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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방탄복은 전투 시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전장에서 필수적인 전력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방

탄복은시간의흐름에따라꾸준히변화되어왔는데, 최근방

탄복은 경량화와 생존성 향상, 여러 환경에서의 방탄성능 검

증, 편의성 향상 등의 특성 위주로 방탄복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방탄복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탄시험을 수행

해야하는데, 대표적인 시험방법이 NIJ Standard 0101.06이라

할 수 있다[1]. NIJ Standard는 비교적 명확한 시험절차와

Level을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시험의 객관성과 용이성을 확

보할수있다. 그간선행연구를살펴보면방탄복의소재와성

능에 대한 연구는 주를 이루었으나, 시험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대부분 방탄성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지만 환경처리 등의 전처리 과정의 전/후 비교 등 방탄복의

수명에영향을미칠수있는인자에대한연구는부족한실정

이었다.

이러한환경에서본연구에서는방탄복의수명을확인하기

위해 환경처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탄복은 단순 저장

되거나보관하는것이아닌상시착용을하는장비이기때문

에 방탄복의 환경처리가 방탄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수립하였다. 이에 방탄복 환경처리 이전과 이후의 성

능변화를비교하고자한다. 본 연구는방탄복환경처리과정

을 검토하고 방탄복의 환경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여 방탄복

의 수명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연구로 진행되었기에 본 연구

에서는환경처리이전과이후의방탄성능변화량을분석해보

고자 하였다.

 

2. 방탄복 환경처리

방탄복의 시험을 위한 환경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탄복을 상온에서 24시간 보관한다. 이후 NIJ Standard

0101.06 5항의 환경처리 절차에 따라 텀블링을 실시한다. 텀

블링은 특수 제작된 챔버에서 이루어지며, 10일 동안 65도와

80%의 상대습도 환경조건에서 5rpm으로 회전을 시킨다. 약

72,000회의 텀블링을 마친 뒤, 다시 상온에서 24시간 보관하

고 BL 및 P-BFS 시험은 NIJ Standard 0101.06의 7.8항에 따

라 실시한다.

방탄시험은환경처리한시료와처리하지않은시료에수행

되는데각각의시험속도에차이가있다. .44매그넘권총탄의

경우환경처리하지않은시료는 436m/s, 환경처리한시료는

408m/s의 속도로시험하며, .357SIG 권총탄은환경처리하지

않은시료 448m/s, 환경처리한시료는 430m/s의 속도로시험

한다. 환경처리와 미처리 시료 모두 후면변형 기준치는

44mm로 동일하다.

  3.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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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리전과후의비교시험을위해 4개로트의수락시험

결과를사용하였다. 각 로트별환경처리전시료에사격한속

도와 환경처리 후 사격한 속도의 비교표는 표 1과 같다.

탄종 Lot Lot-1 Lot-2 Lot-3 Lot-4
44M#1 94% 97% 95% 95%
44M#2 96% 94% 95% 95%
44M#3 95% 93% 94% 94%
44M#4 95% 97% 94% 94%
44M#5 93% 94% 94% 94%
44M#6 91% 93% 94% 94%
357S#1 94% 92% 91% 96%
357S#2 95% 93% 94% 96%
357S#3 94% 93% 95% 96%
357S#4 94% 99% 97% 97%
357S#5 97% 97% 94% 95%
357S#6 97% 97% 96% 97%

[표 1] 환경처리 전과 후 감속비

표 1을살펴보면모든탄속이줄어든것을확인하였으며, t

검정 실시결과 환경처리 전 속도와 환경처리 후의 속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p<0.05). 환

경처리 전과 후의 후면변형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후면변형

변화량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탄종 Lot Lot-1 Lot-2 Lot-3 Lot-4
44M#1 103% 97% 98% 88%
44M#2 100% 106% 93% 102%
44M#3 106% 93% 99% 100%
44M#4 91% 94% 94% 96%
44M#5 94% 101% 95% 103%
44M#6 85% 98% 104% 107%
357S#1 89% 87% 82% 98%
357S#2 87% 97% 88% 97%
357S#3 103% 80% 76% 104%
357S#4 94% 90% 97% 92%
357S#5 102% 98% 98% 102%
357S#6 107% 94% 99% 94%

[표 2] 환경처리 전과 후 후면변형 비율

표 2를살펴보면모든후면변형량이줄어든것은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후면재의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

일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감소하고 있

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t검정 실시결과환경처리전속도

와환경처리후의후면변형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

있음을확인하였다(p<0.1). 시험기준에서의속도는각각의탄

종에서 6%, 4% 감소하나, 실질적인변화량은그이상인경우

도 그 이하인 경우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방탄복 시험에서의 환경처리 방법을 살펴보고

방탄복의 수명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방탄복의수명을제시하기위한사전연구로진행되었

기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처리 이전과 이후의 방탄성능 변화

량만을 t검정을통해분석하였다. 향후연구진행방향은다음

과 같다. 먼저 방탄복 시료 예비 시료에 환경처리를 실시한

뒤, 환경처리 이전 속도로 사격하여 후면변형 결과를 환경처

리 전의 후면변형과 비교한다. 또한 기존 사격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결과 값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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