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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imulation of Bullet Impact for Fuel Cell of Roto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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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회 익항공기의 연료셀 내부는 연료보   연료를 엔진으로 공 하기 한 배 과 구성품들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기

동헬기는 장에서 사용되는 헬기로써, 수 km 고도에서 비행하는 고정익기보다 비행고도가 낮기 때문에 피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항공기의 생존성을 극 화하기 해서는 피탄시 유체내부 상승압력에 의한 내부 구성품들이 받는 향성을 

검토하여 설계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내탄시험은 연료셀 자체의 제작비용  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실탄 사용에 따른 시험수행의 제약 때문에 수치모사를 통한 련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유

체-구조 수치모사 로그램인 Autodyn을 이용하여 회 익항공기 연료셀의 내탄 수치모사를 수행하여, 피탄 후 연료셀 내

부에서의 탄 거동을 분석하고 유체내부의 압력과 연료 셀 자체의 등가응력을 평가하 다.

핵심용어 : 연료셀, 미군사규격, 내탄시험, 자기 폐

Abstract

Inside a rotorcraft fuel cell, pipes and components are located for fuel storage and fuel supply into the engine. Utility helicopters, 

operated in battle fields, fly at lower altitude compared to fixed-wing aircraft and hence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gunfire. 

Since internal pressure of fluid increases when hit, the effect on LRU due to increase in pressure must taken into account when 

designing the aircraft for survivability. However, it is costly and time consuming to manufacture a fuel cell for gunfire test, and 

due to constraints from usage of live ammunition, related data gathered through numerical simulation is needed. In this study, 

numerical simulation on rotorcraft fuel cell exposed to gunfire was carried out using Autodyn to analyze bullet movement inside the 

fuel cell after hit, and internal pressure of fluid and equivalent stress on fuel cell assessed.

Keywords : fuel cell, MIL-DTL-27422D, gunfire resistance test, self-s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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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회 익항공기의 연료셀은 산 는 독성물질, 오염성 물질 

등의 화학 약품에 항성이 큰 합성 섬유  고무를 여러 겹 

쌓아서 만든 고기능 장 탱크로서, 다양한 항공용 액체 연

료를 장 는 수송하는데 사용된다. 일반 으로 연료 장 

탱크는 방어능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가벼우

면서 최 의 연료 장력을 가지는 장 주의 유연성 셀

(일반 헬기의 연료셀), 둘째, 충격이나 복 시에 연료 설

에 의한 화재부터 기체  승무원을 보호하는 내충돌성 cell

(원거리를 움직이는 모든 민항기 혹은 다목  헬기의 연료

셀), 의 화기 공격에 의해 피격되어 연료셀에 구멍이 났을 

경우, 연료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탄능력을 가진 셀

(군용 헬기, 투기 등의 연료셀)이 있다. 이  내탄능력은 

자기 폐 성능을 의미하는데, 자기 폐형 셀은 탄환이나 

편 등에 의해 연료셀 벽에 뚫린 작은 규모의 손상을 스스로 

메우는 능력을 지닌 연료 장 용기이다. 

항공기 연료셀의 인증시험은 미군사규격(U.S. Army Aviation 

and Missile Command, 2007)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

험조건과 규격을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기 자

체의 개발일정에 심각한 지장을 래한다. 한, 시험수행을 

한 시편자체의 제작비용  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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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항공기용 연료셀 형상

(a) 수치모사 모델

(b)라그랑지안 유한요소 모델

(c) 오일러 유한요소 모델

그림 2 해석  유한요소 모델

그림 3 Tumbled 조건에 한 수치해석 모델

설계 기단계부터 내충격시험이나 내탄시험에 한 일련의 

수치  모사를 통해 실물에 의한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최근, 다이트란(Dytran)의 general coupling 

방법을 사용하여 항공기 날개 연료탱크의 수압램에 한 유

체-구조 연성해석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종헌 등, 2006).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Autodyn의 유체-구조 연성해석 

툴을 이용하여 내충격 수치모사(김 기 등, 2011)  인공

신경망을 통한 형상최 화 연구(김 기 등, 2012)가 진행되

었다. 내탄성능 연구로는 연료셀에서 자기 폐 성능을 보유

하고 있는 천연고무의 팽윤거동에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

고(이환  등, 2008), KHP 개발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탄성능 시험평가가 성공 으로 수행되었다(김

기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유체-구조 연성문제 해석 툴인 Autodyn 

내 fully coupling 방법을 사용하여 회 익항공기 연료셀의 

피탄 수치모사를 수행하 다. 수치  모사의 결과로, 연료셀 

내부의 압력수 과 피탄 이후 탄의 거동을 분석하 고, 연료

셀 피격 시 유체 내부에서의 탄의 거동, 연료셀 소재 역의 

응력분포과 내부유체의 압력분포를 계산하여 연료셀 개발시 

해석을 통한 설계 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타진하 다.

2. 피탄 수치모사 개요 

그림 1은 항공기용 연료셀의 형상이다. 연료셀은 피탄시 

짧은시간 내 내부유체의 압력이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연료셀이 체결되어 있는 기체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LRU와 

배  등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피탄에 의한 향성

을 고려한 설계가 수행되어야 투용 헬기로써 합한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림 2(a)는 연료셀 피탄 수치모사를 한 산해석 모형

이다. 주변공기, 내부공기, 내부유체는 오일러 격자로 모델링

하 고, 연료탱크 구조물와 콘크리트 바닥면은 라그랑지안 

격자로 모델링하 으며, 해석 물성치는 연료셀은 나일론, 탄

은 텅스텐, 내부유체는 물로 설정하 다. 그림 2(b)와 (c)는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한 유한요소 격자모델인데, 육면체 

요소를 사용하 고 분할격자 총 개수는 1,476,722으로 구조

격자는 20,722개이고, 유체격자는 1,456,000개이다. 시험

치구 바닥면과 좌우측면에 고정경계 조건을 부과하 다. 유

체/구조 연성해석 방법으로 fully coupling을 용하고, 유

체 역 해석은 Eulerian 방법을 사용하 다. 12.7mm탄에 

해 발사속도 850m/sec, 연료셀 내부 85% 물 충  조건

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한, 미군사 규격에 규정된 내탄시험 조건인 tumbled

( 복) 타격에 한 수치모사를 해 그림 3과 같이 연료 셀 

방 50cm 지 에 3장의 편향보드를 설치하고, 탄이 편향보

드를 통할 때 tumbled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

하 다. 편향보드 통모사는 Autodyn의 failure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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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게이지 번호

연료셀 81∼95

유체내부 1∼16, 17∼32, 33∼48, 49∼64, 65∼80

공기(Air)
4,5,12,13/20,21,28,29/36,37,44,45

52,53,60,61/68,69,76,77

탄(Bullet) 96

표 1 각 역의 설정 게이지

그림 4 유체내부 게이지 설정

그림 5 연료셀 게이지 설정

그림 6 피탄 수치모사(@ 0.06ms, 400 step) 

그림 7 피탄 수치모사(@ 0.57ms, 2500 step)

그림 8 피탄 수치모사(@ 2.72ms, 9400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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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직 타격 조건에서의 유체내부 탄속 변화

plastic strain을 사용하고, erosion 조건을 부여하여 설정

된 geometric strain 값을 과하면 해당 격자가 제거되도

록 설정하 다. 그림 4과 그림 5는 탄속, 내부압력  응력

평가를 해 모형화된 각 부품에 설정한 게이지의 치를 표

시한 그림이며, 체 역에 모두 96개의 게이지를 설치하

다. 표 1은 각 역별 설정된 게이지 번호이다.

3. 연료셀 피탄 수치모사

3.1 직 타격 조건

수치모사는 총 9,500step까지 수행되었고, 기 step 간

격은 5×10-6sec이다. 그림 6~그림 8은 연료셀 통 후 연

료셀 내부에서의 탄과 유체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는 연료셀 통 후 유체내부에서의 탄속 변화를 보

여주는 그래 이다. 기 속도 850m/s로 연료셀을 타격하고 

통할 때 까지 약 550m/s로 감소한다. 이후, 유체내부를 

진행하면서 탄속은 선형 으로 감소하다가 연료셀 반 면을 

약 410ms(@1.7ms)로 타격하게 된다. 이 때, 연료셀의 신

장력이 탄의 충격력을 흡수하면서 탄속이 감소하고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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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료셀 내부유체 압력 계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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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역 A 압력선도(34, 39, 42, 47)

그림 12 역 B 압력선도(18, 23, 26, 31)

그림 13 역 C 압력선도(2, 7, 10, 15)

그림 14 역 D 압력선도(36, 37, 44, 45)

그림 15 연료셀 등가응력(81, 82, 83, 88, 91, 94)

해 탄이 연료셀을 통하지 못하게 된다. 

그림 11∼그림 14는 그림 10에 나타낸 각 역에 설정된 

게이지에서 측정된 유체 압력계산 결과이다. 그림 11은 탄이 

진행하는 앙 역(A 역), 그림 12와 그림 13은 좌측 역

( 역 B, 역 C), 그림 14은 연료셀 상부의 공기 역( 역 

D)의 압력계산 결과이다. 결과에서, 탄의 진행 경로인 역 

A는 피탄 기 135MPa의 높은 압력수 으로 계산되었고, 

통 후에는 압력히 격히 감소하며, 유체를 통과하면서 20

∼40MPa 수 의 압력을 보이고 있다. 탄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역 B와 역 C는 최  4∼6MPa 압력수 으

로 계산되었다. 역 D의 상부 공기층은 유체의 향으로 공

기층이 압축되면서 약 20∼25MPa의 압력수 으로 악되

었다.

그림 15는 연료셀 자체의 등가응력을 계산한 것이다. 게

이지 94에서 30MPa 수 의 최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탄이 반 편 연료셀을 타격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탄의 거동

은 타격시 주변조건이나 타격방식, 연료셀과 유체의 물성값



김 기․김성찬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5호(2012.10) 409

그림 16 피탄 수치모사(@ 0.04ms, 400step) 

그림 17 피탄 수치모사(@ 0.35ms, 3000step) 

그림 18 피탄 수치모사(@ 0.68ms, 5600step)

그림 19 피탄 수치모사(@ 1.00ms, 7500step)

그림 20 피탄 수치모사(@ 2.52ms, 32000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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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Tumble 조건에서의 유체내부 탄속 변화

그림 22 역 A 압력선도(34, 39, 42, 47)

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본 논문에 용한 물

성값은 실제 연료셀 소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의 실제 

거동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해석을 통해 

유체의 압력  연료셀 자체의 응력 수 을 악함으로써 기 

설계시 련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3.2 Tumbled 타격조건

그림 16~그림 20은 tumbled 조건에서의 피탄 수치모사 

결과이다. 수치모사는 총 37,800step까지 수행되었고, 최  

step 간격은 5×10-6sec이다. 결과에서 탄은 step 0~step 

3,000 사이에 편향보드를 통한 후, 0.68ms에 연료셀을 

타격하게 된다. 이 때, 편향보드 향으로 탄이 tumbled 된 

상태로 연료셀을 통하게 되므로 직 타격 조건과 비교하면 

더 넓은 연료셀 역이 찢어지게 된다. 이 후, 탄은 진행경로

가 상부로 향하게 되며 약 2.85ms에 연료셀 상부를 타격하

는 거동을 보이게 된다.

그림 21은 탄이 편향보드와 연료셀을 통한 후 유체내부

를 진행할 때까지의 탄속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 이다. 편향

보드 통 후 탄속이 감소하면서 약 760m/s의 속도로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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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역 B 압력선도(18, 23, 26, 31)

그림 24 연료셀 등가응력(81, 82, 83, 88, 91, 94)

셀을 타격하게 된다. 이후, 탄은 연료셀 상부쪽으로 향하다가 

약 2.5ms에서 유체 밖으로 벗어나 연료셀 상부를 타격하게 

된다. tumbled 조건에서는 연료셀 타격 속도가 약 760m/s

인데, 이것은 탄의 운동에 지가 기 속도 850m/s 비 약 

20%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최  압력을 나타내었던 

역 A 게이지 47에서의 압력이 감소되어 tumbled 조건에서

는 최 압력이 그림 22와 같이 약 95MPa 수 으로 계산되

었다.

그림 23에 나타낸 역 B의 압력 계산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직  타격시에는 역 B의 최 압력은 

6MPa(그림 12) 수 이었으나, tumble 시에는 최 압력이 

약 4.5MPa로 약 25%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24는 연료셀 자체의 등가응력 계산 결과이다. 직

타격 조건에서는 출사면 상부에 설정된 게이지 94에서 최

응력 30MPa(그림 15)로 계산되었으나, tumble 조건에서

는 상부면에 설정된 게이지 88과 게이지 91에서 최 응력을 

보이고 있다.

직  타격시에는 탄의 경로가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반

면을 타격하면서 상부면에 설정된 게이지 88/91/94에서 응

력이 계산되었으나, tumbled 조건에서는 탄의 경로가 변경

되어 연료셀 상면을 직  타격하게 된다. 따라서, 탄속이 감

소되었으나 상부면 게이지에서 직 타격보다 더 큰 응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 때의 최 응력은 50MPa 수 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회 익항공기용 연료셀의 피탄 수치모사를 

수행하 다. 피탄시 내부압력과 연료셀 자체의 응력 수 을 

평가하 는데, 유체 내부압력은 피탄지 에 인 한 역에서 

피탄순간 135MPa 수 을 나타내었고, 이후 탄의 진행경로

에서 약 20∼40MPa의 압력을 나타내었다. 탄의 진행경로에

서 벗어난 역은 10MPa 이하의 상 으로 낮은 압력을 

보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공기 역은 탄이 진행하면

서 유체가 공기 역으로 튀어오르는 향으로 최  20MPa 

수 의 압력을 나타내었다. 연료셀은 반 면 타격시 30Mpa

의 수 의 등가응력을 보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Tumbled 조건에서는 편향보드의 향으로 탄의 진행 경

로가 바 면서 연료셀 상부면을 타격하는 거동을 나타내었

다. 편향보드 통 시 탄속이 약 20% 감소되는데, 이로 인

해 유체내부의 최 압력도 감소하여 최 압력이 95MPa로 

계산되었으며, 주변 역에서도 유사한 수 의 내부압력 감

소 결과를 나타내었다. 참고로, tumbled 조건에서 탄의 진

행방향은 주변 환경이나 편향보드 각도, 편향보드 타격 치, 

탄속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제한된 조건에서의 수치모사는 인 결과가 아니

며, 정 한 거동분석을 해서는 앞서 언 한 인자들을 고려

한 다양한 parametric study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

된다. 본 연구 결과로, 개발 기 연료셀  연료셀 내부에 

장착되는 LRU 설계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한, 시행착오 등의 경험만으로 수행되어 왔던 연료셀 

개발과 련하여 독자 인 해석기술 확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항공기 개발에 용하여 해석을 통한 설계데

이터 확보로 보다 체계 인 개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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