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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high-performance hybrid composite materials have been used for various industrial fields 
because of their superior high strength, high stiffness and lower weight. In this study, manufactured hybrid 
composite materials are composed of two parts. One is hard-anodized Al5083-O alloy as a face material and 
the other is high strength aramid fiber (Twaron®  CT709) laminates as a back-up material. Resistance to 
penetration is determined by protection ballistic limit(V50, a static velocity with 50% probability for complete 
penetration) test method. V50 tests with 0°obliquity at room temperature were conducted with 5.56mm ball 
projectiles that were able to achieve near or complete penetration during high velocity impact tests.

1. 서 론 

고성능 섬유강화 복합재료는 단위 중량당 강성과 
강도가 높으면서 가격도 저렴하여 여러 산업분야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경량임에도 충격 
저항성이 우수하여 방탄재료로의 군사적 이용도도 
날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고속 충격 탄자와 같
이 관통성이 뛰어난 위협 조건으로부터의 방호를 
목적으로 장갑을 설계할 때는 단순 복합재료만으로

는 충분한 방탄성능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 
이런 경우는 충격 전면에서 충격 탄자의 탄두를 일
차적으로 무디게 하거나 파쇄시켜 탄자의 형상을 
변화시키고, 변형된 탄자의 계속적인 관통에 대한

저항 능력이 우수한 재료의 사용이 요구되어, 이들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갑재료의 개
발이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2).  

 

현재까지 개발된 섬유강화 복합재료로는 유리 섬
유계와 아라미드 섬유계 및 폴리에틸렌 섬유계가 
있으며, 단순 복합재료의 상대적인 낮은 경도를 극
복하기 위하여 1970 년대 이후부터 Al2O3, SiC, B4C
등의 초경도 세라믹 재료를 사용하여 각 재료의 장
점을 살린 혼성구조 섬유강화 복합재료가 개발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세라믹의 높은 취성과 낮은 구
조특성, 높은 중량으로 인하여 개인용의 경방탄재

료로의 사용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3).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의 단점을 극복하고 세라믹

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방탄재료의 개발

을 위하여 전면재로 양극 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

늄 합금을 사용하고, 후면재로는 아라미드 섬유인 
Twaron®  CT709 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를 
제작하고, 각 시편에 대한 고속충격 저항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배경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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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충격특성 
섬유강화 복합재료는 금속재료와 비교하여 비강

성, 비강도가 크며, 경량이면서도 운동 에너지 탄의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여 방탄재료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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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료자체의 불균

질성에 의한 재료의 파손, 파괴가 복잡하고, 섬유와 
모재의 파괴, 섬유와 모재와의 계면박리, 섬유의 인
발, 적층 계면에 있는 층간 박리 등이 일어나기 때
문에 탄자 충돌에 의한 변형특성을 연구하기가 대
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4).  

섬유강화 복합재료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운동에너지 탄의 관통에 저항하는 능력은 높은 변
형률 조건(103~105sec-1)에서 재료의 에너지 흡수능

력과 에너지 흡수과정에 참여하는 재료의 체적 크
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5). 재료의 에너지 흡수 특
성은 응력-변형률 곡선 아래의 면적에 의해 결정되

며, 에너지 흡수 능력은 재료의 높은 강도에 의존

한다. 또한 에너지 흡수 과정에 참여하는 재료의 
범위는 충돌점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의 전파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즉 재료의 탄성계수에 직접 관계

하고 재료 밀도에는 무관하다 6). 
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탄성계수와 강도가 높은 

재료로는 유리, 아라미드, 폴리에틸렌 등과 같은 유
기질, 무기질 섬유 등이 있다. 이 재료들의 운동에

너지 탄의 관통에 대한 저항능력(R)은 단위 섬유의 
길이 당 파괴 에너지(W)와 변형률 전파속도(C)에 
비례한다.  

즉,  
       kWCR =

      )/( ρfE=C  

      )/( ρfEkWR =  

   where,  k = Constant 

          Ef = Young’s modulus of fiber 

          ρ = Density of fiber 

이 식에서, 상수 k<1 인 경우는 운동에너지 탄의 
복합재료 내부로의 침투가 섬유절단 또는 섬유의 
위치 변형 등의 에너지 소모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2.2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파괴거동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고속 충격에 대한 관통 저

항성은 강화재의 질김성(tenacity)과 동적 탄성률

(dynamic modulus), 인성(toughness)등에 기인한 것으

로 구조적 강성(stiffness)이 필요치 않는 방탄조끼 
등의 용도에는 수지와의 결합 없이 직조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지로 결합된 섬유강화 복
합재료에서는 탄자의 속도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 

섬유의 응력과 전달속도(E/ρ 에 비례)를 초과하게 
되면 섬유의 변형이 발생하기 전에 관통이 진행되

기 때문에 저속(400m/s 이하)의 권총 탄환이나 파편 
보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수지는 구조 역할

재로서 강성을 유지하고 섬유의 손상을 보호하는 
역할 외에 탄자의 관통에 대해서는 수지와 섬유와

의 층간분리, 섬유간의 응력전달 및 분산, 수지 자
체의 강도 등으로 인하여 탄자의 운동 에너지를 흡
수함으로써 방탄 효과를 갖게 되며, 연성을 갖는 
재질일수록 재료의 변형영역을 크게 하고 인장파괴

에 대한 높은 저항력을 가짐으로써 방탄 성능이 개
선된다고 알려져 있다 7). 층간분리 현상은 재료가 
인장파괴와 전단파괴에 대한 충분한 저항을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파괴 기구로서 섬유강화 복합재

료의 관통진행 기구를 거시적으로 도시하면 Fig. 1
과 같다.  

 
Composite Material

Projectile

Delamination, CuttingPunching Cavity

Impact Shock

Brittle Shearing

Single  
Shearing(in)

Single  
Shearing(out)

Cavity expansion 
inertia force

Stretching/Bulging
tensile failure

Compressive
Shearing

 
Fig. 1 Schematics of penetration cavity and sequential 

phase of resistance for composite materials upon 
high velocity impact 

 
보강재를 충진한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파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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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소모되는 에너지는 파괴 진행 과정에서 흡수하

는 에너지와 파괴후의 잔류속도, 잔류 에너지에 의
한 흡수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파괴 진행 과정

에서 발생되는 파괴 종류는 매트릭스 파괴, 보강재 
파괴, 매트릭스와 섬유 사이의 계면 파괴 등 3 가지

로 가정할 수 있는데, 이는 파괴 과정에서 에너지

를 분산 또는 흡수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2.3 양극 산화 피막법 
금속의 기계적 특성을 보완, 향상시키면서 부식

을 방지하고, 금속 자체의 내마모성과 내열성을 향
상시키고, 경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
법의 표면처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 양극 산화 
피막법(anodizing)은 알루미늄 합금을 전해액에서 
양극으로 통전하면 양극에 발생하는 산소에 의해서 
알루미늄 표면에 산화 알루미늄(Al2O3) 피막을 생성

하는 표면 경화 처리 방법이다. 주요 양극 산화 피
막법으로는 옥살산법, 황산법, 크롬산법 등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직류 황산법(유산법:H2SO4)이 수
행되었으며, 그 표면 경화 처리 과정은 Fig 2 와 같
다.  

 

Pretreatment

Rince

Hard Anodizing

Rince

Sealing

Rince

Hot-Rince

Air-Dry

5~7min 
NaOH treatment

3~5min (PH 5.6~7.5)
3 Step Rince

130min
Sulfuric acid oxidation coating

3~5min (PH 5.6~7.5)
3 Step Rince

3~5min (PH 5.6~7.5)
3 Step Rince

3~5min, temperature : 80
3 Step Rince, 

℃

 
Fig. 2 Hard-Anodizing Process 

 
Fig. 2 의 전처리 과정에서는 표면의 유제 및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며, 별도의 NaOH 처리를 수
행한다. 수세 과정에서는 산기를 제거하며, 씰링 후
의 수세 과정에서는 염기를 제거한다. 양극 산화 
피막처리는 황산 수용액 중에서 수행되며 황산 용
액의 농도와 전류, 전압을 조절하여 알루미늄 표면

에 생성되는 산화 알루미늄(Al2O3) 피막의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씰링 공정에서는 봉공처리를 실시

하며 건조까지 마치게 되면 공정은 완료된다.  
 

2.4 방호탄도한계 
장갑의 방호성능이란 탄자의 관통에 저항하는 장

갑능력이며, 측정방법은 탄자가 표적재료를 완전 
관통하거나 부분 관통하는 확률을 가지고 측정한다. 
관통과 미관통의 확률이 동일한 V50 을 충격속도로 
나타내는 방호탄도한계(protection ballistic limit)라고 
정의한다 8). 이 한계는 일정한 표적장갑의 두께와 
피탄각에 대하여 추진제의 양을 조절하여 충격속도

를 변화시키면서 탄도실험을 행하여 얻는다. 또한 
충격속도는 높낮이(up-and-down)방법에 의하여 측정

한다.  
탄자의 최종 탄도학적 효과는 충격탄에 의한 표

적의 관통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공격 및 방호에 대
한 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탄자가 표적재

료를 충격할 때 탄이 관통되는 현상은 완전관통된 
경우(CP, Complete Penetration), 완전관통은 되지 않
고 표적재료에 소성변형만을 일으킨 부분관통의 경
우(PP, Partial Penetration), 부분관통이지만 표적재료

가 파괴된 경우의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 For Army (b) For Navy (c) For Protection Ballistic Limits

Partial 
Penetration

Complete
Penetration

Witness Plate

Partial 
Penetration

Partial 
Penetration

Complete
Penetration

Complete
Penetration

 
Fig. 3 Penetration mode by criteria of the army, navy and 

Protection Ballistic Limits 
 

3. 실 험 

3.1 시편 제작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복합재료의 제작을 위

하여 전면재로는 양극 산화 피막 처리된 Al5083-O
합금(0.5mm, 1.0mm)을 사용하였으며, 후면재는 0˚

/90˚ 의 플레인 구조를 가진 AKZO-NOVEL 社의 아
라미드 섬유인 Twaron ®  CT709 를 사용하였고 각 재
료의 특성은 Table 1, 2,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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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l5083-O alloy 
Composition Si Fe Cu Mn Mg Cr Zn Ti

wt% 0.4 0.4 0.1 0.1 4.9 0.25 0.25 0.15
 
Table 2 Mechanical property of Al5083-O alloy 

Tensile 
Strength 
(MPa) 

Shear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GPa) 

Elongation
(%) 

290 170 70.3 22 
 
Table 3 Property of Twaron®  CT 709 

Count[dtex] warp/weft 930/930 
Material-Type warp/weft 2040/200 

Weave Plain 
Density[ends/10cm] warp/weft 105/105 

Fabric weight[g/m2] 200 
Thickness[mm] 0.3 

Breaking load[N/5cm] 7600/7800 
Treatment Soured/wrt 

 
기지재료로서 사용된 수지는 에폭시계인 ciba 社

의 Araldite AW106 과 경화제인 HV953K 를 1:1 의 비
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각 시편의 전체 크기는

300mm×300mm 이며, 전체 중량은 750±10g 을 유지

하도록 제작하였으며 이 중 수지비는 전체 중량의 
약 11% 정도이다. 양극 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과 수지에 함침된 아라미드 섬유를 적층시킨 
후, Hot-press 에서 Fig. 4 와 같은 경화 사이클로 가
온·가압하여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시편은

Table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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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uring cycle of hybrid composite materials 

 
Table 4 Test specimen for high velocity impact test 

No. Specimen Layer 
(ply/ply) 

Total 
Thickness

(mm) 

Total 
Weight

(g) 

1 
Anodized Al5083-O 

alloy(1.0mm) / Twaron 
CT709 

1/24 6.4 750

2
Anodized Al5083-O 

alloy(0.5mm) / Twaron 
CT709 

2/24 6.4 752

3

Anodized Al5083-O 
alloy(1.0mm) / Twaron 

CT709 / Anodized 
Al5083-O alloy(0.5mm) / 

Twaron CT709 

1/7/1/10 6.15 762

4

Anodized Al5083-O 
alloy(0.5mm) / Twaron 

CT709 /Anodized 
Al5083-O alloy(1.0mm) / 

Twaron CT709 

1/7/1/10 6.15 766

5 Al5052-H34 alloy 1 6 1,448
 

3.2 고속 충격 시험 
본 연구의 고속충격시험에서는 5.56mm 볼탄

(5.56mm ball projectile, M193)을 사용하였으며, 볼탄

의 탄심(core)은 Pb(67.3%), 외피(case)는 Cu(31.3%), 
Sb(0.4%)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자의 충격속도는 추
진제의 양을 조정하여 증가시켰다. 고속충격시험에 
사용된 발사장치는 오스트리아 AVL 사의 Model 292
이며, 탄자의 충격속도는 미국 OEHLER 적외선 스
크린 Model 57 과 HP 사의 UNIVERSAL COUNTER 
Model 5334 A, B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고속충격

시험은 MIL-STD-662F9) 규격에 의하여 수행되었으

며, 실험 장치의 개략도는 Fig. 5 와 같다.  
 

FIRING 
CONTROL

BALLISTIC 
ANALYZER
(VELOCITY)

HIGH SPEED 
CAMERA 

CONTROLLER

CAMERA

TEST BARREL

TEST SPECIMEN

GRID SHEET

TEST GUN 
SYSTEM

LIGHT 1 LIGHT 2

100 cm 60 cm

360 cm

WITNESS PLATE

15.4 cm

100 cm100 cm

 
Fig. 5 Schematics of the ballistic range setup for high 

velocity impact test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표면 경도 시험 및 피막 두께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 전면재로 사용된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한 후의 표면 경도 변화를 측
정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계(M-type, 
Micro vicker’s hardness tester, Shimazu)를 사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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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결과값은 Table 5 와 같다. 
 

Table 5 Surface hardness of specimens by micro vicker’s                            

Fig. 7 은 고속충격 시험 후의 시편의 측면과 후
면의 사진이며 (a)는 완전 관통인 경우, (b)는 부분 
관통인 경우의 전형적인 파손 형상을 나타내고 있
다. 방호탄도한계 이상의 속도에서 탄자는 시편을 
완전 관통하게 되며 시편의 파괴 모드는 전면에서

는 양극 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 
경도의 증가가 탄이 무뎌지는 효과(blunting effect)를 
초래하여 연성구멍확장이 발생하고, 후면에서는 볼
록 현상(bulging)과 섬유인출, 계면박리, 층간분리 
현상 등이 발생하였다. 부분 관통의 경우는 충격 

속도의 증가에 따라 완전 관통에서의 변형보다 더 
넓은 영역의 볼록현상(bulging)이 발생하고, 관통에 
요구되는 에너지가 계면박리와 층간분리에 사용되

는 에너지로 전환되어 시편의 파손 정도가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hardness tester                   (load : 30g) 

Materials Thickness 
(mm/1ply) 

Surface 
hardness 

(Hv) 
0.5mm 91 Al5083-O alloy 
1.0mm 87 
0.5mm 550 Anodized Al5083-O alloy 
0.5mm 552 

 
Fig. 6 은 양극 산화 피막처리 후의 알루미늄 합

금표면에 생성된 산화 알루미늄(Al2O3) 피막을 IMT 
社의 광학 현미경(VideoTest-Size5.0)을 사용하여 측
정한 사진이다. 손 등 10)은 이 피막의 두께와 고속

충격에 대한 저항성에 관한 연구에서 피막의 두께

가 평균 70 µm 이상일 때, 탄자의 무뎌짐 효과

(blunting effect)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 수행된 양극 산화 피막법에 의해서 생성된 알루

미늄 합금 한 면에서의 피막 두께는 Fig. 6 (a)의 경
우는 평균  70~80 µm, (b)의 경우에서는 평균 
90~100µm 이었다.  

 

   
(a) 0.5mm             (b) 1.0mm 

Fig. 6 Microphotograph of anodized Al5083 alloy  
 

4.2 고속 충격 시험 결과 
고속 충격 시험에서 5.56mm ball 탄의 속도조절

은 WC 870 Type 추진제(propellant)의 양을 조정하여 
수행되었다. 

 

  
(a) Complete Penetration 

 

  
(b) Partial Penetration 

Fig. 7 Typical  fracture modes of hybrid composites 
after high velocity impact tests 

 
 Fig. 8 은 각 시편의 방호탄도한계(V50)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면재로 양극산화 피
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 1.0mm 1 장을 사용한 시편

(No.1)의 V50 은 504.46m/s 이며, 전면재로 알루미늄 
합금 0.5mm 2 장을 적층한 시편(No.2)의 V50 은 
487.99m/s 이었다. 또한 전면재로 양극산화 피막 처
리된 알루미늄 합금 1.0mm 1 장과 삽입재로 0.5mm 
1 장을 사용한 시편(No.3)의 V50 은 440.86m/s 이며, 
전면재로 0.5mm 1 장과 삽입재로 1.0mm 1 장을 사
용한 시편(No.4)의 V50 은 450.87m/s 이었다. No.1, 
No.2 시편의 경우 16.47m/s, No.3, No.4 시편의 경우 
10.01m/s 의 V50 차이가 발생하였다. 

No.1, 2 와 No.3, 4 시편의 V50을 비교하면 삽입재

를 시편에 추가한 경우, 동일한 중량 하에서 아라

미드 섬유의 적층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고속충격에 대한 에너지 흡수력 또한 감소하여 V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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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60m/s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
한된 중량(750g)의 시편에서 고속충격에 대한 저항

성은 전면재로 양극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
금 1.0mm 1 장과 아라미드 섬유 24 장을 적층한 시
편(No.1)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량 
감소 효과와 방호탄도한계를 동일한 두께의 일반 
알루미늄 합금(No.5)과 비교하여 보면 중량은 48% 
감소하였고, V50은 34.6%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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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otection ballistic limits(V50) versus Target 
specimen 

 

5. 결 론 

양극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과 아라미드 
섬유인 Twaron®  CT709 를 적층한 하이브리드 복합

재료의 고속충격 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냉간 압연 후 양극 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 경도는 약 534% 증가하였으며, 피막의 
두께는 0.5mm 인 경우 평균 70~80 µm, 1.0mm 의 경
우에서는 평균 90~100µm 이었다. 
 
(2) 제한된 중량(750g)을 조건으로 제작된 하이브리

드 복합재료에서 양극 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을 전면재로만 사용한 시편이 삽입재가 추가된 
시편보다 방호탄도한계가 약 12% 정도 우수하였다. 
 
(3) 전면재로 양극 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
금과 아라미드 섬유를 적층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를 동일한 두께의 알루미늄 합금과 비교해 보면, 
약 48% 정도의 중량 감소와 약 35% 정도 우수한 
V50을 나타내었다. 
 
(4) 각 시편의 방호탄도한계(V50)는 No.1, No.2 의 경

우 각각 504.46m/s, 487.99m/s 로 서로 큰 차이가 없
었으며, No.3, No.4 의 경우에서는 각각 440.86m/s, 
450.87m/s 로 역시 방호탄도한계의 차이가 크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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