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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압 열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Type3 복합용기의 설계 열압력에 한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 고압가스를 장할 수 있는 6.8L  사용압 31MPa Type3 복합용기에 한 유한요소 설계해석을 통하여 열압

을 측하 고 해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하여 수압 열시험을 3회 실시하 다. 열시험설비는 수압으로 최

 400MPa까지 가압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하 다. 해석으로 측된 소형 복합용기의 설계 열압과 실제 열시

험 결과를 비교한 결과, 값의 차이는 4% 이내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해석기법의 신뢰성을 확인하 으며, 본 실

증에서 검증된 해석기법을 복합용기의 안 성 확보를 한 국내인증  제품검사에 용할 정이다. 

Abstract - In this research, an empirical study on the designed burst pressure of Type3 composite cylinder 

was performed by hydrostatic burst test equipment. The designed burst pressure of Type3 composite cylinders, 

which are 6.8 liter and 31 MPa of service pressure, was estimated with the analysis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In order to confirm its accuracy, the burst test of small Type3 composite cylinders was perfomed 

through three times. The burst test equipment can pressurize to 400 MPa. As a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designed burst pressure and actual burst pressure, the difference was less than 4 percentage. With a test re-

sult, the analysis accuracy was verified. This technique will be applied to both qualification and inspection for 

the composite cylinder.

Key words : composite cylinder, burst test, finite element method, fuel cell vehicle 

1)I. 서 론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
지를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를 교통수단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기
술개발과 기준의 확립이 진행되고 있다[1]. 또한, 천
연가스, 수소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천연가스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방식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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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으며, 주행거리를 위하여 가능한 높은 압
력으로 저장할 수 있는 연료저장시스템 개발이 필요
하다. 이러한 친환경에너지를 고압가스 상태로 저장
하는 복합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준은 나라마
다 차이가 있다. 

친환경에너지 중 수소는 실제로 배출매연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수소에너
지가 연구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 중인 수소연
료전지자동차용 부품 시험방법에 대한 통일된 국제
기준이나 시험법이 아직 완전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
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소를 
교통수단의 연료로 사용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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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list
Type of cylinder

1 2 3 4

Ambient Temperature Pressure Cycle Test ◎ ◎ ◎ ◎

Chemical Exposure Test ◎ ◎ ◎

Composite Flaw Tolerance Test ◎ ◎ ◎

Impact Damage Test ◎ ◎ ◎

LBB Performance Test ◎ ◎ ◎ ◎

Burst Test ◎ ◎ ◎ ◎

Extreme Temperature Pressure Cycle Test ◎ ◎ ◎ ◎

Accelerated Stress Rupture Test ◎ ◎ ◎

Permeation Test ◎

Boss Torque Test ◎

Gas Cycling Test ◎

Bonfire Test ◎ ◎ ◎ ◎

Penetration Test ◎ ◎ ◎ ◎

Leak Test ◎

Table 1. Test list on composite cylinder

EC No.79

Type of test : Hydrostatic Pressure Burst Test

Sampling : 3

Procedure :

(1) The rate of pressurisation shall be ≤ 1,4 MPa/s for 

pressures higher than 80 per cent of the nominal 

working pressure times the burst pressure ratio stated 

in section 3.6(Type3:2.25times)

(2) If the rate exceeds 0,35MPa/s at pressures higher than 

80 per cent of the nominal working pressure times the 

burst pressure ratio, then either the container shall be 

placed in series between the pressure source and the 

pressure measurement device, or the time at pressure 

above the nominal working pressure times the burst 

pressure ratio shall exceed 5 seconds

Requirement : ≥ Nominal Working Pressure × 2.25

Table 2. International regulation of the burst test 

수소저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기술적으로 수소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수소를 액체 상태 및 압축 기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다. 두 가지 저장방법 중 대부분의 자
동차 메이커들은 수소가스를 압축하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량 이상의 수소가스를 고압으로 압축 저
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압의 수
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고압 복합용기의 개
발이 필요하다[2]. 

일반적으로 압력을 저장하는 용기의 경우,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금속용기로만 만들어진 
Type1, 금속용기의 평탄부위에만 복합재 섬유를 감
은 Type2, 금속라이너의 전체부위에 복합재 섬유를 
감은 Type3, 플라스틱라이너의 전체부위에 복합재 
섬유를 감은 Type4로 정의될 수 있다.

그 중에서 고압의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의 경우, 

안전성과 경량성이 우수한 Type3 복합용기가 적합
하며 특히 용기의 안전성이 다른 형태의 용기에 비
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3].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러한 Type3 복합용기의 안전성 평가기술도 완전하
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자동차에 장착되는 Type3 복합용기의 안전성 평가
기술 중 파열성능 평가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고압가
스 저장용 소형 Type3 복합용기에 대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파열압을 예측하였고 해석의 신뢰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파열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
를 비교함으로써 해석기법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II. 고압가스 장용 복합용기 평가기

초고압용기인 수소저장용 복합용기의 안전성 확
인을 위한 국제규정은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 
현재 제정이 완료 혹은 진행 중이다. 선진국에서 먼
저 시작한 수소용기의 안전기준 제정은 유럽에서 
UN ECE No.406 규정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미국
에서는 북미 CNG 산업규격인 ANSI/NGV2 2007 

규정에 표기된 압력만 수소용기에 적합하게 수정
하여 세부내용대로 용기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 규
격을  Modified ANSI/NGV2 2007(HGV)라고 하
며, 수소연료전지자동차용 용기 등에 적용하여 시험
을 수행하고 있다[4]. 고압용기 안전성 평가에 필요
한 시험항목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요약하
여 Table 1, Table 2에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수소연료전지차량용 복합용기 안전성 평가기준 초

안(KGS AC417)의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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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 of the finite element.

Winding angle(degree) Thickness(mm)

helical_1

(축방향)
20 2.00

helical_2

(축방향)
15 0.58

hoop

(원주방향)
90.0 3.72

Table 3. Winding pattern of the carbon layer

Fig. 1. Test cylinder.

Ⅲ. 실험  해석

3.1. 연구 상 복합용기

본 연구에 사용된 용기는 사용압력 31MPa, 내용적 
6.8리터의 고압가스 저장용 Type3복합용기로서 Fig. 

1에서 보는바와 같이 Al6061-T6 소재의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라이너(liner)에 T700급 탄소섬유/에폭시
를 축방향 및 원주방향 와인딩(winding)으로 번갈아 
감아 풀랩(full wrap)된 형식이다. Fig. 1은 시험용기
의 단면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 것으로 실린더부에서 
라이너의 두께는 2.5mm, 복합재층의 두께는 6.2mm

이며 용기외경은 165.5mm이다.

복합재층의 와인딩 패턴은 Table 3과 같다. 와인
딩 각도는 용기의 종방향이 0° 원주방향이 90°로서, 

돔(dome)부위 보강을 위해 용기의 종방향에 대하여 
섬유가 90° 이하의 각도로 감기는 축방향 와인딩을 한 
뒤, 돔부위 대비 상대적 두께 차이로 강도 저하가 예상
되는 실린더부위의 보강을 위해 90°의 원주방향 와인
딩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축방향층의 각도와 두께는 
실린더부에서 돔으로 진입하는 지점까지의 각도와 
두께를 의미한다[6].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사용압 
31MPa 6.8L급 Type3 복합용기의 설계 파열압을 예
측하였고, 3개의 용기를 실제로 파열하여 예측된 파
열압과 실제시료의 파열압을 비교하여 해석결과를 
검증하였다. 

3.2. 열시험 방법

파열시험은 3기의 완성된 복합용기에 대하여 파

열될 때까지 가압하였다. 수소 저장용 복합용기의 
경우,최소 설계 파열압력은 충전압력의 최소 2.25배 
이상되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규정된 응력비의 값
보다 작어서는 실패가 된다. 시험시료에 대하여 실
제 가스를 사용하여 파열시험을 실시하면 가스의 특
성상 위험성과 제어의 어려움 및 누출되었을 때 정
확한 위치파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압축성 유체
인 물을 사용하여 가압하였다.

3.3. 유한요소해석

해석 및 모델링 프로그램은 ABAQUS와 PATRAN

을 이용하여 복합용기의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실
제와 유사하면서도 간략한 모델링을 위해 Fig. 2와 
같이 응력이 집중되는 용기의 몸통부위만을 형상화 
하였으며 내부에서부터 라이너층, 축방향층, 원주방
향층 순으로 형상화 하였다. 해석은 용기의 도면을 
바탕으로 축방향층에 적합한 주기적인 원주방향 축
대칭 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방성 재료의 특
성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 원주방향 및 축방향의 
측을 따로 두께를 구현하고 섬유 랩핑 각도를 실제
품과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Type3 복합용기의 경우, 용기의 특성상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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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eld strength

(Min)(MPa)

Tensile strength

(Min)(MPa)

Poisson's 

Ratio

Al liner 290 320 0.33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the Al liner

Tensile strength
S1(GPa) 4.5

S2(GPa) 0.25

Elastic Modulus
E1(GPa) 192

E2(GPa) 3.9

Poisson's Ratio
V12 0.38

V23 0.008

Shear Modulus
G12(GPa) 1.262

G23(GPa) 1.262 

Fiber Volume 

Fraction 
Vf(%) 65

Table 5. Material properties of the carbon fiber

Fig. 3. Load and boundary condition.

에서 반복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성영역 이상의 

압력을 용기에 인가하는 자긴압력(Autofrettage Pre-

ssure) 처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긴압력을 가압한 
이후부터 내부 라이너 변위와 가해지는 압력과의 비
례관계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압력변화에 따른 라
이너의 소성변형을 예측하기 위하여 재료에 대한 비
선형 해석기법을 도입하였다. 자긴압력은 Table 4의 
라이너 물성을 토대로 재료의 소성영역을 넘어간 것
을 확인하였다.

그 밖의 변위 경계 조건은 Fig. 3과 같으며, 하중 
조건은 라이너의 내면에 내압을 부여하였으며, 풀모
델(full model)에서 돔부위가 내압에 의해 용기의 종
방향으로 밀려나가는 현상과 동일한 효과를 주기위
해 삼각판(dummyplate)을 모델링하여 축방향 압력
을 부여하였다[7].

파열압 예측을 위하여 복합용기의 FEM 강도해석
에 필요한 알루미늄 소재 및 탄소섬유에 대한 물리
적 특성값을 Table 4와 5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다.

파열압 예측을 위한 해석은 정확한 해석을 위해 
3차원 요소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재료 및 기하학적 
비선형 해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용기의 파열 모드
는 내압을 대부분 지탱하는 복합재 섬유의 파단이 
먼저 일어나면 파괴되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국내외
적으로 고압용기의 경우 파열시 외부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돔부와 실린더 부의 파열이 되지 않고 실
린더 벽부위에 파열이 먼저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있
다. 따라서 모델링은 돔부위에 비해 항상 더 많은 응

력이 발생되는 실린더 벽부위에 한하여 수행하였고 
실린더 부 길이방향에 대한 파열모드 유도를 위하여 
원주방향층의 발생응력이 축방향층의 발생응력보
다 항상 높게 하였다[8].

Ⅳ. 결과  토의

4.1. 유한요소 해석 결과

풀랩핑 Type3용기의 파열 발생 시 내부의 압력을 
지탱하는 복합재에서 먼저 크랙이 시작된다. 돔부위
에 비해 항상 더 많은 응력이 발생되는 실린더 벽부
의 원주방향층 부위에서 섬유의 인장강도를 넘어서
는 응력을 확인한다면 용기의 실제 파열압을 예측할 
수 있다. 탄소섬유의 인장강도와 섬유체적비 그리고 
용기 고유의 안전율을 통해 용기에 적층된 탄소섬유
의 파열응력을 확인하였고 원주방향층의 응력이 
2,548 MPa일 때 용기의 실제 파열이 발생하며 파열
압력은 111.4 MPa으로 예측되었다. 

Fig. 4의 경우 실제 파열압일 때 외곽 원주방향층
의 최대응력이 섬유파열응력과 동일한 2,548 MPa임
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6은 이때 각 층의 응력을 
나타내었으며 응력대비 실제 내부 압력은 111.4 

MPa임을 확인하였다. 



김창종․조성민․김은정․윤기

KIGAS Vol. 17, No. 3, June, 2013 - 24 -

Fig. 4. Stress distribution at designed burst pre-

ssure (MPa).

Test Cylinder Burst Pressure Time(0 MPa to burst)

Cylinder #1 106.93 MPa 96sec

Cylinder #2 113.52 MPa 199.5sec

Cylinder #3 124.77 MPa 279.5sec

Average 115.07 MPa 191.6sec

Table 7. The result of burst test

Design Burst Pressure (111.4MPa/16157 psi) Stresses

Liner Von Mises 286 MPa (41481 psi)

Carbon Fiber Hoop 2548 MPa (369556 psi)

Carbon Fiber Longitudinal 1850 MPa (268320 psi) 

Glass Fiber Hoop 840 MPa (121832 psi)

Glass Fiber Longitudinal 585 MPa (84847 psi) 

Table 6. The result of analysis

▼

Inlet Line

(Water)

▼

Burst Point

Carbon Fiber

Aluminum Liner

Fig. 5. Process of burst test.

4.2. 열시험 결과

시험용 Type3 복합용기 3기에 대하여 파열시험
을 실시하였다. 시험용기에 물을 가득 채워 용기내 남
아있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압력을 인가하였
다. Fig. 5는 파열시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파열시
험의 결과는 Table 7, Fig. 6과 같으며 모두 몸통부위
에서 파열이 시작되었다. 시료 용기는 각각 106.93

MPa, 113.52MPa, 124.77MPa에서 파열되었고 시험
용기 3기의 평균 파열압은 115.07 MPa로 나타났다. 

파열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가압속도에 따라 파
열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압속도가 빠를
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에서 파열되었다. 이 결
과를 통하여 용기의 파열시험 시 가압속도가 파열압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유한요소 설계해석과 

실제 파열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해석결
과와 실제 파열압 평균의 차이는 3.67MPa로 나타났
다. 두 값의 차이는 가압되는 유체 및 가압속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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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cylinder #1

(b) Test cylinder #2

(c) Test cylinder #3

Fig. 6. Burst pressure curve. 

Design Analysis Test Result 

Burst Pressure 111.4MPa 115.07 MPa

Burst start point cylinder part cylinder part

Times of working 

pressure
3.7 times 3.8 times

Table 8. Comparison of burst pressure

시험의 가압조건에 차이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
측된다. 예측파열압과 실제파열압을 비교하여 Table 

8에 정리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용기의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
발하기 위하여 Type3 복합용기의 설계 파열압력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압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6.8L급 사용압 31MPa Type3 복합용기에 대한 
유한요소 설계해석을 통하여 파열압을 예측하였고 
해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압파열시험을 
3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적으로 고압용기의 경우 파열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몸통에서 파열이 시작되도록 만들
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험용 Type3 복합
용기의 파열은 실린더 몸통부에서 시작되도록 제품
이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따라서, 복합용기의 내부응력은 돔부위보다 실
린더 몸통부에 집중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복합재의 층과 물성에 따라 Type3 복합
용기 파열압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압속
도가 빠를수록 낮은 압력에서 파열됨을 알 수 있다. 

4) 시험 값과 해석 값의 비교를 통하여(3.67MPa, 

3.29%) 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Type3 복합용기에 대한 유한요소해석과 실제 파
열시험을 통하여 용기의 파열형상을 확인하였고 압
력을 비교하여 해석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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