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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helicopter radome, we performed bird strike analysis using SPH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technique. Since the SPH method is a meshfree method, there is no phenomenon 

such as mesh tangling and it is suitable to predict the dispersion behavior of debris and debris cloud generated by 

high-speed impact. In order to observe the scattering direction of fractured bolts, the analysis were perform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fracture occurs at the proof load. As a result of bird strike analysis, there is no secondary 

damage as well as the damage due to, the dispersion behavior of the bird model, and the scattering of the 

fractured bolts and radome. From the additional analysis that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actual bolt fracture, 

only plastic deformation is predicted since the maximum stress of the bolt does not exceed the ultimate stress.

Key Words : Bird Strike(조류 충돌),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입자완화 유체동역학), Debris(파편), Radome(레

이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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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가 비행 중 또는 이착륙 시 조류와 부딪히는 

현상을 조류충돌(bird strike)이라 한다. 조류충돌은 조

류가 빠른 항공기를 인지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하고, 

항공기는 조류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빠른 기동을 하

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조류충돌은 상황에 따라서 항공기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 정지된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 시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행 중 또는 이착륙 중인 고속의 항공

기와 조류가 충돌하면 항공기에는 역학상 많은 충격

이 가해진다. 예를 들면 1.8 kg의 조류가 시속 250 kts 

(128.6 m/s)로 날고 있는 항공기에 부딪히면 약 17톤

의 힘이 가해지는 것과 같다[1]. 이 정도의 충격이면 

부딪히는 위치에 따라서 기체가 파괴되거나 찌그러지

고 조종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레이더 경부 수신기(RWR; Radar Warning Reciver)는 

주파수 대역을 주기적으로 스캔하여 주파수, 신호 형

태, 도달 방향, 펄스 반복 주파수 등과 같은 수신 신

호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위협정도를 알 수 있다. 위

협이 될 수 있는 레이더 신호가 감지되면 경고를 알

려 신속한 위협 회피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

이다. RWR은 주로 군용 항공기에 많이 사용되며 일

반적으로 조종석에 디스플레이 된다.

  공격용 헬기의 경우, Fig. 1과 같이 RWR을 보호하

기 위해 샌드위치 판넬 구조(sandwich panel structure)

의 레이돔(radome)이 안테나 조립체(Antenna assembly)

에 조립되어 사방에서 감싸고 있다. 비행중인 헬기가 

조류와 충돌할 경우 파괴된 레이돔의 파편이나 조립

되어 있는 볼트 및 조류의 분산거동에 의해 기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조종사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헬기 주요장치의 구조건전성 입증은 헬기의 안전 및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점검항

목이다. 또한,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는 1990년

부터 2004년까지 59,000건에 달하며[2], 이 사고 수치는 

실제 조류충돌사고의 약 20 %에 정도라고 추측되고 

있을 정도로 조류충돌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조류충돌현상은 주로 시험을 통해서만 안정성 평가

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조류충돌 시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1970년대 초 미국의 전폭기인 F-111

의 캐노피 개발 중 조류충돌 시험비용에 약 5백만 달

러가 소요되었다[3].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한

요소해석을 이용한 조류충돌해석의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졌으며, 실제 캐노피의 설계에 적용하여 좋은 결

과를 얻었다. 이외에도 조류충돌문제가 발생하는 항공

기의 엔진이나 리딩 엣지(leading edge) 등 여러 분야에

서 조류충돌해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4,5].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여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 LAH(Light Armed Helicopter)에 장착된 

RWR의 레이돔에 조류가 충돌했을 시 레이돔의 변형, 

볼트의 분산방향 및 파괴여부, 조류모델의 분산거동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류충돌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에 보다 정확한 조류충돌해석을 

위해 조류모델을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기법으로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Radome bird strike

2. 이론 및 해석 방법

2.1 조류충돌해석 이론

  Wilbeck은 조류충돌에 사용되는 다양한 모델과 시험

기법을 제시하였다[6,7]. Wilbeck은 상대속도 50 m/s 이

상에서 조류충돌과 같이 피격체에 비해 발사체의 강도

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충돌 면에서 발생하는 응력

이 발사체의 항복강도보다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조

류가 유체처럼 흐른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조류충돌은 수압 충돌(hydrodynamic impact)로 

분류되고 있다.

  조류충돌현상의 초기 접촉면에서 충격파(shock wave)

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초기 충격(initial shock)이라 

부른다. 충격파 발생 이후 충격파가 접촉면에서부터 

조류 내부를 향해 진전되며 동시에 조류의 자유표면에 

형성된 방출파동(release wave)도 조류의 중심을 향해 

진전하게 된다. 방출파동에 의해 충격파는 감쇠되고 

충돌 초기에 사라지게 된다. 감쇠과정에서 충격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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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사라진 이후에는 조류가 충돌 면을 따라 흐르게 

되는 정상 유동(steady flow)이 된다.

  조류충돌현상은 위와 같이 충격파가 발생하는 초기 

충격 상태와 이후 충돌 면을 따라 흘러가는 정상 유동 

상태 2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초기 충격 시 

발생하는 압력 을 Hugonoit 압력, 정상 유동 시 발

생하는 압력 을 Stagnation 압력이라고 하며 각각 

아래와 같이 식 (1), (2)로 표현할 수 있다.

   (1)

  



  (2)

2.2 해석 프로그램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은 ANSYS社의 Workbench 

17.0을 사용하였으며, Analysis Tool로는 Explicit 

dynamics, Solver로는 Autodyn을 사용하였다.

  Explicit dynamics는 임플리시트 코드(Implicit code)로 

적용할 수 없는 충돌 및 폭발과 같이 순간적으로 발

생하는 대변형 해석에 적용되는 수치해석 방법이다.

  중앙차분법을 통하여 강성행렬을 정의하며, 질량에 

대한 관성력 적용에 의해 거동특성을 계산한다. 그렇

기 때문에 관성력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 웨이브를 표

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 조류 모델

  Heimbs S.은 조류충돌해석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조

사를 통해 조류모델의 다양한 모델링 방법, 기하학적 

형상, Lagrangian, Eulerian, SPH 기법의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였다[8].

  Heimbs S.는 조류충돌해석에서 가장 확립된 4가지의 

조류모델은 원통형(Cylinder), 양끝이 반구형인 원통형

(Hemi-spherical cylinder), 타원형(Ellipsoid), 구형(Sphere)

으로 정의하였다. 이 중에서 원통형 모델이 Wilbeck의 

실험 연구에서 사용된 점과 단순한 형상의 편리성에 

의해 초기 연구에서 선호되었다.

  Nizampatnam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조류모델의 초

기 충격과 정상 유동의 압력에 대해 조사하였다[9]. 본 

연구의 조류충돌속도와 가장 가까운 100 m/s에서 초

기 충격 압력은 모든 조류형태가 비슷하게 나왔으나 

정상 유동 상태에서의 압력은 구형이 가장 높게 관측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시간을 줄이고 좀 더 가혹한 조

건에서의 조류충돌해석을 위해 Fig. 2와 같은 구형의 

조류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지름은 126 mm, 밀도는 960 

kg/m3, 질량은 1 kg 이다.

  Fig. 2의 조류모델은 Lagrangian 기법을 이용하여 모

델링 되어있는데, Lagrangian 모델을 사용하는 일반적

인 유한요소해석기법은 메쉬 기반의 수치해석을 진행

하여 재료의 물리적인 변형이 메쉬와 함께 이동하며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조류충돌 시 나타나는 조각파

단의 현상을 묘사할 수 없어 해석에 적합하지 않다.

Fig. 2. Lagrangian bird model

  SPH 기법의 경우 무메쉬 방식(meshfree)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메쉬의 얽힘(tangling)과 같은 현상은 발생

되지 않는다. 또한 고속 충돌에 의한 국부적인 손상과 

파괴도 Lagrangian 기법에 비해 좀 더 실제적으로 묘

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충돌에 의한 균열

들이 모든 방향에서 전개될 수 있으며, 균열경로 또한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10]. 또한 McCarthy[11]와 

Alstair[12]은 SPH 기법이 조류충돌과 같은 대변형 문제

에서 실제와 가장 근접한 해석 기법임을 입증하였다.

Fig. 3 SPH bi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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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zampatnam은 SPH 모델의 다공성(porosity)이 30~40 

%일 때 Wilbeck의 실험결과와 가장 비슷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9]. 본 논문에서 사용된 

조류 모델은 다공성 40 %를 적용하여 Autodyn의 SPH 

생성기능을 이용해 모델링 되었다. Fig. 2의 Lagrangian 

조류모델을 SPH 모델로 변환하면 Fig. 3과 같이 나타

나게 된다.

2.4 레이돔 모델

  조류와 충돌하는 피사체인 레이돔은 내부의 안테나 

및 전자장비 보호와 전자특성을 고려하여 샌드위치 판

넬 구조로 되어 있다.

  레이돔은 Fig. 4와 같이 허니콤 코어(Honeycomb 

core), 접착시트, 유리섬유(Fiber)를 2층 적층한 FRP 

(Fiber Reinforced Polymer), 유리섬유를 여러층 적측하

고 성형 및 경화한 후 기계 가공하여 만든 테두리

(Fiber solid strip)로 구성되어 있다. 테두리의 물성치는 

실험을 통해 구한 값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 소재의 

물성치는 Table 1의 제품에 해당하는 물성치를 적용하

였다[13~16].

Fig. 4. Sandwich panel structure radome

Table 1. Radome material property

소 재 회사 품명

Honeycomb 
core

Plascore PN2-3/16-4.0[13]

Fiber
JPS composite 

materials
Astroquartz Ⅱ, Ⅲ[14]

Resin Tencate EX-1515[15]

Adhesive film Henkel Hysol EA9696[16]

  레이돔의 유한요소해석모델은 Fig. 5와 같고, 각 모

델의 구조와 두께는 Table 2와 같다. Autodyn에서는 적

측형 복합재의 물성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FRP sheet

의 물성치는 실험에 의해 구해진 등가물성치를 사용하

였다.

Solid

Shell

FRP-sheet

Fig. 5. Finite element model of radome

Table 2. Radome dimension

소 재 구조 두께

Honeycomb core Shell 0.085 mm

Composite material
Shell 0.5 mm

Solid 5 mm

2.5 해석 조건

2.5.1 조류 충돌 조건

  Fig. 1과 같이 RWR이 헬기와 45°대각으로 설치되어 

있고 조류와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RWR을 감싸고 

있는 레이돔은 조류와 대각충돌을 하게 된다. 따라서 

조류충돌해석은 45°대각 충돌해석과 더 많은 충격이 

발생할거라 예상하는 90°정면충돌을 가정하여 Fig. 6의 

(a), (b)와 같이 해석하였다.

  조류 속도 22.5 m/s와 헬기 속도 55.6 m/s의 상대속

도로부터 조류모델의 초기속도를 계산하여 78.2 m/s을 

적용하였고, 조류모델은 레이돔의 기하학적 중심을 향

해 진행하도록 하였다. 해석시간을 줄이고자 조류와 

레이돔의 초기 사이거리를 1 mm로 하였다.

  조류모델과 레이돔의 접촉상호작용(interactions)은 

Autodyn에서 제공되는 Lagrange/Lagrange 상호작용 방

법을 적용하였으며 type은 trajectory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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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5° bird strike on radome

(b) 90° bird strike on radome

Fig. 6. Directions of the bird strike

2.5.2 구속조건

  레이돔은 SUS304 M3볼트에 의해 본체에 고정된다. 

SUS304 M3볼트의 강도 등급은 8.8로 보증하중(Proof 

load) 2920 N과 유효 단면적 5.03 mm2을 통해 계산한 

볼트의 보증응력은 581 MPa이다.

  조류충돌 후 비산물에 의한 2차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선 비산물의 분산거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볼

트파괴 후 분산거동을 알기 위해 볼트의 머리, 나사선 

부분, 볼트와 레이돔 본체에 접촉하는 부분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누어 모델링한 뒤, 접촉면에서 보증응력 

581 MPa 이상이 되면 떨어지도록 접촉조건(Breakable 

bond contact)을 적용하였다.

  만약 볼트가 보증응력에서 파괴되지 않는다면 보다 

낮은 강도 등급을 적용하여 볼트 파괴 후 분산거동 확

인을 위한 해석이 필요하다.

  Fig. 7과 같이 볼트와 본체가 접촉하는 면을 고정하

는 구속조건을 적용하여 조류충돌 시 볼트의 분산거동

과 레이돔의 변형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Fixed condition
(blue surface)

  Fig. 7. Fixed condition at bolt contact surface to 

radome body

3. 해석 결과

3.1 45°대각 조류충돌

  45°대각 조류충돌 해석 결과 Fig. 8과 같이 레이돔

의 테두리는 안으로 우그러지듯이 변형되었고, FRP가 

허니콤코어와 접촉한 일부분에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볼트는 보증응력을 초과하여 조류

모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이 확

인하였다.

  Fig. 9는 45°대각 조류충돌 후 조류모델의 분산거동

으로 (a)와 (b)는 각각 해석진행시간이 4.644 msec일 

때의 좌측면도와 저면도이다. 소량의 조류모델 입자가 

파괴된 레이돔의 FRP를 통해 레이돔 후방으로 새어나

가고, 새어나가지 않은 조류모델은 레이돔의 표면을 

따라 레이돔의 외부로 흘러가는 것을 관측하였다. 볼

트는 파괴된 후 조류모델에 휩쓸려 조류모델과 같은 

방향으로 비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5°대각 조류충돌 해석을 통해 볼트의 파괴 후 분

산방향과 조류모델의 분산거동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조류충돌에 의한 초기 충격파는 레이돔 레이돔에 대

부분 흡수되며 레이돔 외부로 빠져나가는 조류입자들

은 정상 유동 상태로 헬기 동체를 따라 비스듬히 빗

겨나가고, 파괴된 볼트들 또한 조류모델에 휩쓸려 헬

기 동체 외부방향으로 분산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

므로 비산물에 의한 2차 피해로 조종사나 헬기의 다

른 주요 장비에 피해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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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Stress contour result of 45° bird strike at 

1.312 msec

Bird 
direction

(a) Left side view

Bird 
direction

(b) Bottom view

     Fig. 9. Dispersion behavior of bird model at 

4.644 msec

3.2 90° 정면 조류충돌

  Fig. 10은 90°정면 조류충돌 해석결과로 조류충돌에 

의해 레이돔의 테두리는 안으로 우그러지듯이 변형되

고 FRP가 파괴되었다. 볼트 또한 보증응력을 초과하

여 조류모델과 같이 레이돔 안쪽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 Stress contour result of 90° bird strike at 

1.312 msec

  Fig. 11은 조류와 정면 충돌 후 조류모델의 분산거

동으로 (a)와 (b)는 각각 해석 진행시간이 1.169 msec

일 때의 좌측면도와 평면도이다. 조류모델의 분산거동

이 45°대각 조류충돌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는 45°대각 조류충돌과 마찬가지로 소량의 조

류모델 입자가 파괴된 레이돔의 FRP를 통해 새어나가

고, 그 외 나머지 조류모델 입자들은 레이돔 외부로 

파괴된 볼트와 함께 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90°정면 조류충돌 해석을 통해 볼트와 레이돔의 파

괴 후 분산방향과 조류모델의 분산거동을 분석한 결

과, 45°대각 조류충돌과 마찬가지로 조류충돌에 의한 

초기 충격파는 레이돔에 대부분 흡수되며 레이돔 외

부로 빠져나가는 조류입자들은 정상 유동 상태로 헬

기 동체를 따라 비스듬히 빗겨나갈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파괴된 볼트들은 조류모델에 휩쓸려 Fig. 1의 

안테나 조립체 내부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안테나 조

립체 내부로 흘러 들어간 비산물에 의해서는 2차 피

해가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레이

돔 90°정면 조류충돌에 의한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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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 
direction

(a) Left side view

Bird 
direction

(b) Top view

    Fig. 11. Dispersion behavior of bird model at 

1.169 msec

3.3 볼트 부 최대응력

  이상의 해석결과에서 M3볼트의 분산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Fig. 12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M3볼

트가 파괴되는 것은 보증응력에서가 아니라 극한응력

(ultimate stress)을 지나 파괴지점까지 소성변형이 일어

나야 한다. M3볼트의 최소극한하중은 4020 N으로 유

효면적을 나누어 계산하면 최소극한응력은 799 MPa이 

된다.

  볼트 체결부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을 확인하기 위

해 레이돔과 볼트 접촉면을 구속하여 같은 조건으로 

45°대각, 90°정면 조류충돌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는 

각각 Fig. 13의 (a), (b)와 같다.

  45°대각 조류충돌에서 볼트 체결 부 최대응력은 약 

600 MPa, 90°정면 조류충돌에서 볼트 체결 부 최대응

력은 약 740 MPa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석

결과로부터 볼트는 파괴되지 않고 소성변형에 그칠 것

이라 예상한다.

Fig. 12. Stress-strain curve of bolt

(a) Stress contour result of 45° bird strike analysis at 

1.369 msec

(b) Stress contour result of 90° bird strike analysis at 

1.117 msec

Fig. 13. Bird strike analysis for the maximum stress of 

the bo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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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WR을 감싸고 있는 레이돔에 조류

충돌이 일어났을 때의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조류충

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의 주목적은 조류충돌에 의

한 피해 정도와 볼트 및 조류 비산물의 분산거동에 

의한 2차 피해의 발생여부이다. 조류의 분산거동을 보

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조류모델은 SPH기법을 사

용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볼트 파괴 후 분산거동을 알기 위해 볼트의 일반적

인 허용한도인 보증응력에서 파괴되도록 조건을 적용

하여 해석하였고, 조류충돌해석은 레이돔의 45°대각방

향과 90°정면방향으로 조류가 충돌하는 2가지 경우를 

해석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보증응력을 초과한 응력에 의해 파

괴된 볼트 및 조류모델의 분산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

고, 비산물에 의한 2차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

한다.

  그리고, 볼트 체결부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확

인하여 실제 볼트가 파괴되는 극한응력을 초과하는지 

알기 위해 볼트 접촉면을 고정하는 구속조건으로 추

가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볼트 체결부에

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극한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볼트는 파괴되지 않고 소

성변형만 일어날 것이다.

후        기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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