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1. 서 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특수 건축 구조물의 화재는 적정 장비의 

부재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손실이 발생되어 온 바, 조기 진압을 

위하여 기존 장비의 고 기능화에 대한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파괴 방수차는 화재 시 파괴방수노즐을 구조물 내부로 진입시켜 

건물 내부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위한 차량으로서 

그동안 주로 미국 및 유럽 등의 해외에서 도입되어 왔으나, 최근 

국산화 개발이 완료되어 국내에 보급되고 있다. Fig. 1은 국내 중소

기업에서 개발한 한국형 파괴방수차이다.

파괴방수차에서 방수노즐은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는 중요한 구

조체이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파괴방수차량의 동적거동, 붐과 아

우트리거와 같은 파괴방수차 구조체에 대한 연구위주로 진행되어 

왔다[1-3]. 
파괴방수노즐은 구조물 내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상 물체를 뚫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① 노즐 자체의 손상이나 변형은 최소화 되어야 

하고, ② 대상 물체를 쉽게 파괴하여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구

조건은 형상 측면에서 서로 상반된 특성이 있으므로, 파괴 방수노

즐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즐이 적절한 형상과 강도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과 실험계획법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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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즐 재질과 노즐 블레이드 팁 부의 형상이 이 두 가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된 설계 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방수노즐 블레이드에 사용되는 재질의 경우, 기본 설계안으로 제

안된 SUS420J2은 열처리의 필요성과 노즐 바디와의 용접성 향상

을 위한 용접 전후 예열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노즐의 형상에 있어서는 방수노즐이 방해물을 파괴하고 건물내로 

진입할 때, 노즐 팁 자체가 손상이나 변형되지 않아야 하고, 방해물

을 쉽게 파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적정 강성의 보유여부 뿐 아니라 

대상 방해물에 대한 파괴성능도 함께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시제품을 제작하고 강도 시험을 

통해 설계 개선 인자인 방수노즐 블레이드의 재질과 형상의 수준을 

선정하였다. 실험 계획법의 완전요인배치법을 이용하여 실험계획

을 수립하고, 이 실험계획에 따라 각 경우의 수에 대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였다. ANSYS[7]를 이용한 유한요소 해석결과들을 

토대로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Minitab[8]을 이용하여 각 설계인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계인자 선정
2.1 파괴방수노즐 블레이드의 형상

Fig. 2는 본 연구의 대상인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무인파괴

방수차에 적용되는 파괴방수노즐의 기본 3D 모델이다. 이 파괴방

수노즐은 구조물을 파괴하기 위한 블레이드와 방수를 위한 방수 

홀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물로 탈출이 용이하게 되도록 노즐 바디 

끝 부분은 면취가공이 되어 있다.
파괴방수노즐 형상은 형상 변경에 따라 방수능력의 저하가 발생

되지 않아야 하므로 블레이드 팁 끝 각도를 형상 설계인자로 선택

하였다. 블레이드 팁 각도는 기본 설계안의 각도인 X1= 38°를 기

준으로 각각 28°와 48°를 추가하여 Fig. 3과 같이 3가지 수준으로 

선정하였다.

2.2 파괴방수노즐 블레이드의 재질
파괴방수노즐 특성상 파괴 작업에 따른 충분한 강성과 내마모성, 

내열성, 내수성, 내식성을 지닌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SUS420J2는 고탄소 마르텐사이트 계로 오스테나이트 및 페라이

트계보다 내식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적절한 열처리를 통해 강도와 

경도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4]. 따라서 파괴방수노즐의 특성

을 고려하여 SUS420J2를 방수노즐의 재료로 선정하였다.

2.3 파괴방수노즐 시제품 제작 및 강도시험
파괴방수노즐의 재질로 사용한 마르텐 사이트계는 다른 계열보

다 용접성이 낮다. 따라서 용접방식에 따라 하중을 받을시 용접부

에 균열이 발생되기가 쉽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용접성 향상 및 

용접부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용접 전후에 용접부에 예열 

후열을 실시하기도 한다.
용접부의 균열여부, 용접부 예열 후열이 강도시험에 미치는 영

Fig. 1 Domestic demolition water vehicle

Fig. 2 Demolition water nozzle 3D model

Fig. 3 Design factors in blade shape of water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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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SUS420J2의 열처리 영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Fig. 4와 같이 

3개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Table 1과 같이 시제품 1에서는 직접 

용접작업으로 제작되었고, 시제품 2에서는 용접+예열후열을 실시

하여 잔류응력을 제거 하였고, 시제품 3은 파괴방수노즐의 재질인 

SUS420J2를 Quenching 및 Tempering 열처리를 거쳐 얻은 재질

에 용접+예열후열을 진행하였다[4].
이 시제품에 대한 강도 시험은 Fig. 5와 같이 가진 지그를 제작하

여 유압식 엑츄에이터에 설치 한 후 시편의 블레이드 팁 끝 부분과 

가진 지그가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를 초기 상태로 놓고 Fig. 5와 

같이 블레이드 팁에 하중을 주어 시험을 진행하였다. 강도시험에 

사용된 장비인 유압식 엑츄에이터는 ±125 mm의 변위와 ±250 kN
의 하중을 가진 MTS사의 Linear actuator 244Series를 사용하였

다. 시험을 위해 1 mm/min의 속도로 구조물 파괴시보다 비교적 

큰 하중인 200 kN까지 시험하중을 입력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용
접부 크랙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제품에 백색의 락카를 

뿌려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을 통해 Fig. 6와 같이 각 시편에 대

한 하중-변위 선도 데이터를 획득하여 시편의 변형량을 확인하였

고, 용접부 균열 발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하중-변위 선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시제품 1과 2는 각각 약 7.8 

mm와 8.1 mm의 변형을 보이고 매우 유사한 하중-변위 선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시제품 1과 2는 용접 과정만 다르기 때문에 두 

시제품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처리

를 진행한 시제픔 3은 1과 2와 비교 했을 때 비교적 작은 약 3.4 

mm의 변형을 보였다. 또한, 시험 후 육안으로 용접부를 확인한 

결과 3개의 시제픔 모두에서 균열은 발생되지 않았다

이 시험결과를 토대로 파괴방수노즐의 설계 인자 중에 하나인 

재질의 경우 열처리 유무 두개 수준으로 선정하였다.

3. 실험계획 수립
3.1. 인장시험
파괴방수노즐의 유한요소 모델링을 위한 인장시험을 실시하였

다.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SUS420J2에 대한 주요 물성치를 얻

기 위해 비열처리와 열처리를 진행한 인장시편에 대해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인장시험기는 Instron 8516 인장시험

기이다. 시편은 2 t의 두께를 가진 판재에서 비열처리와 열처리 작

업공정을 거친 시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을 진행하였다. 인장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Stress-Strain curve를 획득하여 Table 2에 탄

성계수와 인장강도, 항복강도를 정리하였다. 열처리를 진행한 

SUS420J2의 시편은 비열처리 시편보다 항복강도는 약 3배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장강도는 약 2.5배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Welding Pre-heating and 
Post-heating 

Heat
treatment

Sample no.1 ○ × ×
Sample no.2 ○ ○ ×
Sample no.3 ○ ○ ○

Table 1 Sample according to Manufacturing process

Fig. 4 Sample for strength test

Fig. 5 Setup for strength test

Fig. 6 Graph of strength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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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한요소 모델 검증
유한요소해석은 ANSYS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모델

의 검증은 파괴방수노즐의 시제품 1과 시제품 3에 대한 강도시험

결과와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Fig. 8은 강도시험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을 나타내며, 강도시

험과 같은 조건으로 블레이드 팁 끝에 가진 지그를 설치하여 

지그에 시험과 동일한 하중을 가하는 Model을 구성하였다. 강
도시험 결과 블레이드 팁 끝만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블레이

드 팁을 8절점 사면체(Hex-node tetrahedral) 요소로 생성하였

다. 또한, 시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탄성구간을 넘어 비선형 

구간까지 확장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중 선형(Bi-linear) 
모델을 선정하고 ANSYS 내의 이중선형 모델중 하나인 

Bilinear kinematic hardening을 선택하여 탄소성 해석을 수행

하였다.
강도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용접 방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열처리 유무에 따른 2가지 물성치를 입력하고 해석을 진행

하였다. 유한요소 모델의 검증을 위해 Fig. 9-Fig. 10과 같이 강도

시험에서 얻은 시제품 1과 3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와 비교 분석 

하였다. Fig. 9는 100 kN의 하중을 주었을 때 시제품 1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이며, Fig. 10은 200 kN의 하중을 주었을 때 시제

품 3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이다.

Fig. 7 Setup for tensile test

Non-Heat
treatment Heat treatment

Tensile strength (MPa) 567 1,422
Yield strength (MPa) 313 1,058

Young`s modulus (GPa) 188 200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SUS420J2

Fig. 8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for the strength test of the 
test sample

Fig. 9 Load-Displacement curves of experiment vs analysis for 
the test sample #1

Fig. 10 Load-Displacement curves of experiment vs analysis for 
the test samp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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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계획 수립
실험계획법에선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경우 완전요인

배치법(Full factorial design)으로 수행되지만,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부분요인배치법(Fractional factorial design)으로 수

행한다. 하지만 부분요인배치법은 불필요한 교호작용이나 고차의 

교호작용을 구하지 않고, 각 인자의 조합 중에서 일부만을 선택하

여 실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리

하지만 조합 중에서 일부만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이나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해석에 필

요한 경우의 수는 2수준 1인자 및 3수준 1인자의 경우로서 총 6가
지 경우이므로 완전요인배치법으로 계획하였다[7].

4. 유한요소 해석
파괴방수노즐은 서론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방해물을 파괴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노즐자체의 변형이나 손상을 최

소화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성능은 파괴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

로 물체의 파괴는 그 물체에 발생되는 변형율에너지밀도(Strain 
Energy Density: SED)의 주요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다[6]. 파괴방

수노즐의 이와 같은 성능을 예측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Fig. 
11 및 Fig. 12과 같이 두께가 4 mm이고 재질이 일반구조용 압력

강재인 SS41로 구성된 고정 구조물을 생성하고 이 구조물에 파괴

방수노즐을 수직으로 작용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5,10]. 
Mesh에 대한 정보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11].
실제 4 mm 두께의 철판을 뚫을 수 있는 하중인 50 kN을 가하여 

파괴방수노즐의 팁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율에너지밀도와 철판에서 

발생되는 변형률에너지밀도를 계산하였다. 노즐 팁 부에 발생되는 

변형율에너지밀도가 클수록 파괴방수노즐은 손상에 취약하고 철판

에 발생되는 변형율에너지밀도가 클수록 파괴방수노즐의 파괴성능

은 크다고 할 수 있다.
Fig. 13은 유한요소해석 결과 파괴방수노즐에 발생된 변형율에

너지밀도를 나타낸 것으로, 왼쪽 열은 비열처리 파괴방수노즐에서 

노즐 팁 각도 세가지 경우, 오른쪽 열은 열처리 파괴방수노즐에서 

노즐 팁 각도 세가지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노즐 팁의 

각도는 맨 위에서부터 각각 28°, 38°, 48°이다. Fig. 14-Fig.19는 

파괴성능 예측을 위해 철판에 대한 변형률에너지밀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6].
Fig.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각도가 커질수록 파괴

방수노즐에 발생된 변형에너지밀도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

며, 비열처리 결과가 열처리 해석 결과 보다 크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Fig.14-Fig.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철판에 발생된 

변형 에너지밀도 값은 파괴방수노즐의 각도가 작을수록 크게 나오

는 경향을 보였으며, 열처리 유무에 따른 철판에 발생된 변형에너

지밀도 값은 열처리 결과가 비열처리 결과 보다 크게 나오는 경향

을 보였다.

Mesh nodes Mesh element
Blade tip degree 28° 23,886 6,651
Blade tip degree 38° 23,714 6,556
Blade tip degree 48° 23,428 6,527

Steel plate 8,265 2,331

Table 3 Mesh setup of FEM simulation

Fig. 11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for demolition performance 
of the water nozzle

Fig. 12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of demolition performance 
of the water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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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train energy density in the water nozzle for the six 
cases

Fig. 14 SED of steel plate against water nozzle (No Heat treat-  
ment, 28°)

Fig. 15 SED of steel plate against water nozzle (No Heat treat-  
ment, 38°)

Fig. 16 SED of steel plate against water nozzle (No Heat treat- 
ment, 48°)

Fig. 17 SED of steel plate against water nozzle (Heat treatment, 
28°)

Fig. 18 SED of steel plate against water nozzle (Heat treatment, 
38°)

Fig. 19 SED of steel plate against water nozzle (Heat treatmen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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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한요소 해석결과 고찰
각 설계 인자의 수준 별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통해 얻어진 변형

율에너지밀도를 표에 정리 하였다. Table 4은 파괴방수노즐에 발

생한 변형율에너지 밀도를 나타낸다. 완전요인분석법을 적용하여 

얻은 Table 4의 데이터는 Minitab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각 설계인자가 노즐의 변형율에너지밀도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하였다. Minitab 분석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인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해당 설계

인자의 영향이 유의하다고 받아들여진 것을 감안할 때, 파괴방수노

즐의 열처리 유무는 0.03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블레

이드 팁 각도는 0.48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파

괴방수노즐 자체에 작용하는 SED는 열처리 유무에 대한 인자만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파괴방수노즐의 강도는 열처리 

유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록 블레이드 팁 각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열처리 유무에 따

른 영향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팁 각도에 따른 노즐의 

변형율에너지밀도 변화의 경향성은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은 철판에 발생한 변형율에너지밀도를 나타낸다. 완전요

인분석법을 적용하여 얻은 Table 6의 데이터는 Minitab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각 설계인자가 노즐의 변형율에너지밀도

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하였다. Minitab 분석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Table 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파괴방수노즐의 열처리 유무에 

대한 P-Value는 0.317로 나타나 열처리가 구조물 파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블레이드 팁 각도 

변화에 따른 P-Value는 0.018로 블레이드 팁의 각도는 구조물 파

괴에 유의한 인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설계인자로 선정된 열처리 유무와 

파괴방수노즐 블레이트 팁 각도 변화에 있어서 열처리가 적용된 

28도의 팁 각도가 가장 바람직한 설계안으로 판단되었다.

6. 결 론
본 연구는 한국형 무인파괴방수차의 파괴방수노즐에 대해 개선

된 설계안을 제시하고자 시제품에 대한 강도시험과 설계 개선안을 

위한 CAE 및 실험계획법을 진행하였다.
먼저 시제품 강도 시험으로 통하여 검토 대상 설계인자를 열처리 

유무와 노즐의 팁 각도로 정하고, 팁 각도는 기본 설계안 기준으로 

세 개 수준으로 선정하였다. 각 설계인자가 파괴방수노즐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즉, 노즐 자체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과 방해 대상물의 

파괴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계획법과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실헙계획법은 완전요인분석법을 적용하여 실험계획을 

수립하고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유한요

소 모델은 시제픔 시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유한요소해석은 물체의 파괴나 손상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변형율에너지밀도를 구하는데 이용하였다. 4 mm 
두께의 SS41 철판으로 구성된 고정 구조물에 파괴방수노즐을 수

직으로 작용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이 때 노즐과 철판에 

작용하는 변형율에너지밀도를 구하였다.
Minitab을 이용하여 설계인자가 변형율에너지밀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파괴방수노즐의 열처리 유무는 노즐자체의 강도에는 직접적

인 영향인자이며, 파괴방수노즐의 파괴능력에는 영향인자가 아님.

Presence of Heat treatment X1 
(Degree)

SED 
(MJ/m3)

Case 1 No Heat treatment 28 21.0208
Case 2 No Heat treatment 38 16.0710
Case 3 No Heat treatment 48 11.3063
Case 4 Heat treatment 28 0.6885
Case 5 Heat treatment 38 0.5350
Case 6 Heat treatment 48 0.4921

Table 4 Full factorial design for strength of water nozzle

Factorial P-Value
Presence of Heat treatment 0.03

Blade tip degree 0.48

Table 5 Significant probability for strength of water nozzle

Presence of Heat treatment X1
(Degree)

SED
(MJ/m3)

Case 1 No Heat treatment 28 223.526
Case 2 No Heat treatment 38 178.813
Case 3 No Heat treatment 48 177.369
Case 4 Heat treatment 28 238.897
Case 5 Heat treatment 38 181.993
Case 6 Heat treatment 48 177.375

Table 6 Full factorial design for demolition performance of water 
nozzle

Factorial P-Value
Presence of Heat treatment 0.317

Blade tip degree 0.018

Table 7 Significant probability for demolition performance of 
water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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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즐의 팁 각도는 파괴방수노즐의 파괴능력에는 직접적인 영

향인자이며, 노즐의 강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인자가 아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SUS420J2에 열처리를 실시하고, 팁의 

각도는 28도의 경우가 파괴방수노즐의 가장 바람직한 설계로 판단

되어 최종 설계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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