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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vulnerability of the situation in which combat system is shot by external projectile 
impacts. In developing combat system, it is vital to consider the survivability as well as its mission capability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loss of lives. Especially, when the parts which are susceptible to fire are shot under battle situation, the system is exposed 
to the dangerousness and the situation when the parts such as fuel tanks are impacted by external projectile impacts can lead to flash fire 
as a result of the leakage of fuel.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flash fire was calculated by analyzing a variety of variables 
supposing that fuel tank in the combat system is sho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ffective methods in the basic steps when combat 
system is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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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투시스템은 전투 환경에서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

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생존성은 전투시스템이 전투 

환경에서 위협을 회피하거나 감내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 전투시스템의 생존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투시스템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전

투 환경에서 전투시스템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피해로는 크게 적의 외부위협에 따른 피해, 전투

시스템의 결함에 따른 피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
제 전투 환경에서 전투시스템은 적의 외부위협으로부

터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외부위협체와 같은 위협으

로부터 피탄 시 발생 가능한 순간화재는 외부위협체가 

전투시스템의 외부 판재를 관통하여 화재취약부품에 

도달하고, 도달하는 순간의 잔류 에너지가 취약부품 

내에 있는 가연성 물질의 착화온도 보다 높아 순간적

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2). 실제로 외부위협체

에 의한 전투시스템의 피탄 시 시스템 파괴로 인한 전

투 능력 상실 및 승무원의 생존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위협체에 의한 관통 시 연료탱크

와 같은 화재취약부품에 명중하여 순간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대한 승무원 및 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한 전

투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전투시

스템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외부 

위협에 의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3). 국내는 물

론 해외 선진국에서도 외부 위협 등 여러 요인으로부

터 전투시스템의 취약성 분석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

행되고 있지만, 순간화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

는 미미한 실정이다.



외부위협체의 충돌에 의한 연료탱크의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안전학회지, 제29권 제6호, 2014년 63

전투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모

형을 통해 연료계통 부품에 외부위협체를 충돌하는 방

법과 전산모사해석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 모형을 통해 결과를 얻기에는 막대한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되므로4), 본 연구에서는 전산모사해석

을 통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외부 판재를 관통한 

후, 연료탱크 내 연료의 온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ANSYS AUTODYN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프로

그램 내 입력값에 대해서는 인터넷 매체 및 문헌 등에

서 취득한 값을 사용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적의 외부위협체에 의해 피탄되는 상

황을 전산모사해석을 통해서 보다 쉽고 정확하게 순간

화재 발생가능성을 산출하고, 산출된 결과를 통해 전

투시스템이 순간화재의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있

어 기여할 수 있도록 방법론 제시측면의 역할에 주안

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연구 범위

적의 외부위협체에 의한 전투시스템 내 연료탱크의 

순간화재에 대한 취약성을 알아보기 위해 Fig. 1과 같

이 해석영역 및 대상을 설정하였다. Fig. 1에 나타내듯

이 외부위협체(Projectile)가 외부 판재(Plate)를 관통한 

후,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에 에너지를 가하여 나타나

는 온도를 연료의 발화온도와 비교함으로써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서, rp는 외부위협체의 반지름, LP는 외부위협체

의 길이, LA는 외부 판재의 두께, UP는 외부위협체의 

포구속도를 나타낸다. 
Table 1에는 해석 영역 및 대상에 대하여 입력값들

을 제시하였다. 외부위협체의 경우, 관통 깊이와 재질, 
포구속도에 따라 Type A와 Type B 두 가지로 분류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는데 Type A의 경우 관통 깊이는 

570 mm로 가정하였고, Type B의 관통 깊이는 410 mm
로 가정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외부위협체의 관통 깊

Fig. 1. The analysis area of the combat system. 

이는 외부 판재의 재질이 RHA(Rolled Homogeneous 
Armor)일 경우의 관통 깊이에 해당된다7-9).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외

부위협체의 관통 깊이에 따라 외부 판재의 두께를 달

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외부위협체의 반지

름을 실제 위협체와 유사하게 가정한 다음, 반지름의 

차이에 따라 연료탱크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의 차이

가 온도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외부위협체의 실제 포구속도는

Type A의 경우 1,575m/s, Type B의 경우 1,720m/s 이
나, 외부 판재에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하기위하여 

Type A의 경우 1,475m/s, Type B의 경우 1,560m/s의 속

도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연료탱크 내부의 물질로는 연료의 차이에 따른 순간

화재 발생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가지 연료를

(Diesel, Gasoline, Kerosene)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

고, 프로그램 내 변수로 주어진 연료의 물성 값은 

Table 2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프로그램 내 단위로 변

환하여 사용하였다.

2.2 연구 방법

2.2.1 접근 방법

본 연구는 기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투시스템의 순

간화재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생존성을 높이기 위

한 연구로서 다양한 외부위협에 대한 순간화재 발생가

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외부위협체로부터 

Table 1. The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of AUTODYN

case Projectile Fuel Tank rP
(mm)

LP 
(mm)

LA
(mm)

UP
(mm)

1
Type A

(1,575m/s)

Diesel
11, 15, 
20, 25 684 100~50

0 1,4752 Gasoline

3 Kerosene

4
Type B

(1,720m/s)

Diesel
15, 18, 
20, 25 395 100~40

0 1,5605 Gasoline

6 Kerosene

Table 2.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fuels10-11)

Fuel 
Tank

Density
(g/cm3)

Specific Heat
(Terg/cm․k)

Thermal 
Conductivity
(Terg/cm․k)

Bulk 
Modulus
(Mbar)

Ignition 
Temperatur

e (K)

Diesel 0.8 1.75․10-5 0.15․10-7 1.3 530.15

Gasoline 0.803 2.22․10-5 0.15․10-7 1.3 560.15

Kerosene 0.81 2.01․10-5 0.15․10-7 1.43 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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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부품인 연료탱크가 충격을 받았을 때 연료탱크에 

도달하는 에너지에 따라 나타나는 온도를 연료의 발화

온도와 비교하여 순간화재의 발생가능성을 산출하였다. 

2.2.2 AUTODYN을 활용한 해석

외부위협체로부터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ANSYS AUTODYN을 사용하였다. 외부위협체의 

관통에 대한 고속 관통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상태방정

식은 Shock 방정식을 활용하였다. 해석은 계산의 효율

을 높이기 위하여 2차원 축대칭의 Lagrange Solver를 

사용하였으며, 외부 판재의 상부에 Transmit을 이용한 

Boundary Condition을 설정하였다. 계산 격자는 해석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Type A의 경우 외부 판재

의 두께가 500 mm일 경우에 50,563개의 격자로 계산

되었는데 계산당 평균적으로 4~6시간의 시간이 소요되

었다(CPU : Intel Core i5-2410M 2.30GHz, RAM : 
3,41GB).

2.2.3 변수 선정

순간화재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변수는 크게 3가지

를 고려하였다. 첫째, 외부 판재의 두께에 따른 순간화

재 발생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외부위협체가 외부 판재

를 관통한 후, 연료탱크에 충격을 가할 경우 순간화재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판재의 두께를 

Type A의 경우 100 mm부터 500 mm, Type B의 경우 

100 mm부터 400 mm 까지 두 경우 모두 100 mm씩 간

격을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외부위협

체 반지름의 차이에 따른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외부위협체의 반지름의 차이에 따른 가정을 

통하여 Type A의 경우, 기존 11 mm의 반지름에서 15, 
20, 25 mm로, Type B의 경우 기존 18 mm의 반지름에

서 15, 20, 25 mm의 반지름으로 크기 조건을 달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연료의 종류에 따른 순간화

재 발생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연료 종류에 따른 전투

시스템의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을 분석하고자 Diesel, 
Gasoline, Kerosene 등 3가지 연료를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2.2.4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의 분석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투시스

템의 피탄 상황을 가정하였다. 외부위협체가 전투시스

템의 외부 판재를 관통한 후, 연료탱크를 관통하면서 

충격을 가할 때 나타나는 온도분포를 산출하여 연료의 

발화점과의 비교를 통해 순간화재의 발생가능성을 분

석하였다.

전투시스템 가운데 전차의 대표적인 적재포탄으로

는 대전차 고폭탄(HEAT: High Explosive Anti-Tank)과 

외부위협체(Projectile)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위부위

협으로 선정한 외부위협체는 내부에 폭약이 없는 대신 

빠른 속도로 명중하여 전차와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나

는 관통자의 운동에너지로써 전차의 외부 판재를 관통

하는 형태를 지닌다12). 
발화는 점화용 불꽃 등과 같은 별도의 점화원이 없

이 점화되는 것을 말하며, 연료는 일정농도의 범위에 

있어야 하고 화학반응에 의해 손실되는 열보다 높은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한다. 액체연료의 화재를 결정하

는 주요 변수로는 표면온도가 해당되며, 본 연구에서

는 외부위협체가 외부 판재를 관통한 후의 잔류에너지

가 연료탱크 내 연료의 표면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가정하고 발화온도를 순간화재 발생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였다13-14). 따라서 이와 같이 직접적인 점화원이 

없는 형태를 가지는 외부위협체에 의해 피탄 되는 연

료탱크의 순간화재 발생가능성 판단하고자 연료별 온

도분포와 발화온도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외부 판재의 두께별 순간화재 발생가능성

외부 판재의 두께에 따른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을 산

출하기 위하여 외부위협체의 분류(Type A, B)에 따라 

외부 판재의 두께별 연료의 온도분포 결과를 살펴보았

다. Fig. 2에서 Type A의 관통 깊이는 570 mm로 가정

하였고, 그에 따른 외부 판재의 두께는 100 mm부터 

500 mm까지로 100 mm의 두께에 따라 순간화재 발생

가능성을 산출하였다. Fig. 3에서 Type B의 관통 깊이

는 410 mm로 가정하였고, 그에 따른 외부 판재의 두께

는 100 mm부터 400 mm까지로 100 mm의 두께에 따라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을 산출하였다. 외부 판재의 두께

에 따른 연료의 최고온도분포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Type A의 경우 외부 판재의 두께 100 mm(Diesel)에서 

481.65 K, 두께 200 mm(Kerosene)에서 458.31 K, 두께 

300 mm(Gasoline)에서 455.35 K의 가장 높은 온도분포

를 나타내었다. Type B에서는 Type A와는 달리 각 연

료들이 외부 판재의 두께 100 mm에서 연료가 Gasoline
일 경우 480.68 K, Diesel은 515.32 K, Kerosene은 

473.24 K로 가장 높은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Type A, B에 따른 외부 판재의 두께별 순간화재 발생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최고온도를 비롯한 모든 온도

분포에서 발화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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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highest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late width 
case by type A.

Fig. 3. The highest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late width 
case by type B.

Table 3. Results of the highest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late width case

Classification LA
(mm)

Gasoline
(K)

Diesel
(K)

Kerosene
(K)

Type A

100 481.65

200 458.31

300 455.35

Type B 100 480.68 515.32 473.24

단되며, 이에 대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3.2 외부위협체 유형별 순간화재 발생가능성

외부위협체의 반지름의 크기 유형에 따른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두 가지로 분류한 외부

위협체를 대상으로 연료(Gasoline)의 온도분포 결과를 

살펴보았다. Fig. 4의 경우 Type A의 반지름을 달리하

여 온도를 산출한 결과, 반지름의 크기 유형에 따라 온

도분포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반지름이 클수록 온

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분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5의 경우 Fig. 4와 같은 방법으로 온도를 산

출하였을 때, 반지름이 클수록 온도는 높게 분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Type B에 의한 온도분포는 

초기 100 mm 외부 판재의 두께에서 최고 온도분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이후 차츰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외부위협체의 반

지름의 크기에 따른 외부 판재의 관통 후 에너지의 양

에 따른 온도분포의 결과로 판단된다. Fig. 4와 5의 경

우 반지름의 크기에 따라 온도분포가 비례하는 결과를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으로 순간화재 발생에 

관한 온도분포 산출에 관하여 반지름의 크기가 클수록 

높은 온도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A temperature distribution by type A case.

Fig. 5. A Temperature distribution by type B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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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A temperature distribution by projectile 
impacts

Classification LA
(mm)

11 mm
(K)

15 mm
(K)

20 mm
(K)

25 mm
(K)

Type A

100 391.89 395.3 425.9 442.5

200 406.93 415.92 440.4 422.81

300 400.34 430.25 425.91 464.54

400 371.86 395.21 441.8 425.2

500 415.14 401.24 443.34 423.86

Classification LA
(mm)

15 mm
(K)

18 mm
(K)

20 mm
(K)

25 mm
(K)

Type B

100 478.52 499.57 532.5 510.2

200 432.55 495.37 482.59 490.5

300 441.22 417.22 452.14 481.51

400 430.18 386.82 463.59 410.24

3.3 연료 종류별 순간화재 발생가능성

연료의 종류에 따른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을 산출하

기 위하여 외부위협체 Type A, B를 대상으로 연료별 

온도분포를 살펴보았다. Fig. 6에는 Type A를 대상으

로 하였을 때의 3가지 연료(Gasoline, Diesel, Kerosene)
에 대한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외부 판재의 두께에 

따라 온도분포의 차이는 있었지만 외부 판재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온도분포는 초기 외부 판재 두께와 유사

하거나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 7에는 Type B
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온도분포로서 외부 판재 두

께 100 mm에서 가장 높은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는데 

그 이후에는 초기 외부 판재의 두께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온도분포를 보였다. 외부위협체의 유형별로 3가
지 연료의 온도별 분포는 위협체와 외부 판재에 따라 

온도분포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경우에서 발화온도

Fig. 6. A Temperature distribution of fuels by type A.

Fig. 7. A Temperature distribution of fuels by type B.

Table 5. Results of A temperature distribution of fuels by 
projectile impacts

Classification LA
(mm)

Gasoline
(K)

Diesel
(K)

Kerosene
(K)

Type A

100 391.89 481.65 425.4

200 406.93 437.92 458.31

300 400.34 424.77 344.1

400 371.86 418.8 387.88

500 415.14 333.42 366.14

Type B

100 499.57 499.57 473.24

200 495.37 495.37 352.47

300 417.22 417.22 436.88

400 386.82 386.82 430.43

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순간화재 발생가능성

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Table 5에 제시

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투시스템 중 전투차량을 대상으로 

외부위협체에 의한 피탄 시 외부 판재를 관통하고 연

료탱크가 충격을 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순간화재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외부 판재의 두께, 위협체의 크

기 유형, 연료의 종류와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연료

별 온도분포와 발화온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순간

화재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을 

수 있었다. 
1) 외부 판재의 두께에 따른 순간화재 발생가능성

의 분석결과로는 Type A가 연료에 대하여 각기 다른 

외부 판재의 두께에서 최고의 온도분포를 보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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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발화온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또한, Type 
B는 외부 판재 두께 100 mm에 대해서 모든 연료의 

최고의 온도분포를 보였지만 외부위협체와 연료의 최

고 온도분포 및 모든 온도분포에서 연료의 발화온도

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외부 판재 두께에 따른 순

간화재 발생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2) 위협체의 반지름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위협체의 

유형별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의 분석결과로서, 위협체

의 크기에 따른 연료탱크 내의 온도분포 변화는 뚜렷

한 경향성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대체적으로 위협체

의 반지름이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작은 위협체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분포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가지로 분류한 위협체에 대해서 Type 
B가 Type A에 비해 높은 온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

지만, 위협체의 크기 유형에 대하여 연료의 발화온도

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료의 발화온도에 도달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순간화재 발생가

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연료의 종류별 순간화재 발생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3종류의 연료를 각각 분석한 결과, 연료의 발화

온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료의 종류마다 온

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종류의 연료 모

두 발화온도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순간화재 발

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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