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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imulation of Crash Impact Test for Fuel Tank of Roto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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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항공기 기체와의 체결부 가 많은 연료탱크는 체계연 성이 큰 표 인 핵심 구성품 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회

익항공기에 범 하게 용되고 있는 내충격성 연료탱크는 항공기 추락 시 탑승자의 생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육군에서는 항공기 추락 후 화재에 의한 인명손실을 원천 으로 방지하기 해 군용 회 익기 역사의 기 단계부터 연

료탱크 고유의 내충격성에 련된 군사규격을 제정하여 용해 왔다. V-22 등의 잘 알려진 사례에 따르면 미군사규격

(MIL-DTL-27422D)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료탱크 충돌충격시험을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료탱크가 장착

되는 항공기 자체의 개발일정에 심각한 지장을 래한다. 연료탱크 충돌충격시험은 시편자체의 제작비용  비기간이 상

당히 소요되므로, 설계 기단계부터 충돌충격시험에 한 일련의 수치  모사(numerical simulation)를 통해 실물에 의한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모사 로그램인 Autodyn을 이용하여 연료탱크 충돌충격시험

에 한 수치  모사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로 구해진 등가응력  내부압력 평가를 통해 회 익항공기용 연료탱크의 내

충격 성능을 고려한 설계방향을 제시하 다.

핵심용어 : 연료탱크, 내충격성, 회 익항공기, 충돌충격시험, 미군사규격

Abstract

Since aircraft fuel tanks have many interfaces connected to the airframe as well as the fuel system, they have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system-dependent critical components. Crashworthy fuel tanks have been widely implemented to rotorcraft and 

rendered a great contribution for improving the survivability of crews and passengers. Since the embryonic stage of military 

rotorcraft history began, the US army has developed and practised a detailed military specification documenting the unique 

crashworthiness requirements for rotorcraft fuel tanks to prevent most, hopefully all, fatality due to post-crash fire. The mandatory 

crash impact test required by the relevant specification, MIL-DTL-27422D, has been recognized as a non-trivial mission and caused 

inevitable delay of a number of noticeable rotorcraft development programs such as that of V-22. The crash impact test itself takes 

a long-term preparation efforts together with costly fuel tank specimens. Thus a series of numerical simulations of the crash 

impact test with digital mock-ups is necessary even at the early design stage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trial-and-error with 

full-scale fuel tanks. In the present study the crash impact simulation of a few fuel tank configurations is conducted with the 

commercial package, Autodyn, and the resulting equivalent stresses and internal pressures are evaluated in detail to suggest a 

design improvement for the fuel tank configuration.

Keywords : fuel tank, crashworthiness, rotorcraft, crash impact test, MIL-DTL-2742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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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료탱크의 기본 역할은 정상 인 운용조건 하에서 연료를 

설없이 안 하게 보 함은 물론 추락 등으로 야기되는 가

혹한 충돌충격 상황에서도 연료가 장 공간 외부로 출되

지 않도록 하여 탑승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회 익항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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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런 구체  목표를 달성하기 해 미국과 국 등 항

공 선진국에서는 최 의 내충격성 연료탱크 련기술을 장기

간에 걸쳐 국가  차원에서 축척해 왔다. 

고속으로 기동하는 고성능 고정익 투기가 지상 는 수면

으로 추락하는 경우, 충돌충격 하 수 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종사가 기체 내부에 남아 있다면 그 생존가능성은 극히 희

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성능의 고정익 투기에서는 조

종사의 탈출을 돕기 한 사출좌석을 장착하여 비상시 조종

사의 생존성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회 익

항공기에서는 로터의 회 에 의한 해 가능성  운용고도 

등의 제한으로 사출좌석을 용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반면

에 회 익항공기는 상 으로 느린 속도와 낮은 고도에서 

운용되므로 기체와 좌석에 한 조치를 가하여 인체에 가

해지는 충돌에 지의 향을 최소화하고 연료계통의 화재를 

방지하면 탑승자의 생존성을 폭 향상시킬 수 있다. 

내충격성 연료탱크가 용되기 이 인 1957년 7월부터 

1960년 6월까지의 미육군 회 익기 사고통계(Robertson 

등, 2002)를 살펴보면, 총 579건의 사고 에서 추락 후 화

재발생(Post-Crash Fire, 이하 PCF)은 7%에 불과했으나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사망자의 63%에 달했다. 1950년  

말부터 약 10여년에 걸쳐 미육군이 40  이상의 회 익기 

추락시험을 수행, 생존가능 충돌환경의 상한선을 실험으로 

규명함으로써 내충격성 좌석  연료계통 등의 체계 인 개

발이 가능해졌다(Langston 등, 1965). “생존가능” 이란 충

돌시 가속도의 수 이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수  이내이고 

충돌 후의  과정에 걸쳐서 인체의 안 을 한 충분한 

탑승공간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존가능 사고

에서도 PCF가 발생하면 화재에 의한 사망자가 증하게 되

며, 생존자들의 상당수는 화상에 의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다. 미육군은 1960년 7월부터 1965년 7월까지 발생했던 회

익기  경비행기 사고 사례와 1971년 1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발생했던 공격용 회 익기  수송용 회 익기 사

고사례로부터 생존가능 충돌속도를 최종 결정했다(Karen 

등, 2006). 

헬기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 의 하나가 

연료탱크 충돌충격시험(Crash Impact Test)이다. 미육군은 

PCF에 의한 승무원 사상자 발생을 원천 으로 방지하겠다는 

목표 하에 내충격성 연료탱크에 련된 상세규격(U.S. Army 

Aviation and Missile Command, 2007)을 제정하여 충

돌충격시험을 강제하고 있다. 해당 규격에서는 물로 가득 채

운 연료탱크를 19.8m(65ft) 높이에서 지면으로 자유 낙하

시켰을 때 연료탱크로부터 일체의 설이 없을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공격헬기인 아 치(AH-64)  기동헬기인 블랙호크(UH- 

60)의 개발과정에서도 개발요구도 상의 내충격 성능이 확인

될 때까지 연료탱크 낙하시험을 수차례 반복했었다. 한 미

해병 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틸트로터기 V-22 Osprey

의 개발과정에서도 연료탱크 낙하시험의 연이은 실패 때문에 

련회사가 두 번이나 교체되고 난 후 세 번째 회사에서 해

당시험에 가까스로 성공한 사례(Ugone 등, 2002)가 있다. 

이와 같이, 항공선진국에서 조차도 장기간의 경험에 근거한 

철 한 사 비에도 불구하고 연료탱크 낙하시험이 실패로 

귀결되어 항공기 개발사업 일정자체를 크게 지연시키는 경우

가 다반사 다. 

연료탱크의 충돌충격시험 성공 여부를 설계 기단계에서 

미리 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 부터 제기되

어왔다. 그러나 항공기용 내충격성 연료탱크에는 일방향 섬

유  직물 형태의 나일론과 고무 그리고 속재료가 다양하

게 용될 뿐만 아니라 형상이 상당히 복잡하다. 한 연료

탱크 내부에 연료를 채우고 내부구성품(Line Replacement 

Unit, 이하 LRU)까지 배치된 상태에서 추락시 기체와의 간

섭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하 조건은 정하 이 아니라 충

돌충격 하 이며, 모든 소재의 물성치는 비선형 역이며, 변

형의 크기 한 변형이다. 따라서 해석에 필요한 하드웨어

와 소 트웨어 그리고 이론과 실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

자원이 삼 일체로 확보되어 있어야 유의미한 수치  모사

를 시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수치모사에서는 유체-구조 연성문제 해석 소

트웨어인 Autodyn이 사용되었고, 미군사 규격(U.S. Army 

Aviation and Missile Command, 2007)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돌충격시험과 동일한 조건이 용되었다. 수치모사의 

결과로, 연료탱크의 충돌충격 시 피   소재 역에 발생하

는 응력분포과 내부의 압력분포를 상세하게 규명할 수 있었

다. 한, 연료탱크 내부 LRU의 장착설계 시 반 되어야 하

는 기반자료를 확보하기 해 그 배치에 한 향성도 함께 

평가하 다.

2. 연료탱크 충돌충격시험 개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료탱크는 크게 피 (fitting)

부와 외피로 구성되며, 피 부는 속피 과 고무로 제작된 

스커트(skirt)로 이 진다. 피 부는 연료탱크를 주변 수납

공간 구조물에 고정시키거나 내/외부의 배 을 연결하는 용

도로 사용되며, 검창 피 , 섬 (sump) 피 , 탱크 간 연

결 피 , 벤트(vent) 피  등으로 분류된다.

연료탱크의 충돌충격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설비는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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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 설정
▪내부 : 85% 물충 /이외 역 공기

▪외부 : 공기

물성치

▪연료탱크 표피/고무 피  : Linear

- Density : 1.7g/cm
3

- Bulk Modulus : 2.083×10
3
MPa

- Strength(Elastic) 

⦁Shear Modulus : 4.46×10
2
MPa

▪Metal Fitting/내부 LRU : Shock

- Density : 7.896g/cm3

- Gruneisen Coefficient : 2.17

- Parameter C1 : 4.569×10
3
m/s

- Parameter S1 : 1.49

- Strength(Johnson Cook)

⦁shear modulus : 8.18×10
4
MPa

⦁yield stress : 5.17×102MPa

⦁Hardening constant : 2.75×10
2
MPa

⦁Hardening Exponent : 0.36

Time Step

▪Explicit Dynamics(ANSYS)

▪Minimum time step : 1×10
-8

▪Maximum time step : 1×10
-8

▪Initial time step : 1×10-6

▪Safety factor : 0.67

Interaction

Type

▪Lagrange/Lagrange

- External Gap/Self-interaction

▪Euler/Lagrange

- Automatic

표 1 Autodyn 주요 설정사항

그림 1 회 익항공기용 연료탱크 형상

그림 2 충돌충격시험 설비

그림 3 연료탱크 충돌충격시험 장면(김 기 등, 2010)

그림 4 연료탱크 충돌충격시험 수치해석 모델

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해당시험을 해서는 연료탱크가 충돌

하는 콘크리트 바닥이 시험규격에 따라 구축되어야 한다. 연

료탱크 물 충 시 낙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물 부피 측정용 

울과 물 충  후 피  덮개의 체결 상태 확인을 한 토크

치가 필요하다. 한, 깔 과 연료탱크를 19.8m(65ft) 높

이까지 인양하기 한 기 기, 지상에서 한 순간 기 기

와 깔 을 분리할 수 있는 분리식 투하기구가 요구된다. 그

림 3은 국내의 모처에서 수행된 연료탱크 충돌충격시험 장

면이다. 해당 연료탱크는 존하는 군용 회 익기 연료탱크의 

장 을 취합한 새로운 개념의 설계철학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낙하시험은 각각 형상과 제원이 다른 4개 1조의 실물 연료

탱크에 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성공 으로 수행되었다.

3. 충돌충격시험 수치모사 조건

그림 4는 연료탱크 충돌충격시험 모사를 한 산해석 모

델의 각 부분 명칭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변공기, 내부공기, 내

부충  물은 오일러 모델(Eulerian)로 설정하 고, 연료탱크 

구조물와 콘크리트 바닥면은 라그랑지안(Lagrangian)으로 

설정하 다.

유체/구조 연성해석 방법에는 general coupling 방법과 

ALE(Arbitrary Lagrangian-Eulerian)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연료탱크 충돌에 의해 유체입자가 튀어 오르

는 거동을 묘사할 수 있는 general coupling 방법을 용하

다. 해석을 한 충돌속도와 물충  조건은 실제 충돌충격

시험과 동일하게 용하 다. 그러나 실제 회 익항공기에 

장착되는 구성품의 형상  배치가 본 연구 내용에 그 로 

반 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수치모사를 한 Autodyn 주

요 설정사항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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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200step, 0.8947ms)

 역 게이지 번호

하부면 속피  게이지 1, 게이지 2

내부 LRU  게이지 3, 게이지 4

상부면 속피  게이지 5~게이지 9

측면 고무피  게이지 10~게이지 13

상부면 탱크소재  게이지 14~게이지 16

하부면 탱크소재  게이지 17~게이지 21

표 2 각 부품별 설정 게이지

그림 7 게이지 설정 치

4. 충돌충격시험 수치모사

4.1 수치모사 결과

그림 5는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한 유한요소 격자모델

인데, 4  요소(plain strain 가정)를 사용하 고, 분할격

자 총 개수는 104,200으로 구조격자는 8,200개이고, 유체

격자는 96,000개이다. 바닥면은 강체로 설정하고 고정경계 

조건을 부과하 다. 총 16,000step(10.34ms)까지 해석을 

수행하 고, 총 연산시간은 24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한 수치모사 결과는 그림 6에 주어져 있다.

수치모사 결과에서 9,000step(5.997ms)까지는 연료탱크 

소재 역이 바닥면에 압축되는 거동을 보인다. 이 후 충돌에 

의한 반발력으로 연료탱크가 되튀어 오르면서 내부유체에 의

해 상부에 있는 소재  속 피 에 충격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림 5 수치해석을 한 유한요소 모델

그림 6 충돌충격시험 수치모사(0~10.34ms)

4.2 응력 평가

그림 7은 응력평가를 해 모형화된 각 부품에 설정한 게이

지의 치를 표시한 그림이며, 체 역에 모두 21개의 게이

지를 설치하 다. 표 2는 각 역별 설정된 게이지 번호이다.

그림 8은 연료탱크가 바닥면에 충돌한 순간의 응력 결과

이며, 그림 9와 그림 10은 충돌 후 진행된 연료탱크 거동  

1.426ms와 2.874ms에서의 응력 결과이다. 

충돌 직후, 연료탱크 하부면 속 피 에는 체 으로 압

축력이 작용하며 국부 으로는 인장력이 작용한다. 충돌 후 

약 0.5ms(2,000step)이 지나면 속 피  바깥면과 안쪽면

에는 각각 압축력과 인장력이 작용하게 된다. 충돌 후 약 

1.45ms(4,200step)이 지나면 비산된 유체의 성력  바

닥면으로부터 달된 충격력에 의해 상부면 속 피 에 굽

힘이 유발되며, 이로 인해 상부면 속 피 의 안쪽면과 바

깥면에는 각각 인장력과 압축력이 작용한다.

그림 11~그림 14는 충돌 후 0~10ms 구간에서 각 역

에 설치된 게이지로 확인되는 등가응력 값이다. 표 3~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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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00step, 1.426ms)

그림 10  (4,200step, 2.874ms)

그림 11 등가응력 해석결과(하부면 속피   LRU)

번 호 시 간(ms) 응 력(MPa)

게이지 1 0.6279 571.53

게이지 2 0.8585 626.40

게이지 3 0.5299 582.91

게이지 4 0.4814 647.88

표 3 최  등가응력  시간(하부면 속피   LRU)

번 호 시 간(ms) 응 력(MPa)

게이지 5 2.2608 360.03

게이지 6 3.0069 341.53

게이지 7 2.4477 266.26

게이지 8 2.4577 303.06

게이지 9 2.5023 326.91

표 4 최  등가응력  시간(상부면 속피 ) 

그림 12 등가응력 해석결과(상부면 속피 )

그림 13 등가응력 해석결과(연료탱크 측면 고무피 )

번 호 시 간(ms) 응 력(MPa)

게이지 10 4.2764 29.86

게이지 11 4.0900 29.65

게이지 12 4.1106 19.79

게이지 13 4.1869 17.78

표 5 최  등가응력  시간(측면 고무피 )

에 각 게이지에서 측정된 최 응력 수   해당시간을 나타

내었다. 바닥면과 가장 먼  충돌하는 연료탱크 하부의 속 

피 과 내부 LRU에서 응력이 647.88MPa으로 가장 높게 

계산되었고, 상부면 속 피 에서의 응력은 약 360MPa 수

이었다. 그림 13과 그림 14는 표피 소재  고무 피  

역에 한 등가응력 값이며, 속 피 에 비해 이 부 는 자

체 연신률이 크므로 100MPa 이하의 상 으로 낮은 응력

수 을 보이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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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내부압력 측정 게이지 설정 치

그림 16 최  내부압력 발생순간(2.417ms, 게이지 11번 계측)의 

연료탱크 내부압력 분포

그림 17 상부 역 내부압력 해석결과(게이지 10번~게이지 15번)

그림 18 간 역 내부압력 해석결과(게이지 1번~게이지 5번)

그림 19 하부 역 내부압력 해석결과(게이지 6번~게이지 9번)

그림 14 등가응력 해석결과(연료탱크 소재)

번 호 시 간(ms) 응 력(MPa)

게이지 14 4.1100 102.71

게이지 16 4.4558 58.96

게이지 17 1.9471 60.56

게이지 18 1.1388 54.24

게이지 20 4.6861 49.98

게이지 21 0.9838 96.80

표 6 최  등가응력  시간(연료탱크 소재)

4.3 내부압력 평가

그림 15는 연료탱크 내부압력 측정을 해 설치한 총 15개

의 게이지 치를 보여 다. 연료탱크 내부의 압력측정을 

해 하부, 간, 상부 역으로 구분하여 게이지를 설정하 다. 

그림 16은 최 압력이 발생하는 순간의 연료탱크 내부압

력 수치해석 결과이다. 바닥면 충돌 후 연료탱크가 튀어 오

르면서 내부 유체는 상면 피 부와 충돌하게 되는데 이 순간

의 상부 역 유체 압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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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연료탱크 하부면 경사 용 모델 그림 21  (1,200step, 0.894ms)

그림 22  (2,000step, 1.43ms) 그림 23  (3,800step, 2.618ms)

할 수 있다.

그림 17~그림 19는 시간에 따른 연료탱크 내부압력에 

한 수치해석 결과이다. 결과에서 충돌에 따른 내부압력은 상

부 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고, 설정 게이지 에

서 11번과 12번에서 187MPa, 121MPa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간 역의 내부압력 수 은 24MPa~35MPa

이며, 하부 역 내부압력 수 은 32MPa~60MPa로 계산되

었다.

5. 연료탱크 외부형상 향성

5.1 경사모델 응력 평가

연료탱크 하부면에 경사를 용하면 연료 탈수  배유성

능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료탱크에 

요구되는 요한 성능  하나인 내충격성은 외부형상에 의

한 향성이 매우 크며, 연료탱크의 내충격성은 승무원의 생

존성과 직결된다. 정비성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내충격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은 형상의 연료탱크는 항공기에 장착될 

수 없다. 따라서 연료탱크의 내충격성이 완 히 충족된 상황

에서 정비성을 합리  수 까지 고려한 형상이 최 이라고 

단된다. 본 장에서는 연료탱크 외부형상에 따른 응력 결과 

비교를 통해 내충격 향성을 고려한 연료탱크 외부형상 설

계 방향을 개략 으로 가늠하고자 한다. 

그림 20은 연료탱크 바닥면에 경사를 용한 경우이다. 

coupling 방법, 경계조건, 충돌속도, 물성치 등에 련된 해

석조건은 4장에 언 된 내용과 동일하다. 한 게이지 치

는 그림 7과 동일하게 설정하 다. 그림 21~그림 23은 

0~10ms 동안의 시뮬 이션 결과 에서 그림 8~그림 10

에서 나타낸 평면모델과 동일한 해석시간 에서의 응력거동

이다.

체 으로 하부 평면모델과 응력거동은 유사한 것으로 보

이나, 하부면 경사모델에서는 평면모델에 비해 0.4ms 정도

가 지연된 2.618ms에 충격력에 따른 유체 향력이 상부면

으로 달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하부 평면모델에서

는 하부면 체가 같은 충돌속도 20m/s로 동시에 바닥과 충

돌하지만, 경사모델은 하부면의 일부인 속피  역이 먼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경사모델에서는 하부면의 일부 

역에 체 량이 아닌 일부 량에 해당하는 충격력만이 부

분 으로 먼  가해지고, 이어서 나머지 면이 바닥과 충돌하

면서 단계 으로 나머지 충격력이 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수치  모사에 따라 각 게이지에서 측정된 응력해석 결과

는 그림 24~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해석결과에서는 

시간에 따른 해석구간 에서 각 게이지 치의 응력수치가 

최 인 시각에 응력수치를 표시하 다. 최 /최소 응력의 크

기는 경사모델과 평면모델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해당 치는 동일하 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응력거동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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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등가응력 해석결과(하부 속 피   LRU)

그림 25 등가응력 해석결과(상부면 속 피 )

그림 26 등가응력 해석결과(연료탱크 측면 고무피 )

그림 27 등가응력 해석결과(연료탱크 소재)

그림 28 상부 역 내부압력 해석결과(게이지 10번~게이지 15번)

그림 29 간 역 내부압력 해석결과(게이지 1번~게이지 5번) 

이가 난다. 평면모델의 경우는 하부면 체가 동시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상/하부에 큰 하 이 한꺼번에 들어오지만, 경

사모델은 최하부 속 피 부에 한 1차 충격 후 좌,우측 

소재부분에 2차 충격이 작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평면모델

은 시간경과에 따라 응력이 차 감소하는데 비해 경사모델

은 1차  2차 충격력의 첩  상쇄 향으로 응력 감소와 

증감이 불규칙 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2 경사모델 내부압력 평가

그림 28~그림 30은 경사모델에서의 내부압력 계산결과이

다. 게이지 치는 평면모델과의 비교를 해 그림 15에 나

타낸 평면모델의 게이지 치와 동일하게 설정하 다. 

수치해석 결과, 평면모델과 경사모델은 최 압력 발생 시

  충돌 후 거동에 있어서 시간 으로 차이를 보인다. 평

면모델에서는 충돌에 따른 내부압력이 0.5ms~2.5ms 범

에서 변동하며, 2.5ms에서 최 압력이 발생한다. 반면에 경

사모델에서는 주로 0.5ms~4.0ms 범 에서 내부압력이 변

동하며, 최  압력은 3.6ms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단계 인 

충격력 달로 인한 시간 지연 향(등가응력의 감소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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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하부 역 내부압력 해석결과(게이지 6번~게이지 9번)

 역
Max. 등가응력

응력증분(%)
평면모델 경사모델 

게이지 2

하부 속피
626.40 624.26 ▽0.34

게이지 4

(내부 LRU)
647.88 649.42 △0.23

게이지 6

(상부 속피 )
341.53 215.00 ▽37.04

게이지 10

(측면고무피 )
29.86 23.39 ▽21.66

게이지 16

(상부소재)
58.96 62.62 △6.20

게이지 14

(상부측면소재)
102.71 83.10 ▽19.09

게이지 21

(하부소재)
96.80 66.61 ▽31.18

(▽응력감소, △응력증가)

표 7 평면/경사모델 등가응력 비교(단  : MPa)

게이지 번호 평면모델 경사모델 압력증분(%)

간 역

1 29.21 12.42 ▽57.48

2 30.83 10.39 ▽66.30

3 35.77 36.04 △0.75

4 24.27 18.09 ▽25.46

5 35.55 11.68 ▽67.14

하부 역

6 39.23 41.87 △6.73

7 32.26 30.79 ▽4.56

8 41.75 15.34 ▽63.26

9 59.39 25.46 ▽57.13

상부 역

10 10.39 17.16 △65.16

11 187.97 78.17 ▽58.41

12 121.73 31.65 ▽74.00

13 13.33 18.55 △39.16

14 78.32 34.79 ▽55.58

15 6.15 5.63 ▽8.46

(▽내부압력 감소, △내부압력 증가)

표 8 평면/경사모델 최 압력 비교(단  : MPa)

유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간 역과 하부 역의 내부압력을 살펴보면, 경사모델과 

평면모델에서 그 압력 수치가 각각 10MPa~42Mpa와 24 

MPa~42MPa로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상부 역에서는 경

사모델의 압력수치가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상부 역에서 경사모델의 최  내부압력은 게이지 11번에서 

78.17MPa이며, 이는 평면모델의 동일 게이지 최  내부 압

력값인 187.97MPa에 비해 58% 정도의 감소된 수치이다.

5.3 외부형상에 따른 응력  내부압력 수  비교

표 7은 평면모델과 경사모델의 동일한 지 에서 최 응력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두 모델 모두 처음 충돌하는 바닥면 속피   내부 

LRU에서 최 응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값은 약 640MPa 

수 으로 두 모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부 

속 피 에서는 경사모델에서 약 35% 정도의 응력이 감소

되었고, 상부 측면소재에서도 응력수 이 18% 감소되었다. 

한, 하부 소재 역에서는 응력이 31% 감소되는 것으로 

악되었다.

표 8의 내부압력 해석결과에서도 연료탱크 내부 유체의 

간/하부/상부의 체 역에 걸쳐서 경사모델에서 내부압력 

수 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부압

력 수 이 가장 높은 상부 역의 게이지 11번, 12번, 14번

에서는 내부압력 감소가 58%, 74%, 55% 정도로 히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료탱크 충돌시 상/하부 

속피  역에서 최 응력이 발생하 음이 확인되었다. 따라

서 속 피 과 연료탱크 표피 소재가 착되는 부 의 국부

 설계에는 본 해석을 통해 평가된 응력수 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지면과 충돌시 연료탱크 하부면에 구배를 

형성하여 연료탱크 자체에 순차 으로 하 이 가해지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함을 추정할 수 있다. 단, 이때의 연료탱크가 내

충격성 요구조건을 충실히 만족시키려면 주변 구조물로부터 

강제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료탱크 충돌충격시 외부형상에 따른 응력 

 내부압력 평가를 통해 연료탱크 형상설계 방향에 해 고

찰하 다. 

응력평가 결과, 평면모델과 경사모델 모두 충돌시 콘크리

트 바닥면과 처음 하는 하부면 속피   LRU에 걸

리는 최 응력은 거의 비슷한 수 (620~650MPa)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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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하부 표피소재 역  상부 속 

피  역에서는 하부면 경사모델의 응력수 이 평면모델의 

경우에 비해 약 18%~35%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

다. 한, 내부압력 해석결과에서는 평면모델과 경사모델 모

두 충돌 후 연료탱크 상부 속피 과 충돌하는 유체의 상부

역에서 가장 큰 압력이 발생하며, 최  내부압력 크기는 

평면모델이 187MPa인 것과 비교하여 경사모델은 58%정도

가 감소된 78.17MPa로 계산되었다. 

응력  압력수 을 비교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연료탱크 

하부면 평면모델보다 경사모델이 응력측면에서 유리한 것으

로 단되나, 하부면 경사값의 최 화를 해서는 추가 인 

상쇄연구(trade-off study)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연료탱크 내충격 성능은 연료탱크 제작시 고려되는 템 릿 

설계, 소재간 는 소재- 속간 착강도, 소재간 첩면

(seam) 등의 향을 받게 된다. 한, 연료탱크 바닥면 피

의 치  크기에 따라 내충격 성능이 달라진다. 

따라서, 정 한 내충격 성능 분석을 해서는 앞서 언 한 

주요 인자들까지 고려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

되며, 군사/민간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충격성 요구조건

에 완 히 부합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본 연구는 연료탱크 조립체 3차원 모사  항공기 체의 

충돌시 연료탱크와 주변 수납공간 구조물과의 연동해석 연구

로 확장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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