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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ashworthy fuel cells have a great influence on improving the survivability of crews. Since 1960’s, the US army has developed a 

detailed military specification, MIL-DTL-27422, defining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rotorcraft fuel cells. In the qualification 

tests required by MIL-DTL-27422, the crash impact test should be conducted to verify the crashworthiness of fuel cell. Success of 

the crash impact test means the improvement of survivability of crews by preventing post-crash fire. But, there is a big risk of 

failure due to huge external load in the crash impact test. Because the crash impact test itself takes a long-term preparation efforts 

together with costly fuel cell specimens, the failure of crash impact test can result in serious delay of a entire rotorcraft development. 

Thus, the numerical simulations of the crash impact test has been required at the early design stage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trial-and-error with full-scale fuel cells. Present study performs the numerical simulation using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 method supported by a crash simulation software, LS-DYNA. Test condition of MIL-DTL-27422 is reflected on 

analysis and material data is acquired by specimen test of fuel cell material. As a result, the resulting equivalent stresses of fuel cell 

itself are calculated and vulnerable areas are also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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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 연료셀은 추락시 승무원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요 

구성품이다. 재, 항공기에 범 하게 용되고 있는 내충

격성 연료셀은 추락시 승무원의 생존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하

고 있다. 미육군은 1960년  부터 추락 상황에서 화재로 인

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항공기 연료셀에 요구되는 

성능을 규정하는 MIL-DTL-27422(U.S.Army Aviation, 

2007)이라는 군사규격을 제정하여 용해 오고 있다. 특히, 

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 에서 충돌충격시험(crash impact 

test)은 시험 조건인 65ft 높이 자유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충격하  때문에 실패 험성이 가장 높은 시험이다. 

이 시험의 통과를 해서는 연료셀의 형상, 피 의 치, 크

기, 두께에 한 신 한 결정이 필요하며,  과정이 수작업

으로 진행되는 제작공정에서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연료셀이 MIL-DTL-27422에서 요구하는 충돌충격시험

을 통과했다는 것은 생존가능 충돌환경 조건에서 연료셀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이 폭 향

상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료셀이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재수행을 한 시편 재제작, 

비용  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해당 연료셀이 장착되

는 항공기 개발일정에 상당한 지장을 래하는 것은 자명하다. 

재 미군에서 운용 인 공격헬기 아 치(AH-64), 기동헬

기 블랙호크(UH-60), 틸트로터기 V-22 오스 리(Osp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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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terial Layer of Fuel Cell

Fig. 2 Test of Specimen of Fuel Cell(by Hawseung R&A)

도 충돌충격시험에서 수차례 실패를 경험하면서 험난한 개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Ugone et al., 2002). 이런 이유로, 

연료셀 설계 기부터 충돌충격시험의 수치해석을 통해 실물

시험에서의 시행착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을 해서는 상당한 산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성능의 획기 인 발 으로 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10; 2011; 2012; Cheng 

Luo et al., 2007; W.A.van der Veen, 2005). 

본 연구에서는 충돌모사 로그램인 LS-DYNA를 이용하

여 MIL-DTL-27422에서 요구하는 시험조건을 용하여 연

료셀 충돌충격시험 수치모사를 수행하 다. 수치모사에 용

하는 물성값은 실물 연료셀 소재의 시편시험을 통해 획득하

다. 그 결과로 충돌시 연료셀 자체의 응력수 을 평가하고 

연료셀 취약 부 에 한 고찰을 수행하 다.

2. 소재 시편시험

연료셀 소재는 Fig. 1과 같이 크게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의 역할로 섬유강화층(Reinforce layer)은 충격

으로 발생되는 인장력을 견디고, 자기 폐 스폰지 층(self- 

sealing layer)은 섬유강화층 사이에 치하여 피탄시 연료

와의 을 통한 팽윤으로 손상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한, 내부층(inner layer)과 연료차단막(fuel barrier)은 

섬유강화층이 연료와 직  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섬유강화층은 나일론 섬유가 고무에 함침되어 있는 소재로 

연료셀의 강성을 결정한다.

Fig. 2는 연료셀에 한 시편시험 장면이며, 총 4회의 시

편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 연료셀 소재는 선형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물성값은 탄성계수 510MPa, 

최 강도 144.89MPa로 계산되었다. 연료셀은 높은 연신율

을 통해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극한조건을 견디는 설계개념을 

갖기 때문에 충분한 연신율을 보유해야 하는데 본 시편시험

에서는 연료셀 소재의 연신율이 28%로 계산되었다. 

3. 내충격 시험 수치모사

3.1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 

개요

내충격 수치모사에서는 유체/구조 연성해석(Fluid Structure 

Interaction, 이하 FSI)을 수행한다. FSI 해석 방법으로는 

표 으로 ALE(Arbitrary Lagrange-Eulerian)방법과 입

자법(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 SPH) 방법이 

있다. ALE 방법은 유한요소나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보편  

해석방법으로 세 한 유체표 이 가능하지만, 제한된 공간내

에서만 수치모사가 가능하고 과도한 계산량이 필요하다는 단

이 있다. SPH 방법은 공간에 분포된 입자에 해 smoo-

thing kernel 함수를 이용하여 임의의 지 에서의 값을 계산

하는 방법이다. 압력 는 력 등의 외부조건에 의해 결정되

는 힘으로부터 입자들의 가속도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입자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하므로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 본 연

구에서는 계산시간, 사용되는 메모리, 충돌에 따른 내부 유체

입자의 거동 모사의 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합하다고 

단되는 SPH 방법을 사용하 다.

3.2 수치모델  해석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해석 모델은 한국형기동헬기(KHP) 

연료셀 모델을 기본으로 하 으나 형상, 치수, 피  치, 크기, 

두께 등은 실제 모델과 동일하지 않다. 

체 연료셀은 방 연료셀(이하 FWD), 후방 연료셀(이

하 AFT), 우측방 연료셀(이하 FT2), 좌측방 연료셀(이하 

FT1)로 구성되는데, FWD와 FT2, AFT와 FT1은 각각의 

그룹으로 묶여서 상호간 연료가 이송 가능하도록 배 이 연

결되어 있다(Fig. 3, Fig. 4 참조). FWD와 AFT는 연료를 

보 하는 역할을 하고, FT1과 FT2의 연료는 FT1/FT2 내

부에 장착된 승압펌 를 통해 엔진으로 공 된다. 이 때문에 

FT1/FT2를 피더(feeder) 연료셀이라고 한다. 

수치모델은 격벽(bulkhead), 연료셀, 배 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료셀은 내부 검, 장착 는 LRU 체결을 해 사용되

는 속 피 (fitting)과 내충격 소재(Fig. 2 참고)로 구성된

다. 수치해석을 한 물성값으로 격벽, 속피 , 배 은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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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figuration of simplified connection between 

fuel cells

Fig. 6 Condition of crash impact for numerical analysis

Fig. 3 Numerical analysis Model(Top view)

Fig. 4 Numerical analysis Model(Bottom view)

     (a) Top view                     (b) Bottom view

Fig. 7 FEM Model for numerical analysis

미늄을 용하고, 내충격 소재의 물성값은 2장의 시편 시험결

과를 반 하 다. 그리고 격벽과 배 의 두께는 2.0mm, 속

피  두께는 25mm, 연료셀 두께는 10mm로 설정하 다.

각 연료셀은 LS-DYNA에서 제공하는 spotweld keyword

를 사용하여 격벽에 고정함으로써 단볼트(frangible bolt) 

역할을 하도록 하 다. spotweld는 낙하과정에서만 연료셀과 

격벽을 연결해 주고 바닥면 충돌과 동시에 쉽게 손되도록 수

직하 (normal force) 360N, 단하 (shear force) 180N

의 손 조건을 설정하 다. 연료셀이 바닥면과 충돌하면서 기

체 구조에는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연료셀

의 특정지 이 기체구조에 구속이 되어 있으면 기체구조와 함

께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여 연료셀이 찢어지게 되고, 이는 연

료 설에 따른 화재발생의 원인이 된다. 단볼트는 충돌과 

동시에 손됨으로써 충돌시 연료셀이 특정지 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연료 출을 막기 한 목 으로 사용되며 내추락 

성능을 보유한 항공기에 리 용되고 있다.

각 연료셀 간의 배 연결부 형상은 Fig. 5와 같이 간략화 

시켰다. 충돌 후 연료셀 거동은 배 연결에 의해 상호간 구

속되고 물성도 불연속이기 때문에 직 으로 높은 응력이 

발생할 것으로 측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충돌에 

의해 연료셀 소재 자체에 작용하는 응력 수 을 악하는 것

이기 때문에 국부 인 역에 해서는 간략화시킨 수치모델

을 용하 다. 

충돌충격시험의 수치해석 조건은 낙하높이 65ft(MIL- 

DTL-27422), 내부 물충  85% 조건(DEF-STAN 2/1)

을 용하는데, 이를 해 충돌속도는 19.7m/sec, 연료셀 

내부는 입자를 사용하여 85%의 물로 충 하 다(Fig. 6 참

조). 실물 시험에서는 65ft 상공에서 연료셀을 자유낙하시키

기 때문에 지면에 한 어느 정도의 경사를 갖고 충돌하게 

된다. 미군사규격에서는 충돌각도를 -10˚~+10˚로 제안하고 

있는데, 본 해석에서는 Fig. 6과 같이 3˚의 기울기로 바닥면

에 충돌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3.3 유한요소 모델

수치해석에 사용하는 유한요소 모델은 Fig. 7과 같이 구

축하 다. 총 33,871개의 셀 요소를 사용하 는데, FWD는 

6,462개, AFT는 4,795개, FT1는 3,193개, FT2는 3,256

개, 격벽  배 은 16,165개의 쉘 요소를 사용하 다. 내부 

유체는 약 84,000개의 입자를 사용하여 모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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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condition Applied Part

Single Surface ⦁fuel cell 

Node to Surface
⦁fuel cell ↔ water particle

⦁plumbing ↔ water particle 

Surface to Surface ⦁bulkhead ↔ fuel cell

Rigid wall ⦁fuel cell ↔ floor

Table 1 Contact condition

Fig. 9 Maximum Equivalent stress in global behavior

Fig. 10 Behavior of FT2 after crash impact(side view)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잘 수행하기 해서는 구조-유체 사

이의 contact 조건이 잘 정의되는 것이 요한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contact keyword는 Single Surface, Node to 

Surface, Surface to Surface인데, 각 contact 조건이 

용된 역은 Table 1과 같으며, 바닥면은 rigid wall로 설

정하여 floor와 연료셀 표면사이에 contact 조건을 용하

다.

4. 수치해석 결과

4.1 충돌 거동

체 해석시간은 0~0.30sec이고, 용된 시간간격은 

2.07×10-7이다. 계산시간은 64bit computer에서 48시간이 

소요되었다. Fig. 8은 충돌 이후 발생하는 연료셀 내부의 유

체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충돌조건 3˚의 경사로 인해 연료

셀 그룹의 좌측면이 먼  바닥과 충돌하게 되고 이후 우측으

로 되튀어 오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 인 응

력 계산결과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Fig. 8 Behavior of fuel cells after crash impact

4.2 등가응력 평가 

Fig. 9는 충돌에 의해 최 등가응력이 발생하는 순간(@0.016 

sec)의 연료셀 변형 형상이다. 최 응가응력은 FT2의 상부 

속피  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값은 563.30MPa

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Fig. 6과 같이 기 충돌각도

가 3˚로 기울어져서 FT2가 가장 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충격이 완화되면서 나머지 연료셀에는 상 으

로 작은 충격이 가해지게 된다.

Fig. 10은 충돌 이후 최 등가응력이 발생하는 FT2의 내

부 입자들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최  충돌시 바닥면 

속피 에서 발생하는 최 등가응력은 257MPa로 계산되었

다. 충격하 에 의해 내부유체가 양쪽 벽면으로 쏠리고,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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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Upper area Bottom area

FWD 314.10 328.40

FT1 417.24 256.90

FT2 563.30 257.52

AFT 265.39 469.89

Table 2 Maximum equivalent stress of each fuel cell

(a) Metal Fitting of Upper Area (b) Metal Fitting of Bottom Area

Fig. 11 Critical area of maximum equivalent stress in FT1

(a) Metal Fitting of Upper Area (b) Metal Fitting of Bottom Area

Fig. 12 Critical area of maximum equivalent stress in FWD

(a) Metal Fitting of Upper Area (b) Metal Fitting of Bottom Area

Fig. 13 Critical area of maximum equivalent stress in AFT

Fig. 14 Critical area of maximum equivalent stress in 

FWD

Fig. 15 Time history of equivalent stress in FWD 

속피 은 충격하   유체와의 충돌로 인한 굽힘이 발생

하게 되는데, 그 수 은 235~563MPa로 계산되었다. 연료

셀의 속피  소재는 AL2014 T6가 용되는데, 이 재질의 

인장강도는 485MPa(항복강도 415MPa) 임을 고려할 때, 

바닥면 속피 은 약 2배의 안 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상부 속피 은 해당 소재의 인장강도를 

과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보다 

정 한 수치해석이 수행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

의 치나 사이즈 변경, 연료셀 자체의 형상변경 는 충분

한 강도를 갖는 소재로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Fig. 11~Fig. 13은 FT1, FWD, AFT의 등가응력 계산

결과이다. FT1의 바닥면 속피 에서는 FT2와 유사하게 

256MPa의 최  등가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충격하 에 따른 속피 의 굽힘으로 상부 속피 에서 항

복강도를 과하는 417MPa 등가응력이 계산되었다. FWD

는 상,하부 속피 에서 314~328MPa의 등가응력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AFT은 상부 속피 은 265MPa, 하부 

속피 에서는 항복강도를 과하는 469MPa의 등가응력이 

발생하고 있다. 수치해석 결과로 항복강도를 과하는 지

은 FT2/FT1의 상부 속피 , AFT의 하부 속피 으로 

악되었다. 

Table 2는 Fig. 11~Fig. 13에 나타낸 각 연료셀의 상/

하부의 최 등가응력 수치를 정리한 결과이다. 

Fig. 14~Fig. 17은 각 연료셀에서 속피 과 배 연결부 

요소를 제외한 연료셀 소재자체의 등가응력 평가 결과이다. 

Fig. 14는 FWD의 최 등가응력 발생시 의 응력분포와 

최 등가응력 발생 역을 나타내고 있다. 최 수치는 상부 

속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충격에 의해 내부압력

이 연료셀 측면으로 작용하면서 연료셀이 신장하게 된다. 이 

때, 속피 에 의해 주변 소재가 구속되는 효과가 발생하면

서 상 으로 이 역의 등가응력이 높게 계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최 등가응력은 약 

110MPa이고, 이외 역에서는 100MPa 이하의 응력분포

를 보이고 있다. Fig. 2의 시험결과에서 연료셀 소재의 최

강도는 145MPa 임을 고려할 때, 안 율은 약 1.3이상이므

로 충격에 의한 인장 등으로 소재 자체의 찢어짐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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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ritical area of maximum equivalent stress in 

Feeder cell

Fig. 17 Critical area of maximum equivalent stress in 

AFT

않을 것으로 상된다. 

Fig. 16과 Fig. 17은 FT2/FT1과 AFT에서 최 등가응

력이 발생하는 임계시간에서의 응력분포이다. 두 연료셀 모

두 하단 측면 모서리 부분에서 최 응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역의 최 수치는 83~85MPa이다. 측면 모서리 부분

은 충격이 직 으로 달되고 수치모델에도 형상의 꺽임 

등의 불연속으로 인해 상 으로 응력이 높게 발생한 것으

로 사료된다. 실물 연료셀도 제작성을 고려한 모서리 꺽임 

는 소재의 첩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역의 설계는 신

할 필요가 있다. 이외 역에서는 체 으로 80MPa 이

하의 응력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안 율 1.7 수 이

기 때문에 소재 역에서는 FWD 연료셀과 비교하여 더 안

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회 익항공기 연료셀의 full-scale 충돌충

격시험 수치모사를 수행함으로써 문 상용 로그램을 사용

한 항공기 요 구성품에 한 내충격 성능평가의 수행 가능

성을 타진하 다. 

수치해석 결과로, 각 연료셀에서 최 등가응력이 발생하는 

지 을 악하고 해당부 의 등가응력 수치를 계산하 다. 

주로 상/하부 속피 에서 상 으로 큰 등가응력이 발생

하는데, FT2/FT1의 상부 속피 , AFT의 하부 속피

에서의 등가응력이 항복강도를 과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특

히 FT2의 상부 속피  등가응력 수치가 최 수치 563.30 

MPa로 계산되었다. 

소재 역의 최 등가응력은 배 연결부 형상이 간소화 되

었고 실물 체결방식이 고려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배  연결

부의 요소들을 제외한 후 각 연료셀 소재의 등가응력을 평가

하 다. 그 결과, 소재 역의 최 등가응력은 FWD의 상부 

속피  주변에서 발생하며 그 수치는 110MPa로 계산되었

고, FT2/FT1과 AFT는 하단 측면 모서리 부분에서 최 응

력이 발생하며 그 수 은 83~85MPa로 계산되었다. 따라

서, 시편 시험결과를 고려했을때 추락의 충격으로 인한 소재 

자체의 찢어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치해석 결과, 본 연구의 해석조건 하에서 충격에 의한 

연료셀 취약부 는 각 FT2/FT1 상부 속피 , AFT 하부 

속피 으로 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부 는 연료셀

의 인 취약부 가 아니며 연료셀 크기, 충돌각도, 연료

셀 연결 방식, 피  크기, 치, 두께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

질 수 있다. 한, 충돌각도에 따라 충격력 달 양상이 달라

져 상/하부 속피 의 굽힘 거동이 상이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 한 내충격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는 앞

서 언 한 주요 인자들을 고려하여 취약부 로 상되는 부

분의 정 한 수치해석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며, 충돌각도에 

따른 내충격성능의 parametric study도 수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한, 본 수치해석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실물시험을 통한 검증  필요시 수치해석과 시험

결과사이의 data correlation이 수행되어야 한다. 향후, 본 

연구는 실물시험과의 데이터 비교를 통한 수치해석 결과의 신

뢰성 검증  내부장착 부품, 주변 체계구조물과의 연동을 고

려한 기체 내충격성능 평가 수치해석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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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항공기 연료셀은 추락 상황에서 승무원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요 구성품으로 회 익 항공기에 용되고 있는 내충격성 

연료셀은 추락시 승무원의 생존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육군은 항공기가 처할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연료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960년  부터 MIL-DTL-27422 이라는 연료셀 개발규격을 제정하여 재까지 용해 오고 

있다. 해당 개발규격에 규정된 시험 에서 충돌충격시험은 연료셀의 내충격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써, 해당 시험을 통과

하는 연료셀은 생존가능 충돌환경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승무원의 생존성이 폭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충돌충격시험은 작용하는 하  수 이 무 높기 때문에 실패 험성이 가장 큰 시험이기도 하다. 연료셀이 해당 시험을 통

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한 비용과 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항공기 개발일정에 심각한 지장을 래할 가능

성도 높다. 따라서, 연료셀 설계 기부터 내충격성능 만족여부에 한 측을 해 충돌충격시험의 수치해석을 통한 실물시

험에서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모사 로그램인 LS-DYNA에서 

지원하는 유체-구조 연성해석 방법인 SPH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셀 충돌충격시험 수치 모사를 수행하 다. 수치해석 조건으

로 MIL-DTL-27422에서 요구하는 시험조건을 고려하 고, 실물 연료셀의 시편시험을 통해 확보한 물성데이타를 해석에 반

하 다. 그 결과로 연료셀 자체의 응력수 을 평가하고 취약부 에 한 고찰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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