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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flare operation of tactic maneuvering

flight of fighter aircraft with 150GL center external fuel tank and proposed the possible

solution of it's operation. The damage scope of horizontal fin of fuel tank and flare

trajectory when the flare ejected from the maneuvering aircraft were analyzed by the wind

tunnel test and the numerical analysis. We investigated the two different option to avoid

the damage of fin; i) the adjustment of flare dispenser angle and ii) the change of

horizontal fin's shape. For the considering of practical operation of present system, we

chose the second option. We estimated the drop safety of external fuel tank with

redesigned fin by the wind tunnel experiments.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센터 파일론에 150갤런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한 전투기의 전술기동 중

섬광탄 운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운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섬광탄 발사시 투하

궤적 및 외부 연료 탱크 수평 핀의 손상 범위를 풍동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였

다. 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섬광탄 발사 각도를 조정하는 방안과 2) 핀의

형상을 변경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 및 실용성을 분석한 결과 핀을 재설계하는 방안이 채

택되었다. 풍동실험을 통하여 재설계한 수평 핀을 장착한 외부 연료 탱크의 투하 안전성

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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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술기동 중 조종사는 적의 열 추적 미사일을

회피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비행 중인 항공기

에서 고속으로 섬광탄(flare)을 발사한다. 그러나

최대 전투 행동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체 중

앙에 외부 연료탱크를 장착할 경우 수직으로 발

사되는 섬광탄은 하방 41.5cm에 위치한 연료 탱

크의 수평 핀에 충돌할 가능성으로 인해 운용에

제한(1)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동체 중앙

에 외부연료 탱크를 장착한 상황에서도 섬광탄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가능

한 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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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중앙에 장착한 연료 탱크는 섬광탄 발사에 어

떠한 문제점을 제기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발사

가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조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섬광탄 발사 환경을 구현하고 풍동 실험

및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점 질량으로 가정한 수치해석, 풍동 실험 및

3-D 유체−구조 연성 해석 결과 ∞  ∼

인 항공기의 섬광탄 발사 장치에서 30m/sec ~

60m/sec의 속도로 수직 하향 발사되는 섬광탄은

41.5cm 아래에 위치한 수평 핀 일부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3)(4)

여러 비행 기동

자세에서 발사되는 섬광탄 궤적에 수평 핀이 간

섭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섬광탄 발

사 각도를 조정하는 방안과 핀의 형상을 변경하

는 방안을 비교 평가하였다.

현 시스템의 실용적 운영 측면을 고려한 결과

핀의 형상을 50% 축소하는 방안을 추천하였다.

풍동실험을 통하여 50% 축소한 수평 핀을 장착

한 외부 연료 탱크의 투하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Ⅱ. 본 론

2.1 풍동 실험

전투기의 동체 하부 중앙에 외부 연료탱크를

장착한 체로 섬광탄을 발사할 경우 여유 공간은

사출기(dispenser)와 연료 탱크 수평 핀 간의 거

리가 41.5cm이기 때문에 스케일 축소를 할 경우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섬광탄의 크

기도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기대하는 실험 결과

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판단 하에 현실적인 풍동 실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료 탱크와 섬광탄이 포함된 동

체 하부만을 실험 범위로 한정하여 Froude 스케

일   를 적용한 Table 1의 풍동실험 모델을

제작하였다.(5)

Fig. 1의 사진들은 최대 풍속 92m/sec를 낼 수

있는 공군사관학교 중형 아음속 풍동의 측정부

(3.5mx2.45mx8.7m)에 동체 하부 실험 모델이 장

착된 모습이다.

구분 길이 폭 높이

동체 265cm 93cm 22cm

연료탱크 207cm 27cm 27cm

섬광탄 8.13cm 2.42cm 1.07cm

Table 1. 풍동 실험 모델의 제원

Fig. 1. 풍동 내 모델설치

구분 Full-scale Model

제원[cm] 48×21×163 2.42×1.07×8.13

질량[g] 260 30.5

중력[N] 2.5 0.3

사출압[MPa] 3.3 0.28

사출력[N]
3402.1

( 33m/sec-57m/sec)

89.6

(15m/sec)

항력 [N]
100.3

(205.8m/sec)

1.9

(51.5m/sec)

Table 2. 섬광탄 모델에 작용하는 힘의 비교

고도 15,000ft, 비행속도 400 Knot(205.8m/sec)에

서 사출력 3.3MPa로 섬광탄을 발사했을 때 이를

Froude 스케일로 변환한 풍동 실험 환경에서 섬

광탄에 작용하는 중력과 사출력, 항력을 비교하

여 Table 2와 같은 실험 환경을 조성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발사 매거진에 30개의 섬광탄을

장진하였으며 수평 핀과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섬광탄 발사는 Fig. 2와 같이 8개의 위치에서 수

행하였다.

Fig. 3은 Fig. 1과 같은 설치 모델의 가능한 비

행기동 자세인    ± 에서 섬광탄

모델을 수직 하방으로 사출한 궤적을 고속 촬영

한 영상 중 일부이다.

Fig. 2. 섬광탄 모델 발사 위치



618 강치행․장영일․권기범․윤용인 韓國航空宇宙學會誌

(a) α=10o, β=0o

(b) α=0o, β=+20o

(c) α=10o, β=+20o

Fig. 3. 다양한 기동자세에서의 섬광탄 궤적

Fig. 3을 분석해 보면 수평 핀 안쪽 상방에서

사출되는 ①∼④번 지점의 섬광탄은 수평 핀과

충돌하였으나, 사출방향이 수평 핀을 벗어나는

⑤∼⑧번 지점의 섬광탄은 수평 핀과 충돌하지

않았다. Table 3은 이러한 고속 영상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여 각 비행자세에 따른 섬광탄의 평균

이동 거리를 산출한 결과이다.

각 비행자세에 따른 섬광탄의 평균 이동거리를

분석해보면, 수직 하방으로 사출된 섬광탄이 하방

자세[deg] 평균 이동 거리[mm]

  흐름 방향 (x) 횡 방향(y)

0 0 6.6 1.1

10 0 7.0 1.1

0 +20 3.1 6.5

10 +20 3.5 6.1

0 -20 5.3 8.6

10 -20 7.3 7.8

Table 3. 섬광탄 평균 이동거리

Fig. 4. 발사 각도 조정

 

0.207m에 위치한 연료 탱크 수평 핀에 다다르기

까지 동체 후미 방향으로 수평 이동 거리는 최대

7.3mm이고, 동체 중앙선 방향 즉 횡 방향으로

최대 8.6mm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사각

을 조정하여 섬광탄이 수평 핀과의 충돌을 피하

는 방안을 고려할 때 Fig. 4와 같이 옆 방향으로

3
o
(=tan≈)를 더 추가하고 여기에

안전계수 1.5를 감안하여 4.5
o
경사를 더 주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2.2 수치해석

수치해석에서 선택한 섬광탄 발사시의 비행조

건은 Table 4와 같이 선회 경사각 70∼80°, 옆미

끄럼각 및  , 속도 180m/sec∼230m/sec,

운용고도 2,400m 및 4,500m를 고려하였다. 이는

2.1절의 풍동 실험에서는 포함할 수 없는 비행조

건으로 실제 전투기에서 섬광탄을 운용하는 비행

기동 상태이다.

ADINA FSI 코드(6)의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위한 3-D 해석모델은 Fig.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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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행 조건

받음각       

경사각    

옆 미끄럼각    

비행 속도 sec∼sec
비행 고도   

섬광탄 사출속도 sec

Table 4. 수치해석시 비행조건

(a) 동체 하부 해석 영역

(b) ➁번 위치 섬광탄과 해석 영역 분할

Fig. 5. 섬광탄 궤적 3-D 해석 모델

Fig. 5 (a)는 섬광탄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영역인 발사 매거진을 포함한 항공기의 동체

배면 하방으로 × × 의 직육

면체를 해석 영역으로 선정한 Fig.이며 (b)는 궤

적 추적을 위해 선정된 ②번 위치의 섬광탄과 해

석영역의 분할을 보여주고 있다. Fig. 6은 Table

4의 비행 조건 및 섬광탄 사출조건을 적용하여

섬광탄 이동 궤적을 해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빨강선은 섬광탄 아랫면의 1번 절점, 파랑선

은 2번 절점의 이동 궤적을 나타낸다.

Fig. 7은 전체적인 섬광탄 궤적의 이동 경향성

을 종합하여 수평 핀과의 충돌 범위를 표현한

Fig.이다. 이를 보면 수직 하방으로 발사되는 섬

광탄은 모든 비행조건에서 연료 탱크의 수평핀과

충돌하며 충돌 위치는 끝에서부터 61mm 이내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비행조건하에

Fig. 6. 여러 비행 조건의 섬광탄 궤적

Fig. 7. 섬광탄 충돌 (  )

서도 섬광탄의 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항력보다

사출속도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2.3 섬광탄 발사 각도 조정 방안

수직으로 발사되는 섬광탄은 41.5cm 하방의

수평 핀의 끝으로부터 7.5cm 안 쪽에 충돌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하학적 조건으로부터 동체 바

깥쪽 방향으로 섬광탄을 9° 경사지게 발사하면

수평 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기하학적인

각도인 9°에다 Fig. 4에서처럼 섬광탄의 이동거

리를 감안한 각 3°에 안전계수 1.5를 고려하여

발사각을 13.5°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Fig. 8은 13.5° 발사각을 기준으로 ±2°를 감안한

11.5°, 13.5°, 15.5°로 설정된 발사 각도를 가질 때

섬광탄 초기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Fig. 9를 보면 섬광탄이 수평 핀과의 충돌 유

무는 13.5°의 발사각을 경계로 결정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발사각 15.5°인 경우는 발사각

13.5°에 비해 보다 섬광탄 궤적이 안정되게 수평

핀을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섬광탄의 발사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 매거진

을 경사 장착하는 방안은 외부 연료 탱크의 형

상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

체 배면의 내부 프레임 절단 및 구조물 보강에

항공기 개조 작업 수준의 시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유선형 덮개의 개조와 내∙외부 장착물

형상 변경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 시험이

요구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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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발사각 조정에 따른 섬광탄 초기위치

Fig. 9. 발사각 조정에 따른 핀 충돌 유무

2.4 수평 핀 형상의 개조 방안

외부 연료 탱크의 수평 핀에 섬광탄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은 섬광탄 자체의 발사 각도를 변

경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2 방안으로 핀 형상의

개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Fig. 7을 보면 옆 미끄럼각이 없는 비행기동

상태일 때 수평 핀 팁으로부터 61mm를 절삭해

야만 수평 핀에 섬광탄이 충돌하는 현상을 회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옆 미끄럼각이 있는 비행기동 상태일 때 발사

매거진으로부터 수직 발사되는 섬광탄은   

인 비행기동 상태의 궤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해보자.  의 옆 미끄럼각으로 비

행기동을 하고 있다면 상대풍은 좌측에서 동체쪽

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동체 중앙선 좌측에 위치

한 발사 매거진에서 수직 발사되는 섬광탄은 동

체 중앙선 쪽의 횡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길

어진다. 반대로  의 옆 미끄럼각으로 비

행기동을 하고 있다면 상대풍은 우측에서 동체쪽

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동체 중앙선 좌측에 위치

한 발사 매거진에서 수직 발사되는 섬광탄은 동

체 바깥쪽의 횡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

진다. 따라서  의 경우 섬광탄은 수평

핀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의 경우

수평 핀에 충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같은 분석을 적용하여 옆 미끄럼각이 있

는 비행기동 상태는  의 비행상태를 설

정하였다.

Fig. 10은   비행 기동 상태에서 수직

발사되는 섬광탄 궤적의 수치해석 결과로서 주어

진 비행조건에서 섬광탄의 이동 궤적은 수평 핀

안쪽으로 약 130mm 밀려들어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과도한 비행일 경우 연료

탱크 수평 핀을 충분히 절삭하지 않거나 사출 각

도를 충분히 주지 않을 경우 여전히 섬광탄이 수

평 핀에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행 기동 조건보다 더 가

혹한 조건에서 기동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

계수 1.5를 고려해서 Fig. 12와 같이 수평 핀을

200mm 절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원

형상을 50% 축소한 형상이다.

3. 형상 재설계에 따른 투하 안전성 평가

수직 하방으로 발사되는 섬광탄 궤적이 외부

연료 탱크의 수평 핀과의 간섭 현상을 피하기 위

하여 MIL-HDBK-1673 test 271
(8)
의 허용 범위 내

에서 Fig. 12와 같이 핀의 충돌 가능 부분을 절

삭하여 형상을 재설계하였다.

Fig. 10. 섬광탄 충돌 (   )

Fig. 11. 요구되는 수평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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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연료 탱크 수평 핀 형상 변경

Fig. 13. 풍동내 연료탱크 투하실험 장치

비행중 항공기에서 외부 연료 탱크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수평 핀 형상 변경이 항공기

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13과 같이 풍동 내에서 연료 탱크 투하실험

을 실시하였다.

대상 항공기의 연료 탱크 분리에 대한 비행조

건은 비행 매뉴얼(1)을 참고하면 150knots -

450knots, 1g, 수평 비행(No dive angle) 상태에

분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비행

조건을 Froude 스케일의 축소비율   의

모델에 적용한 풍동실험 조건은 마하수 0.34로

서 상응하는 자유흐름 속도인 45m/sec에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9)

Fig. 14는 연료를 가득 채운 연료탱크를 수평

비행상태에서 투하한 결과이며 Fig. 15는 연료가

비어 있는 상태의 연료 탱크를 투하한 결과로서

좌측은 원 형상의 수평 핀 장착, 중앙은 재설계

한 수평 핀 장착, 우측은 수평 핀을 장착하지 않

은 상태의 연료 탱크이다.

Fig. 14. 연료 만재시의 연료 탱크 분리

Fig. 15. 연료 공허시의 연료 탱크 분리

연료를 만재한 탱크를 기준으로 연료가 비어있

는 탱크를 보면 투하 자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투

하되는 속도가 더 느려지고 있다. 투하 궤적의

끝 부분에서 연료 탱크의 자세가 크게 변화한 것

은 측정부 밑바닥에 설치해 놓은 보호 그물망에

의해 요란된 불규칙한 흐름 현상이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연료가 비어있는 탱크

의 경우 훨씬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중량

이 가볍게 되면 이러한 외란에 더 취약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평 핀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 연료가 비어 있

는 상태에서의 분리는 항공기의 후미 부분에 충

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설계한 형상의 수

평 핀을 장착한 연료탱크는 원형상의 수평 핀을

장착한 경우와 비슷한 피칭 안정성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재설계 형상의 수평 핀을 장착한 연

료탱크 투하시의 피치가 안정되는 현상은 모 항

공기에 연료탱크가 충돌하지 않고 투하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결 론

대상 항공기의 센터 파일론에 150갤런 외부 연

료 탱크를 장착한 상태에서 섬광탄을 운용할 경

우 풍동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연료 탱크 수

평 핀에 섬광탄이 100% 충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첫째 사

출 각도를 수직 발사에서 경사 발사로 변경하는

방안과 둘째 수평 핀의 형상을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여러 가지 기동상태를 고려한 결과 13.5° 이상

의 사출각도 변경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출각도 변경은 섬광탄 발사 매거진 장착 부분

의 정밀 검사 결과 불가능함이 판명되었다.

13.5° 이상의 사출각도 변경이 구조상 불가능함

에 따라 다양한 비행 기동을 감안할 때 수평 핀

을 절단하여 50% 형상으로 운용하는 것이 최선

의 운용 방안으로 추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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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형상의 50%로 축소한 핀을 장착한 외부 연

료 탱크의 투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풍동

에서 모의 투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연료가 비

어 있는 상태에서도 연료 탱크의 투하 안전성이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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