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 발달과 환경규

제 강화 등으로 인해 수소에너지가 부각되면서 세계

적으로 수소자동차의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수소

가스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 시스템의 내연기관에 압

축수소 가스만을 저장, 연소시켜 운행하는 자동차1)로 

국내 현대자동차의 넥소를 비롯하여 세계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소자동차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축수소는 연료시스템의 효율을 위해 고압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고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type III와 

type IV의 압축용기가 사용되고 있다2). 구조적으로 강

재(type III)나 비금속재(type IV)의 라이너가 내용물의 

기밀과 형상유지를 하며 라이너의 전면을 에폭시 수

지에 함침시킨 섬유복합재료로 와인딩(winding)하여 

제작되는 형태이다. 현재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 

수소저장용기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용기 

내 가압 수준의 증가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강도개선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섬유복합재료의 이방성 특성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David 등3)은 최적의 

복합재층을 갖는 수소저장용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탄

소섬유 복합재료 한 층의 두께와 각도에 대한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최적의 단일 와인딩 각도 

36.54°와 두께 1.3 mm를 제시하였다. Son 등4)은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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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type III vessel, which is used to store high-pressure hydrogen gas, is 
made by wrapping the vessel’s liner with carbon fiber composite materials for strength 
performance and lightening. The liner seals the internal gas and the composite resists 
the internal pressure. The properties of the fiber composite material depends on the 
angle and thickness of the fiber. Thus, engineers should consider these various design 
variables. However, it significantly increases the design cost due to the trial and error 
under designing based on experience or experiments. And, for aluminum liners, fatigue 
loads due to using and charging could give a huge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the 
structure. However, fatigue failure does not necessarily occur in the position under the 
highest load in use. Therefore, for hydrogen storage vessel, fatigue evaluation 
according to design patterns is essential because stress distribution varies depend on 
composite layer patterns. This study performed an optimization analysis and evaluated 
a high-pressure hydrogen storage vessel to minimize these trial and error and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structure, while simultaneously conducting fatigue assessment of 
all patterns derived from the optimization analysis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ought to be useful in the strength improvement and life design of composite 
reinforced high-pressure storage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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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석기법5)을 사용하여 복합재층의 응력결과를 기

반으로 저장용기의 파열압력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 외에도 Liu 등6)이 저장용기의 라이너 디자

인에 따른 파괴특성 및 폭발 압력에 대하여 평가하였

으며 Ramirez 등7)은 70 MPa의 type IV 고압수소저장

용기에 대하여 폭발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고압수소저장용기와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

는 국⋅내외 연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복합재층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8-12). 하지만 다양한 각도가 중

복하여 혼합 적층되는 압축용기의 제작특성과 저장용

기의 적층 위치나 형상에 따라 달라지는 복합재층의 

강도 성능 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여러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고압저장용기의 라이너에 대한 연구로는 Zickel13)이 

헬리컬(helical) 와인딩 작업 시 섬유의 최소 궤적을 이

용한 등장력 돔 형상 식을 제안하였고, Cho14)는 용기 

형상에 따른 파열형태에 관하여 고압저장용기가 파열

시 몸통에서 파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등

장력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압력용기의 제품 

성능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중량 역시 추진제의 탑재

량 증가 등의 이유로 경량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어 왔다. Choi 등15)은 연소관의 안전계수에 따른 

최적화 해석을 통해 경량화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Hwang16)과 Liang17)은 돔 형상에 따른 최적화 설계방법

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고압저장용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저

장용기의 형상 설계나 변경을 통하여 성능의 최적화나 

복합재층의 내압 보강성능 향상을 통한 단순 경량화와 

안전성을 만족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압가스저장용기의 사고사례들18)을 고려

하면 이상과압만이 아닌, 피로사용에 의한 위험성도 

평가되어져야 한다. 고압수소저장용기의 본질적인 사

용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방성 재료인 섬유복합재

료의 방향별 응력특성을 고려한 복합재층을 최적설계 

하여, 내압에 대한 보강성능을 높임과 동시에 기밀유

지 역할을 하는 라이너의 피로 사용 수명을 높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고압

수소저장용기의 복합재층의 최적 설계패턴에 대한 최

적화 해석과 Al 금속 라이너의 피로수명 평가를 수행

하여 설계 안전성에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해석모

델은 type III형의 고압수소저장용기를 대상으로 하며, 

얻어진 결과는 type IV를 포함한 차량용 고압수소저장

용기의 강도개선과 수명설계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수치해석방법 및 모델링

2.1 Type III 고압저장용기 모델링

해석에 사용된 고압저장용기는 type III형으로 내경 

181 mm, 두께 6 mm의 Al 라이너가 형상을 이루고 라

이너 겉면을 에폭시 수지에 함침된 탄소섬유가 전면 

와인딩하는 형태이다. 라이너와 탄소섬유복합재료의 

재질은 Al6061-T6와 T800/epoxy를 사용하며 Table 1에 

해석 시 사용된 각 재료의 물성값을 나타내었다.

Type III 고압저장용기의 복합재층은 플라이모델링

(Ply modeling method)기법19)을 사용하여 모델링 및 해

석을 수행하였다. 플라이모델링기법은 복합재 적층 구

조물에 대하여 주로 사용되는 해석이론으로 전체 적층 

구조를 개별 레이어(layer)로 구분하여 나누고 각각의 

레이어를 재료의 배향과 두께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사용 해석도구는 ABAQUS plug-in program인 WCM 

(Wound Composite Modeler)20)으로, 돔(dome)과 같은 복

잡하게 변화하는 곡면에 대하여 좌표지정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형상에 따라 변화하는 섬유복합재료의 배향

(), 두께()가 고려된 메시(mesh)생성과 물성이 다음

의 식 (1)과 (2)로 계산되어 즉각 반영된다. 따라서 type 

III나 IV의 복합재 저장용기 해석과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21-23)에서 활용되고 있다.

  sin
 ± 

  (1)

 cos 
 cos



  
  



 (2)

여기서 , , 은 각각 중심축에서 Al 라이너, 용기 

회전지점, 돔⋅실린더 접선까지의 반지름을 나타내며 

 , , 은 마찬가지로 각 위치에서의 섬유복합재의 

와인딩 각도와 두께를 의미한다. 는 마찰상수, BW는 

섬유복합재의 밴드폭이다. Fig. 1에 사용 식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Composite : Carbon/Epoxy(T800/epoxy)

(GPa) 161.74  (GPa) 9.5 

  0.33  0.43

 (GPa) 4.57 (GPa) 3.1 

(MPa) 2579.39 (MPa) 24.8 

 (MPa) 73.13 

Liner : Aluminum(Al6061-T6)

 (GPa) 68.26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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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inding angle and thickness buildup equation.

2.2 최적화 해석 기법

고압수소저장용기 설계 시, 중요 목적 중 하나는 섬

유복합재료의 이방성으로 인해 변화하는 고압수소저

장용기 복합재층의 구조적 안전성을 최대화 하는 것이

다. 섬유복합재료는 배향성과 적층 순서에 따라 특정 

응답의 설계가 가능하다. 즉 설계자가 원하는 높은 강

성과 피로저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계변수

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하지만 실제 실

험이나 제작에 기초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적인 소요

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수치해석을 활용한 설계검토

가 주로 이루어지며 이때 적절한 해석기법과 변수설정

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복합재층의 최적화는 진화알고

리즘(Evolutionary optimization algorithm ; 이하 Evol)을 

사용하였다. Evol은 비선형 설계에 적합하고 불연속한 

설계공간에 적합한 탐색기법으로 각 설계변수에 정규 

분포된 무작위 값을 더해 설계를 변경하여 해석한다24). 

변이강도(정규분포의 표준편차)는 자기 적응형이며 최

적화 과정 중 변경된다. 따라서 불특정한 다수의 와인

딩 각도가 임의로 적층되는 고압저장용기의 복합재층 

해석에 잘 부합하는 방법이다. Evol 해석은 선행 해석

에서 구해진 목적함수 해 A를 새로운 다음 해 B를 평

가하는데 사용한다. 이때 목적함수 값으로, 우수한 A

의 성질을 닮은 B가 생성되는 계산을 반복하여 최적해

를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헬리컬 와인딩(<90°) 각도

를 설계변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해석결과로 계산되

는 Tsai-wu 파손이론값25)을 목적함수로 설정하였다. 

Tsai-wu 파손이론은 이방성 복합재료의 파손을 예측하

는 이론으로 식 (3)과 같은 파손 지수가 1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재료의 파손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    ⋯ (3)

, 는 강도텐서로 재료의 인장, 압축, 전단 강도

에 의해 결정된다. , 는 섬유방향에 대한 응력을 나

타낸다. 따라서 플라이의 섬유방향 응력과 횡 방향 응

Table 2. Winding pattern of initial analysis case

Initial model

Winding pattern 
(°)

40, 10, 15, 20, 25, 30, 35, 10, 10, 10, 10, 40, 30, 30, 
40, 50, 50, 60, 70, 70, 90

력, 전단 응력의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을 동시에 고려 

할 수 있다.

최적화 해석을 위한 초기 복합재층의 와인딩 패턴조

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저장용기의 몸통부인 실린

더를 기준으로 두께 38 mm의 복합재층이 21 ply로 구

분되어 와인딩되며 이때 1 mm 두께의 헬리컬 와인딩

이 20 ply 적층된 후 18 mm의 두께를 갖는 후프(hoop) 

와인딩(=90°)으로 마무리되는 순서이다. 해석도구는 

SIMULIA 최적화 프로그램 Isight26)를 사용하였다. 

2.3 피로해석 기법

재료가 부하 하중을 반복적으로 받아 강도가 약해지

는 현상인 피로는 구조물 성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다. 특히 고압수소저장용기와 같이 충전과 사용의 반

복하중을 받는 경우, 해석상 최대 응력 부분과 실제 피

로 파괴의 부분이 불일치하거나 하중 이력에 따라 피

로파괴 위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피로수명 평가는 시스

템의 설계 및 사용안전성 평가에 필수적이다. 또한 고

압수소저장용기의 복합재층이 최적설계되는 경우에도 

내부 과압에 대한 보강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수소

가스 기밀을 유지하는 Al 라이너의 일반 사용수명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적화 해

석으로 계산되는 복합재층의 와인딩 패턴 케이스마다 

Al 라이너의 피로수명을 평가하여 복합재층의 와인딩

패턴과 Al 라이너의 사용수명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였다. 피로해석 알고리즘은 구조해석으로 도출되는 탄

성 응력해석 결과를 하중이력과 중첩하여 소성 변형률

로 변환하고 각 요소(element)에서 손상도를 모두 계산

하는 BrownMiller-Morrow식27)을 사용하였다. 이 알고

리즘은 상온에서 대부분의 금속재료에 선호되는 방식

으로 최대전단변형률()과 이 전단면에 수직인 변

형률()진폭의 함수식 (4)로 정의된다. 



∆


∆
 

′


′ (4)

′, ′는 재료의 피로 강도계수와 연성계수를, 

는 재료파괴까지의 반복수를 의미한다. 상수 1.65와 1.75

는 재료파괴가 최대전단변형률의 평면에서 시작된다고 

가정하여 유도된 값이며 지수 와 는 피로 강도 및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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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perties of fatigue analysis

Aluminum 6061-T6

′ 802.900024 MPa  -0.13

 ′ 12.2425  -1.164

 2x108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310

연성 지수를 의미한다. 피로해석에 사용된 Aluminum 

6061-T6의 피로 물성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2.4 해석 순서

Type III 수소저장용기의 구성요소인 탄소섬유복합

재층과 알루미늄 라이너에 대하여 와인딩 각도 패턴 

최적화 해석과 피로수명평가 해석을 실시하는 전체적

인 해석 순서는 Fig. 2와 같다.

상용해석 프로그램 ABAQUS CAE 상에서 해석 대

상물의 유한요소 모델링과 Table 2의 복합재 와인딩패

턴을 갖는 초기해석을 수행한다. 해석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체 1/4만 축대칭 모델링하며 이때 발생하는 절

단면에는 대칭경계조건을 부여하여 축대칭 해석요소

를 사용하였다. 초기 해석의 경우 알루미늄 라이너에 

2,813개의 요소가 사용되었으며 복합재층에 5,797개의 

요소가 사용되었다. 알루미늄 라이너와 와인딩 복합재

층의 계면은 완전결속28)으로 상호간의 접촉을 지정하

였다. 내부 압력조건은 50 MPa로 지정하여 해당 수준

의 내압조건에서 와인딩 각도패턴 최적화 해석을 수행

하였다. CAE에서 수행된 작업은 python 스크립트로 작

성하였으며 이때 20 ply의 헬리컬 각도 패턴은 초기해

석에서 지정한 정수가 아닌 20 종류의 변수명으로 작

성되어 각 설계변수마다 5° 간격으로 10° ~ 80°에서 총 

15개의 와인딩각도 분포를 갖도록 설정하였다. 즉 15

개의 와인딩각도가 20개의 설계변수에 무작위로 더하

여 해석되어 목적함수인 Tsai-wu 파손이론 값을 최소

화 하는 최적화가 이루어졌다.

피로해석은 최적화 해석 중 생성되는 복합재층의 모

든 와인딩 패턴케이스에 대하여 수행되었고, 최적화 

과정 중 생성되는 복합재층 패턴 각각의 응력해석 결

과는 최고 사용압력 50 MPa과 수소가스 전량 사용 후 

0 MPa의 하중이력과 중첩하여 Al 라이너의 피로사용

수명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초기 해석 결과

최적화 및 피로 해석을 위하여 Table 2의 와인딩 적

Fig. 2. Flowchart of the evaluation analysis.

Fig. 3. The results of initial analysis.

층패턴을 갖는 고압수소저장용기의 초기해석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섬유방향(a)으로 최대 339.9 MPa, 

섬유 직교방향(b)으로 최대 25.57 MPa의 응력, 최대 주

응력(c)은 343.3 MPa로 나타났다. 이러한 섬유 방향과 

섬유 직교방향의 응력분포 반전현상은 Son, Jeon, Park

의 선행 해석 연구들29~31)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복합재층의 응력거동은 섬유방향에 의해 주로 지

배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 

파손기준(섬유방향 2.5 GPa, 섬유직교방향 24.8 MPa)과 

비교하여 보면 섬유직교방향의 응력수준이 파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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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여 먼저 파손될 위험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초기해석결과의 섬유방향 응력결과와 재료

의 파손기준이 상당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재

료의 파손 유무를 나타내는 Tsai-wu 파손 지수(d)는 최

대 1.428로 나타나 초기조건에서 복합재층이 파손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파손이 발생한 위치는 저장용기

의 수소 주입구인 보스 부에 10°로 와인딩된 두 번째 

적층 ply로 섬유 직교방향 Fig. 3(b)의 최대 응력이 나

타나는 위치와 동일하다. 즉 본 연구의 초기 해석모델

은 내부압력 50 MPa을 견디지 못하고 수소가스 주입

구인 보스 부의 복합재층이 파손될 위험이 있음을 보

인다. 

3.2 최적화 해석 결과

앞선 초기해석의 경우, 해당 복합재층 와인딩 패턴

을 갖는 수소고압저장용기의 해석결과는 파손의 위험

을 나타냈다. 따라서 적층 ply를 추가하지 않고 와인딩 

각도 패턴만을 변경하여 내부압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해 Evol을 사용한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4는 최적화 해석으로 생성된 해석 케이스별 설

계변수 값을 나타낸다. 횡축의 W1, W2등의 변수명은 

1st, 2nd ply의 설계변수명을 나타내며 종축은 10°부터 

80°까지 10°간격으로 증가시킨 와인딩 각도로 각 설계

변수에 지정되는 변수 값을 나타낸다. 하나의 직선은

Table 4. Comparison of optimization analysis results

Analysis 
case

Winding angle pattern (°)
Tsai-wu 
criteria

Initial.
40, 10, 15, 20, 25, 30, 35, 10, 10, 10, 10, 40, 30, 

30, 40, 50, 50, 60, 70, 70, 90
1.428

Max.
60, 10, 45, 70, 10, 50, 80, 70, 80, 10, 20, 20, 20, 

20, 10, 50, 20, 80, 80, 80, 90
5.48

Min.
20, 10, 45, 20, 10, 60, 35, 30, 10, 10, 10, 20, 40, 

10, 30, 60, 50, 80, 60, 80, 90
0.56

Fig. 4. Optimization analysis progress results.

한 케이스의 복합재 와인딩 각도 패턴을 의미하며 총 

200번의 최적화 해석이 수행되었다. 초기 해석의 

Tsai-wu 파손지수 1.428과 비교한 최적화 해석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초기 해석결과와 비교했을 때 

최적화 해석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Tsai-wu 파손지수

는 5.4803으로 초기해석 결과의 3.8배에 해당한다. 반

면 가장 최적화가 잘 이루어 진 경우 Tsai-wu 파손지수

가 0.55로 최적화 결과가 가장 좋지 않은 결과와 비교

하여 약 10배의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파손지수

가 기준 값 1이하로 얻어져 내부압력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최적화가 잘 이루어 진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와인딩 각도 패턴을 비교하

여 보면, 상대적으로 초기 적층 각도가 저각(low angle)

으로 설정되고 이후 고각(high angle)의 마감처리를 거

친 경우가 좋은 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사료된다. 첫 번

째는 Fig. 5와 같이 수소고압저장용기 형상과 제조공정

의 특성상 보스부 복합재층의 형상이 와인딩 적층 패턴

에 따라 다르며, 고각의 와인딩이 주로 사용되면 보스

부 복합재층의 두께가 감소하여 수소고압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는 와인

딩 각도별 응력특성으로 탄소섬유복합재료의 이방성에 

Fig. 5. Comparison of dome shapes by optimization analysis.

Fig. 6. Tsai-wu criteria according to optimiz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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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 Fig. 6은 실린더를 기준으로 복합재층의 두께 

위치에 따른 Tsai-wu 파손지수를 나타낸다. 최적화 결

과가 좋은 경우에는 약 15 mm까지의 초기 두께구간에

서 Tsai-wu 파손지수가 0.1 ~ 0.2의 결과를 보이나 최적

화 결과가 나쁜 경우 0.05 ~ 0.25까지 최대치가 더 커지

며 최적 조건에 비하여 결과치의 낙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Tsai-wu 파손지수가 섬유방향과 섬유 횡 및 전단 

방향의 인장 및 압축응력을 종합하여 계산되는 점을 고

려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진 복합재층

의 와인딩 각도 수준과 배열이 안정화 되어 수소고압저

장용기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3.3 피로 해석 결과

고압수소저장용기의 충전과 사용으로 인한 사용 수

명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적화 해석과정 중 생성되는 

200개의 모든 와인딩 각도 패턴에 대한 Al 라이너의 

피로수명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모든 해석 케이스는 

유사한 응력 등고선 분포를 보였다. Fig. 7은 최적화 결

과가 가장 우수한 경우에 Al 라이너의 피로수명 반복 

횟수를 밑수가 10인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나타낸 등고

선으로 결과값이 낮은 청색의 영역이 피로파괴에 취약

한 위치를 나타낸다. 해석결과 보스 부와 돔과 실린더 

경계 부 그리고 실린더 중앙에서 낮게 나타나 고압수

소저장용기는 해당 위치에서 피로파괴의 위험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복합재층의 와인딩 패턴별 피로수명을 나

타낸 결과이며 횡축의 왼쪽부터 최적화 해석결과가 가

장 우수한 순으로 나열하고 종축은 예상 피로수명 반

복횟수의 로그변환 값이다. 200개의 모든 해석 케이스

를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향에 따라 대표 케이스

만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가장 취약한 경우는 케이스 

60에서 4.012로 나타나 약 10,280회 반복 사용 시 Al라

이너의 피로파괴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사용 수명은 초기 해석조건인 케이스 1로 4.212가 

계산되어 약 16,292회 이상 사용 시 라이너의 피로파괴

가 발생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다만 최적화 해석 결

과와 피로수명평가 결과사이의 일정한 경향은 나타나

지 않았다. 즉 Fig. 8의 최적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케

이스 8이 4.202로 비교적 높은 사용수명을 나타내지만 

이후 일정한 증가⋅감소 경향이 아닌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복합재층의 최적화가 Al라이너의 피

로저항성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

다. 고압수소저장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용기 

파열로 인한 사고도 예방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반복사

용 중 라이너 결함으로 인한 내용물의 누출 역시 중요

Fig. 7. Contours of fatigue analysis.

Fig. 8. Results of fatigue analysis by optimized analysis.

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

석결과는 복합재층의 패턴 최적화로 내부압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용기의 반복사용을 고

려한 피로해석 또한 고압수소저장용기의 설계단계에

서 별도로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4. 결 론

본 연구는 type III 수소고압저장용기에 대하여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장용기 구조물

의 두 가지 구성인 탄소섬유 복합재층과 Al 라이너에 

대한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탄소섬유 복합재층에 대하여 최적의 와인딩 각도

패턴을 구하기 위해 진화알고리즘(Evol)을 사용한 최적

화 해석을 수행한 결과, 실린더를 기준으로 탄소섬유 

복합재층의 두께 변화 없이 와인딩 각도 패턴 변경만

을 통해 Tsai-wu 파손지수를 1.428에서 0.564로 낮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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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2) Al 라이너에 대하여 BrownMiller-Morrow알고리즘

을 사용한 피로해석을 수행한 결과, 실제 반복 사용 중 

피로로 인한 파괴가 예상되는 위치는 보스 부, 돔⋅실

린더 경계 부, 실린더 중앙부로 나타났다.

3) 섬유복합재층의 최적화 결과인 Tsai-wu 파손지수

와 Al 라이너의 피로수명 결과 사이의 관계는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type III 고압수소저장용

기의 사용수명 평가를 위해서는 적용 될 탄소섬유 복

합재층의 와인딩 패턴이 고려된 별도의 피로성능 검증

이 설계단계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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