변화에 따른 모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충

격장치 추의 무게가 2 kg으로 증가된 경우의 모션 캡

처 실험을 수행하고, 또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인체-
충격 상호작용 모델을 대상으로 충격량을 두 배로 늘

린 6 N·s에 대한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비교하

였다.
  이들 조건에서 앞으로 서서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

과, 충격량이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Fig. 15의 3 N·s 
경우와 비교할 시 하박부와 머리의 거동 그래프의 패

턴은 유사하게 유지되었으며 변위폭은 2.3~2.6배 늘어

났음을 관찰할 수 있다(Fig. 21). 그리고 인체모델과 모

션 캡처의 거동변위 차이는 하박부와 머리 부분에서 

각각 12 mm와 22 mm로 ±10 % 오차범위를 보였다. 
이는 Fig. 15의 3 N·s 경우와 비교할 시 오차가 ±2 % 
정도 증가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고려해볼 

때 모델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21. Front standing position(6 N·s at 0°): lower 

arm(top) and head displacement(bottom)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체 모델링 기술과 스마트 충격장

치를 이용하여 웨어러블 개인무장의 발사 충격으로 

인한 병사의 관절 거동결과를 예측 가능케 하는 인체

-충격 상호 작용 모델링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실

제 발사 충격 실험과 인체-충격 모델을 이용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여 거동의 변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제안한 방법론이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생성할 수 있

음을 입증하였다. 본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면 웨어러

블 스마트 무장 연구개발 단계에서 화력이 높은 무기 

개발과 동시에 인체공학적으로 병사들의 관절에 충격

을 최소화하고 발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여러 사격자

세 연구를 위한 기초 인체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https://www.youtube.com/watch?v=dpWtJnVw5gg
[2] Young-Shin Lee et al., “A Study on Human Body 

Impact Characteristics of The Human-Rifle System 
on Shooting,”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Vol. 23, No. 7, pp. 159-167, 2006.

[3] Young Jin Choi, et al., “A Study on The Human 
Impulse Characteristics with The Typical Shooting 
Posture,” Korean Society Mechanical Engineers, Vol. 
11, pp. 459-464, 2004.

[4] Kenneth Blankenship et al., “Shoulder-Fired Weapons 
with High Recoil Energy: Quantifying Injury and 
Shooting Performance,” USARIEM, pp. 1-55, 2004.

[5] http://www.lifemodeler.com/LM_Manual_2010/A_motion.
shtml

[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4&tblId=TX
_14401_A041&vw_cd=MT_ZTITLE&list_id=144_14401
_008&conn_path=F0&path

[7] Bon-Yeol Koo, Eun-Joo Park, Dong-Kwon Choi, Jay 
J. Kim, “Example-based Statistical Framework for 
Parametric Modeling of Human Body Shapes,” 
Computers in Industry, Volume 73, pp. 23-38, 2015.

[8] Wan Ho Chung, et. al., “Muscle Fatigue Analysis on 
the Upper Limb for Repeated Load using 3D Human 
Model,”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Vol. 2012, No. 7, pp. 624-631,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