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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미국의 방탄판 시험방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방탄판 시험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연구
로 수행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방탄판 시험기준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다.
, 탄 과 탄 의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 리 위이다. 환경 리는 콘크리
하시험과 도
격시험은 현재 규격에서도 시험을 하고 있는 목으로 군 운용환경을 고 하여 한 도시험과 내 성 시험, 진 시
험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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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미국의 ESAPI(Enhanced Small Arms

1. 서론

Protective
전장에서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방탄판
(Plate)은 방탄복이나 캐리어에 삽입하여 고폭탄 등에 의한

Insert)와

XSAPI(X

Threat

Small

Arms

Protective Insert)에서 시험하는 방법을 고찰하고 국내 실정
에 부합하는 시험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파편과 소총탄에 인한 신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방탄성능시험을 운영하면서 획득한 노

탄판은 섬유소재로 제작되는 방탄복과는 달리 세라믹 등의

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방탄판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나아가

단단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콘 카바

워리어플랫폼을 비롯한 군과 경찰에 사용되는 방탄판의 규격

이드(silicone

작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carbide)로

제작한

SAPI(Small

Arms

Protective Insert) plate가 있다.
방탄판의 성능시험을 위해 방탄성능 시험을 수행하는데,

2. 미국 방탄판의 발전 동향

미국의 경우에는 NIJ Standard 0101.06 또는 미군 구매요구
서에 의한 시험이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독일

미국은 2005년 기존에 운영하던 SAPI를 ESAPI로 교체하

(VPAM), 러시아(GOST), 영국(HOSDB) 등 각국에서 인정하

기 시작했다. ESAPI는 NIJ Level Ⅳ 수준인 .30-06 스프링필

는 규격에 따라 시험되고 있다. 국내의 방탄성능시험은 국방

드 M2 AP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ESAPI는 SAPI에

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 방탄판

대비하여 비용은 50% 가량 증가하였고, 무게도 M size 기준

방탄시험 방법은 NIJ Standard 0101.06 시험방법을 준용하고

1.82kg에서 2.5kg으로 증가하였다. XSAPI는 2008년 ESAPI

있다[1]. 현재 군에 조달되는 방탄판은 NIJ Level Ⅳ Stand

보다 더 큰 위협에 대한 방호를 위해 개발되었다. XSAPI는

alone급으로 Cal. 30 AP(armor piercing)탄을 방탄복 없이도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간 전투에 사용하기 위해 M993을 비롯

방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매우 우수

한 유사한 “X-Threat”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한 성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방탄판을 운

되었다.[2] 하지만 XSAPI는 생산된 전량 모두 사용되지 못했

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다고 보고되고 있다.

험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탄판
의 방탄시험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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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ESAPI와 XSAPI
시험방법을 고찰하였다. ESAPI는 ‘CO/PD 04-19J’ 규격에 의
거하여 시험하며[], XSAPI는 ‘FQ/PD 07-03D’ 시험 규격을
따른다[]. 먼저 ESAPI 시험의 규격 변화를 살펴보면 ‘A ~ E
버전’까지는 7.62mm M80 보통탄 3발 방호와 7.62mmR 보통
탄 3발 방호, 5.56mm 보통탄 M855탄 3발 방호, .30 M2 AP탄
2발 방호 요구조건을 갖고 있었다. G버전에서는 저격수용
7.62×54mmR 7N1 steel-core탄이 추가되었으며, 2018년 J버
전에서 보통탄이 제외되고 5.56mm M995 AP탄종이 추가되
었다. ESAPI의 방호성능 요구사항은 점차 강화되었다.
XSAPI 방호 요구조건은 7.62mm M80 보통탄 6발 방호와
7.62mmR 보통탄 6발 방호, 7.62mm BZ API(armor-piercing
incendiary) 6발 방호, .30 M2 AP탄 3발 방호, 7.62×54mmR
7N1 3발 방호, 7.62mm M993 3발 방호, 5.56mm M995 3발 방
미군 방탄판 시험방법을

호이다.

방탄시험은 각각의 환경시험을

건

거친 뒤 시험이 진행되는데

같다. 먼저 내구성 시험이다. 내구성 시험은 약
1.2m의 높이에서 약 4.5kg의 후면재를 덧댄 후 낙하시험기에
고정한 채로 콘크리트 바닥에 2회 낙하시킨다. 이후 비파괴검
사를 실시하여 균열이 생긴 부위에 사격을 실시한다.
이외에 내후성시험은 AATCC 시험 방법 #169를 일부 수정
하여 수행하며 비파괴 시험 및 외관상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수정된 AATCC #169는 CO/PD 04-19J 4.8.1.1.항에 제시된다.
극한 온도시험은 약 68도의 온도에서 6시간 동안 환경처리
한 뒤 사격, 약 –48도의 온도에서 6시간 동안 환경처리한 뒤
사격한다. 유체 저항 시험은 15℃ ~ 27℃의 윤활유, F-24, 염
수, DEET에 담궈 환경처리한 뒤 사격한다. 고도시험은
12,192m 고도에서 4,572m 까지 고도를 변경시켜 환경처리하
고 사격을 수행한다. 곰팡이 시험은 MIL-STD-810G 508.6에
의거하여 시험하며 완료 후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온도충격
시험은 –31℃ ~ 49℃까지 온도를 변화시켜가며 환경처리하
며 비파괴 검사 및 사격시험을 수행한다. 진동시험은
MIL-STD-810G 514.6에 의거하여 시험하며 완료 후 사격시
조 은 다음과

험을 실시한다.

7

인 N22의 방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참조하면 현재 군이 사용하는 방탄판이
해당 위협에 대한 방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
다. MIL-STD-3038은 주요 탄종에 대한 Level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며, 현재 군사요구도인 NIJ Level Ⅳ가 7N22보
다 상대적으로 Level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MIL-STD-3038를

별)

[표 1] 각국의 방탄시험 규격 비교(등급

종

탄

9x19mm
.357Mag
.357SIG
.44Mag JHP
7.62mm 57-N-231
5.56x45 NATO(SS109)
5.45 7N10
7.62mm NATO L2 A2
7.62mm NATO(M80)
7.62x39mm BZ
.308 win. FMJ(9.45)
7.62x54R B32
7.62mm API BZ M43
5.45mm 7N22 AP
5.56mm M995 AP
Cal.30 AP M2
7.62mm M993 AP

미국(NIJ
0101.06)
Ⅱ
Ⅱ
IIIA
IIIA

러시아
(GOST)

미국(MIL
STD 3038)

3
Ⅴ
4
Ⅲ

Ⅶ

6

Ⅳ

7.62mm B32 API

6A

AP-Ⅲ
AP-Ⅳ
AP-Ⅴ
AP-Ⅵ
AP-Ⅶ
AP-Ⅷ
(유사추정)

우리나라의 방탄판 방탄시험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

같다. 먼저 탄종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XSAPI를
개발하였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XSAPI의 위
과

협수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SAPI 수준

7

을 준용한다면 필요 시 .62mm B32 AP탄을 적용하는 것을

려

별도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환경처리의 경우 우리나라도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환경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낙하시험과
온도충격시험은 현재 규격에서도 시험을 하고 있는 항목으로
최소한 극한 온도시험과 내후성 시험, 진동시험은 운용환경
을 고려하여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해야하나

4. 국방규격과의 비교

5. 결 론

항

국내 방탄판 방탄시험은 NIJ Standard 0101.06의 6 에서

처

Ⅲ, Ⅳ 탄종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여기에 적성국 탄인 5.45mm 7N10의 다탄방호시험
을 추가하여 시험한다. 이는 러시아 GOST 규격의 Level 4급
에 해당하는 탄종이며 북한군의 위협으로 부터 방호를 위한
요구하는 환경 리를 수행하고 Level

것이다.

국가

4

일부에서 국내 조달되는 방탄판이 적성국의 5. 5mm AP탄

본 연구는 미국의 방탄판 시험방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방탄판 시험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연구
로 수행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방탄판 시험기준을 검토한 결

같다. 첫째, 탄종과 탄속의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환경처리 범위이다. 환경처리는 콘크리트 낙하시험과 온도충
격시험은 현재 규격에서도 시험을 하고 있는 항목으로 군 운
과는 다음과

- 322 -

202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려

용환경을 고 하여

극한 온도시험과 내후성 시험, 진동시험

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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