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톤 군용차량의 내부구조물에 따른 동특성 비교 분석

The Compared Analysis of the Charcteristics according to the inside construction of 
2.5 Ton Millitary Vehicle  

심동혁† ․최형석* ․최재필* ․천명석** 
DongHyouk Shim, HyoukSeok Choi, JaePil Choi, MyukSeok Cheon

ABSTRACT
  정비밴과 수리부속밴은 2.5톤 군용차량에 쉘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쉘터 내부는 선반형태로 구성된 정비밴과 서랍형태

로 구성된 수리부속밴이 포장도로 및 비포장 도로 주행 시 받게 되는 진동,충격 등의 동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유사체계에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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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비밴과 수리부속밴은 2.5톤 군용차량에 쉘터를 탑재하

여 사용되는 장비이다. 쉘터 내부는 선반형태로 구성된 정

비밴과 서랍형태로 구성된 수리부속밴이 포장도로 및 비포

장도로 주행 시 받게 되는  진동,충격 등의 동특성을 확보

하여 유사체계에 설계에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시험개요

  (1) 시험조건

 장비의 특성상 포장도로 뿐만 아니라 비포장도로에서의 주

행도 고려해야 하므로 포장도로는 직선로에서 80km/h, 비

포장도로는 자갈길에서 25km/h의 속도로 각각 2회씩 시험

을 실시하였다.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1회 2회 1회 2회

차량 평균속도 (km/h) 80.57 80.27 23.73 23.16

                 표1. 시험 조건

(2) 내구구조물 및 센서 위치

 정비밴과 수리부속밴의 내부 구조는 압출재를 기본으로 하

여 선반형태인 정비밴과 서랍형태인 수리부속밴으로 나누어

지게 되며, 각 장비의 하단 및 상단에 센서를 부착시켜 시

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정비밴 센서 부착 위치

   그림 2. 수리부속밴 센서 부착 위치

  

2.2 시험결과 

(1) 동특성시험 결과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x축(차량 전후 방향), y축(차량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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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방향), z축(차량 상하 방향) 세 방향의  RMS, PSD값을 

측정하였으며, 자료처리 시 2~500Hz의 대역폭을 이용한 

대역 통과 필터링(band pass filtering)을 수행하였다.

그림 3. PSD 측정값

(2) 시험결과 및 분석

  가. 시험결과

 정비밴과 수리부속밴의 내부 하단 및 상단에서 측정값을 

비교하면 모든 축에서 수리부속밴이 정비밴보다 심한 진동

이 전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단보다는 상단에서 심한 

진동,충격이 전달된다. 그러나,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에서 

받는 진동,충격은 큰 차이가 없었다.  

  나. 분석

  수리부속밴에 설치된 서랍형 구조물은 양측 프레임에 슬

라이드로 고정되어 있으며 정비밴에 설치된 선반형 구조물

은 프레임에 베이스판이 체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선반형 구조물이 양측만 고정되어 있는 서랍형 구조물보다

는 차량 이동 시 받게되는 진동,충격에 더 안정적이다. 하단

보다 상단에서 더 심한 진동,충격을 받는 원인은 차량에 쉘

터가 턴버클조립체로 양측 상단에서 하단 중앙부로만 고정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으로 전달되는 진동,충격이 감쇠되지 

못하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쉘터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3개의 스키드조립체가 차량으

로부터 쉘터에 전달되는 진동,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포장

도로와 비포장도로에서 받는 진동,충격은 큰 차이가 없다.

 

3. 결  론

 2.5톤 군용차량의 내부구조물에 따른 동특성을 비교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정비밴에 설치된 선반구조물이 수리부속밴에 설치된 서

랍구조물보다 진동,충격에 안정적이다.

 (2)차량에 쉘터가 턴버클조립체로 양측 상단에서 하단 중

앙부로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보다 상단에서 심

한 진동,충격이 나타난다.

 (3)쉘터에 설치된 스키드 조립체가 차량으로부터 쉘터에 

전달되는 진동,충격을 흡수하여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에서 

받는 진동,충격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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