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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회 익 항공기에 범 하게 용되고 있는 내충격성 연료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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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부

터 연료셀 고유의 내충격성에 련된 군사규격을 제정하여 용해 왔다. 국외 문제작 업체들은 장기간의 경험에 의존하

여 연료셀을 개발하고 있으며, 충돌충격시험에 따른 시행착오의 결과를 설계  제작과정에 재반 하고 있다. 이러한 연료

셀 충돌충격시험은 시편자체의 제작비용  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설계 기단계부터 충돌충격시험에 한 일련

의 수치  모사를 통해 실물에 의한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모사 로그램인 Autodyn

으로 연료셀 충돌충격시험에 한 다수의 수치해석을 수행, 등가응력 분석을 통해 한 설계변수를 선정하 다. 한 인

공신경망과 모의풀림 방법을 연동시켜 연료셀 형상을 내충격성능 측면에서 최 화하 다.

핵심용어 : 연료셀, 내충격성, 충돌충격시험, 미군사규격, 인공신경망, 모의 풀림

Abstract

Crashworthy fue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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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s to 

prevent most fatality due to post-crash fire. Foreign manufacturers have followed their long term experience to develop their fuel 

cells, and have reflected the results of crash impact tests on the trial-and-error based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dures. Since 

the crash impact test itself takes a long-term preparation efforts together with costly fuel cell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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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s. In the present study a number of numerical simulations on fuel cell crash impact tests 

are performed with a crash simulation software, Autodyn. The resulting equivalent stresses are further analysed to evaluate a 

number of appropriate design parameters and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simulated annealing method a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to optimize the crashworthy performance of fuel cells.

Keywords : fuel cell, crashworthiness, crash impact test, US military specifica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simulated annealing

················································································································································································································

  †책임 자, 정회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계통  선임연구원

    Tel: 042-870-3531 ; Fax: 042-860-2006

    E-mail: shotgun1@kari.re.kr

  * 정회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계통  책임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비행체연구  책임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구조  책임연구원

∙이 논문에 한 토론을 2012년 4월 30일까지 본 학회에 보내주시

면 2012년 6월호에 그 결과를 게재하겠습니다.

1. 서    론

연료셀의 기본 역할은 정상 인 운용조건 하에서 연료를 

설없이 안 하게 보 하고, 추락 등으로 야기되는 가혹한 

충돌충격 상황에서도 연료가 장 공간 외부로 출되지 않도

록 하여 탑승자에 한 추락 후 화재발생(Post-Crash Fire, 

이하 PCF)의 해 가능성을 원천 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고속으로 기동하는 고성능 고정익 투기가 지상 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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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료셀 충돌충격시험 수치해석모델

면으로 추락하는 경우, 충돌충격 하 수 이 워낙 높기 때문

에 조종사가 기체 내부에 남아 있다면 그 생존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성능의 고정익 투기에서는 

사출좌석을 장착하여 비상시 조종사의 생존성 향상을 모색하

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회 익 항공기에서는 로터의 회

에 의한 해 가능성  운용고도 등의 제한으로 사출좌석을 

용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반면에 회 익항공기는 상 으

로 느린 속도와 낮은 고도에서 운용되므로 기체와 좌석에 

한 조치를 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충돌에 지의 향을 

최소화하고 연료계통의 화재를 방지하면 탑승자의 생존성을 

폭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구체  목표를 달성하기 해 

미국과 국 등 항공 선진국에서는 최 의 내충격성 연료셀 

련 기술을 장기간에 걸쳐 국가  차원에서 축척해 왔다. 

회 익항공기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 의 

하나가 연료셀에 한 충돌충격시험(Crash Impact Test) 

이다. 미육군은 PCF에 의한 승무원 사상자 발생을 원천 으

로 방지하겠다는 목표 하에 내충격성 연료셀에 련된 상세

규격(U.S. Army Aviation and Missile Command, 2007)

을 제정하여 충돌충격시험을 강제하고 있다. 해당 규격에서

는 물로 가득 채운 연료셀을 19.8m(65ft) 높이에서 지면으

로 자유 낙하시켰을 때 연료셀로부터 일체의 설이 없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 선진국에서도 장기간의 경험에 근거한 철 한 사

비에도 불구하고 연료셀의 충돌충격시험이 실패로 귀결되어 

항공기 개발사업 일정자체를 크게 지연시키는 경우가 다반사

으며(Ugone 등, 2002), 공격헬기인 아 치(AH-64)  

기동헬기인 블랙호크(UH-60)의 개발과정에서도 개발요구도 

상의 내충격 성능이 확인될 때까지 연료셀의 충돌충격시험을 

수차례 반복했었다. 해당시험의 실패 험성을 최소화하기 

해서, 연료셀의 충돌충격시험 성공 여부를 설계 기단계

에서 미리 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 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항공기용 내충격성 연료셀에는 일방향 

섬유  직물형태의 나일론과 고무 그리고 속재료가 다양

하게 용될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이 상당히 복잡하다. 한 연

료셀 내부에 연료를 채우고 내부구성품(Line Replacement 

Unit, 이하 LRU)까지 배치된 상태에서 추락 시 기체와의 

간섭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하 조건은 정하 이 아니라 

충돌충격 하 이며, 모든 소재의 물성치는 비선형 역이고 

변형의 크기 한 변형이다. 이런 이유로, 항공기 개발과정

에서 연료셀 충돌충격 수치모사 해석결과 등이 연료셀 형상

설계를 한 데이타로 활용된 바도 없으며, 해외 문개발업

체에서도 유한요소 로그램 등을 이용한 해석없이 20년~30

년의 개발경험에만 의존하여 연료셀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 익항공기 연료셀에 한 유체-구조 연

성 수치모사를 통한 해석기술 확보  최 화 기반 기본설계 

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연료셀 내부에 연료가 채워진 상태로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고, 수치해석으로 계산된 피   소재

역에 발생하는 응력분포를 기 로 하여 량을 최소화하면서 

응력구속 조건을 만족시키는 연료셀의 외부형상, 피 치, 

내부 LRU 치에 한 최 화를 수행하 다. 상용 소 트웨

어인 Autodyn을 사용하여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

고, 미군사 규격(U.S. Army Aviation and Missile 

Command, 2007)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돌충격시험과 동일

한 조건으로 수치모사를 수행하 다. 

최 화는 매 과정마다 설계변수들의 조합이 구속조건 만족

여부를 검사해야만 하는데, 유체-구조 연성문제인 충돌충격 

수치모사는 1회 계산을 해 상당한 계산시간과 산자원을 

필요로 하며 탐색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시간과 산자원

도 격히 증가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최

화 문제의 경우 주로 응답면 기법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

서는 다 다 응에 효율 인 인공신경망에 기 한 응답면 

기법을 용하 고, 최 화는 역해 탐색에 많이 용되는 

Simulated Annealing(이하 SA)를 사용하 다.

2. 충돌충격시험 수치모사

그림 1~3은 기 수행된 바 있는 연료셀 충돌충격시험 수치모

사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해석모델, 유한요소모델  Autodyn 

내 게이지 설정 치이다(김 기 등, 2011). 기존 연구와 동

일하게 주변공기, 내부공기, 내부충  물은 오일러(Eulerian)

모델, 연료셀 구조물와 콘크리트 바닥면은 라그랑지안(Lagran-

gian)모델로 설정하고 general coupling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4는 기존 연구의 수치모사(김 기 등, 2011)에서 연

료셀이 콘크리트 바닥면에 최 로 압축되는 시간(9,000 

step, 5.997ms)과 이 후 충돌에 의한 반발력으로 연료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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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게이지 번호) Max.등가응력

하부

속피

게이지 1 617.35

게이지 2 620.76

게이지 25 657.39

내부 LRU
게이지 3 601.31

게이지 4 555.40

상부

속피

게이지 5 285.19

게이지 6 319.54

게이지 7 225.28

게이지 8 249.77

게이지 9 262.97

게이지 24 283.43

측면

고무피

게이지 10 29.48

게이지 13 18.03

상부소재

좌측 게이지 16 51.02

우측 게이지 23 50.12

앙 게이지 22 45.24

하부소재
우측 게이지 21 76.35

좌측 게이지 18 54.18

표 1 연료셀 충돌충격 수치해석 결과(최 응력) (단  : MPa)

그림 2 수치해석을 한 유한요소모델

그림 3 게이지 설정 치

그림 4 충돌충격시험 수치모사

설계변수
설계범

최소값 최 값

DV1 2∘ 12∘

DV2 200mm 500mm

DV3 -40mm 40mm

DV4 -40mm 40mm

표 2 설계변수 최 화 범

그림 5 연료셀 형상최 화 설계변수

이 되튀어 오르면서 내부유체에 의해 상부 소재  속 피

에 충격력이 작용하는 시간(12,000step, 7.767ms)을 보

여 다. 

표 1은 그림 3에서 나타낸 각 게이지에서 측정된 최 응

력 수 을 나타내었다. 바닥면과 가장 먼  충돌하는 연료셀 

하부의 속피 과 내부 LRU에서 응력이 657.39MPa로 가

장 높게 계산되었고, 상부면 속피 에서의 최 응력은 약 

319MPa 수 이었다. 연료셀의 표피 소재  고무피  역

의 최 응력은 76MPa로, 다른 역과 비교할 때 상 으

로 낮은 응력수 을 보인다.

3. 연료 셀 외부형상 최 화

3.1 최 화 설계변수

연료셀 하부면에 경사를 용하면 연료 탈수  배유성능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셀에 요

구되는 요한 성능  하나인 내충격성은 외부형상에 의한 

향성이 매우 크며, 셀의 내충격성은 승무원의 생존성과 직

결된다. 정비성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내충격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은 형상의 연료셀은 항공기에 장착될 수 없다. 따

라서 해당 셀의 내충격성이 완 히 충족된 상황에서 정비성을 

합리  수 까지 고려한 형상이 최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는 연료셀 형상  내부 LRU 치 최 화를 해 

설정된 설계변수이다. 선행연구 결과로부터 해당 셀의 내충

격 성능은 외부형상에 의한 향성이 크기 때문에 형상 련 

설계변수로 하부면 경사각도와 상부면 피  간격을 설정하

다. 한, 충돌에 따른 내부 LRU 향성 최소화를 해 하부

면 피 에 장착되는 LRU 치를 설계변수(Design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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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공신경망 구축과정에서의 MSE 결과

그림 7 SA 용 안정화(수렴) 결과

이하 DV)로 설정하 다. 표 2에서는 최 화를 한 각 설계

변수의 설계범 를 나타내었다.

3.2 목 함수  구속조건 선정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성능에 향성이 큰 연료셀 량을 

목 함수로 하고 각 역별 최 응력 발생지 의 응력 수

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경량 최 화를 수행하 다.

최 응력 발생지  설정을 고찰하면, 앞서 수행한 수치해

석 결과에서 상/하부 속피 , 내부 LRU의 응력수 은 

225MPa~657MPa로 타 역의 응력수 에 비해 상당히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수행된 바 있었던 해당 셀 충돌충격

시험의 실패 사례에서도 상면 속피  역의 손이 발생

한 바도 있다. 따라서, 충돌의 향을 가장 크게 받게되는 상

/하부 속피   내부 LRU 응력수 을 재 수 보다 낮

추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최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하부 속피  역은 기형상 비 최 응력값 5% 

감소, LRU 역은 최 응력이 2.5% 감소되도록 구속조건

을 부과하 다. 상 으로 낮은 응력수 을 보이는 소재

역은 기형상 비 10% 낮은 수 으로 구속조건을 부과하

다. 표 3은 각 역에서 구속조건 지 으로 선정된 게이지

의 최 응력 제한값이다.

 역 게이지 번호 응력 제한값 비고

하부

속피
1, 2, 25 624.52

( 기형상 비 

5%↓)

내부 LRU 3, 4 586.27
( 기형상 비 

2.5%↓)

상부

속피
5, 6, 7, 8, 9, 24 303.56

( 기형상 비 

5%↓)

소재 역
10, 13, 16, 18, 

21, 22, 23
68.71

( 기형상 비 

10%↓)

표 3 각 역 응력 구속조건(단  : MPa)

3.3 최 화 방법

연료셀 형상최 화의 제약조건은 충돌에 의해 해당 셀 각 

부 에 작용하는 응력수 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작용 응력

범 는 설계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설계

변수들의 조합이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검사하기 해서

는 매번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만 하는데, 이 경우 탐색횟수

가 증가함에 따라 최 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산술 수 으로 

증가되게 된다. 이처럼 구조해석이 결부된 최 화 문제의 경

우 주로 응답면 기법이 사용되는데, 최 화의 경우 복수의 

설계변수에 한 복수의 작용 응력범 간의 상 계를 모사

해야 하므로 다 다 응에 효율 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응답면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목 으로 주로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은 역  신경

망(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으로 뉴런들로 구

성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력과 

출력의 조합인 학습자료들을 학습시켜 해당 자료들이 존재하

는 범  내에서 입력에 한 근사값을 얻고자 할 때 사용된

다. 학습자료로는 설계변수들의 기값  기값으로부터 

설계범  내에서 증감된 변수를 입력자료로 선정하고 이들에 

한 총 56cases에 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그림 3의 게

이지에서 계산된 값들을 출력자료로 사용하 다.

목 함수( 량)에 한 인공신경망 구축을 해 입력층 뉴

런은 65개, 은닉층은 130개로 설정하 다. 제약조건값 계산

을 한 인공신경망은 입력층 뉴런 갯수는 2,500개과 3,200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1개의 은닉층을 사용하 는데, 학습방

법으로는 효율성이 좋은 Resilient-Backpropagation방법

을, 뉴런의 달함수로는 Sigmoid 함수를 사용하 다. 

그림 6은 56 cases의 구조해석 결과를 가지고 진행된 인

공신경망 구축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Mean Square Error(이

하 MSE)로 계산된 performance 결과이다. 100 evaluation 

에서는 MSE 0.21, 180 evaluation에서는 MSE 1×10-4, 

최종 수렴단계에서는 1×10-7이하의 MSE 값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구축된 인공신경망이 매우 신뢰성 높게 구축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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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목 함수  설계변수 최 화 결과

항목 기모델 최 화 결과

목 함수( 량, kg) 54.60 48.90

설계변수

DV1(deg.) 0 12.00

DV2(mm) 300.00 222.00

DV3(mm) 0 -11.47

DV4(mm) 0 36.32

표 4 량/설계변수 최 화 결과

 역 응력 제한값 게이지번호
최 화결과

(Max.등가응력)

하부

속피
624.52

1 538.80

2 620.06

25 591.76

내부 LRU 586.27
3 586.06

4 520.02

상부

속피
303.56

5 151.66

6 164.77

7 85.59

8 108.59

9 145.73

24 195.07

소재 역 68.71

10 10.53

13 22.81

16 20.35

23 18.73

22 32.10

21 50.31

18 58.74

표 5 최 화에 따른 구속지  최 응력 결과(단  : MPa)

의미한다.

최 해의 탐색은 신뢰할 만한 역 최 해를 주는 기법으

로 알려져 있는 SA(Simulated Annealing) 기법을 용하

다. 기 통과확률을 0.9로, 최종 통과확률을 0.01로 하여 

150,000회 역 최 화를 수행하 다. 탐색 과정에서 설계

변수의 값들은 구속조건(등가응력 최소화)을 만족하고, 목

함수인 량을 감소시키면서 최 해로 수렴하 다. 그림 7은 

SA 수행 기 부여된 온도값인 5×106℃부터 차 냉각되어 

안정화되기 까지의 결과로써, 최 해로의 수렴이 잘 되었음

을 의미한다.

4. 연료셀 최 화 결과

그림 8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목 함수( 량) 최소화 결

과와 그에 따른 각 설계변수의 최 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

다. 기모델(그림 1) 량 54.60kg은 최 형상 량 

48.90kg으로 수렴하여 약 10.43%의 량이 감소하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각 설계변수 최 화 결과에 해, 사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연료셀 바닥면경사를 용하는 것이 응력 에서

는 유리하 는데, 최 화 결과에서는 바닥면에 12°경사를 

용하는 것이 최 으로 계산되었다. 상부면 피 간격은 기존 

300mm에서 222mm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닥면 충돌 후 상부면에 가해지

는 충격력이 상부 앙 역에 집 되면서 상부피 에 굽힘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향성을 감소시키도록 상부 피

간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최 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내

부 LRU 치 최 화 결과, 두 개의 LRU 간격을 재 수

보다 이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1st LRU는 

죄측으로 11mm 이동하고, 2nd LRU는 우측으로 36mm 이

동하는 것이 최 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LRU 사이의 

간격을 임으로써 충돌시 충격력에 해 하부피  역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최 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4는 목 함수와 설계변수의 최 화 결과를 정리한 것

이고, 표 5는 응력 구속조건에 한 18개 게이지 치에 측

정된 최 응력의 만족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모든 지 에서 

구속조건을 잘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기형상과 최 형상의 최 응력을 비교한 것이

다. 하부 속피 과 LRU 역은 기모델의 응력수 과 비

교하여 0~12%가 감소하여 큰 차이가 없다. 해당 역은 

기 충격을 그 로 받는 역이기 때문에 응력수 은 외부형

상 는 피   LRU 치 변경에 거의 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상부피  역의 최 응력값

은 최 화 결과로 31~62% 수 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것은 상부피  역은 충돌 후에 연료셀 형상이나 

LRU 치 등으로 내부 유체 거동이나 연료셀 자체의 거동

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향성의 결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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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최 형상-기존형상]/기존형상☓100 

그림 9 기존형상과 최 형상 최 응력 결과 비교

그림 10 연료셀 최 형상

연료셀 소재 역은 게이지 13번과 18번에서 최  응력값

이 26%, 8% 증가(22.81MPa, 58.74MPa)되었고, 이외 

지 에서는 29%~62%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최 화 

결과로 소재 역의 최 응력은 76.35MPa에서 58.74MPa

로 23% 감소되었고, 기형상에서 최 응력이 나타났던 지

(게이지 21)의 응력은 50.31MPa로 34% 감소되었다. 

그림 10은 최 화 결과를 반 한 연료셀의 최 형상을 나

타내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 화에 따른 각 설

계변수의 수렴결과는 내충격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

며, 구속지 의 응력 제한조건에 해서도 잘 만족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물론, 최 형상은 수치해석에 기 한 결과이

므로 실제작시 반 되어야 하는 수치는 추가 인 고려가 필

요할 것으로 단되나, 기 개념설계를 한 요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료셀 충돌충격 시 외부형상  내부 

LRU 배치에 따른 응력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연료셀 최 형

상에 해 고찰하 다. 

최 화 설계변수는 총 4개로써, 바닥면 경사각, 상부피  

간격, LRU들의 치로 설정하 다. 최 화는 량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수행하면서 응력수 이 상 으로 높은 18개 

지 의 응력값을 구속조건으로 부과하 다. 최 화 과정에서 

필요한 목 함수와 구속조건 계산은 설계변수들의 기값  

설계범  내에서 증감된 설계변수를 사용하여 수행된 총 

56case의 구조해석 결과를 가지고 훈련된 인공신경망을 사

용하 고, SA 방법을 용한 역 최 화를 수행하 다. 

최 화 결과로, 18개 지 의 응력제한 구속조건을 잘 만

족하면서 량이 10.4% 감소하 으며, 각 설계변수들의 수

렴 방향도 물리 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로, 인공신경망과 SA를 연동한 역 최 화를 

통하여 개발 기 연료셀 개념설계시 외부형상과 피  치

에 한 설계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연료셀 내부에 장착되

는 LRU의 최 치 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시행착오 등의 경험만으로 수행되어 왔던 연료셀 개발과 

련하여 독자 인 해석기술 확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고, 향후 항공기 개발에 용하여 해석을 통한 설계데이터 

확보로 보다 체계 인 개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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