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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litary vehicle equipped with an antenna and a shelter for operating radar has a vibration 
exposure during driving time. This vibration would have influence on structure of military vehicle 
critically.  

In this paper, driving stability of the military vehicle is obtained through the vibration response 
analysis. And, vibration level of the military vehicle satisfied the military vibration specification 
through analysis and comparing the MIL-STD-810G. PSD and Grms data obtained by road test can 
be used for vibration test specification of cabinets and electronic equipment in shelter. 

 

1. 서
♣

본 연구에서 소개되는 군용차량은 이동하면서 적

의 3차원 공중항적을 탐지 가능한 레이더와 레이더

를 운용하기 위한 쉘터를 탑재한 특수 군용차량이

다. 이러한 군용차량은 국내 포장·비포장 도로 뿐 

아니라 산악지형 및 험로에서도 높은 기동성을 유

지해야 하므로, 주행 중 지속적인 진동에 노출된다. 

과도한 진동의 지속적인 노출은 운전석 및 레이더 

장비와 쉘터의 안정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주행시험을 통한 진동응답을 분석하여 주행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용차량의 

샤시(프레임)에 안테나부와 쉘터부의 무게중심을 고

려하여 더미 하중을 장착하고, 차량 샤시의 응답특

성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곳에 3 축 가속도 센서

를 부착하여 포장·비포장 도로 및 야지에서 주행시

험을 수행하였다. 휴대용 진동 데이터 수집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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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가속도 값을 측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

해 PSD 선도와 Grms 값을 구하여 실제 차량에 인

가되는 진동 수준을 파악 하였으며, 이는 미 군사규

격 MIL-STD-810G 에서 제공하는 PSD 선도 및 

Grms 수준을 토대로 주행 안정성이 확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1). 

 
Fig. 1 특수목적의 군용차량 

2. 본  론 

2.1 군용차량 제원 및 성능 

(1)군용차량 기본 기능 

군용차량은 고기동성, 생존성, 운행 안전성의 세 

가지 큰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레이더체계를 탑재

하고 국내 산악지형에서 운용하기 위해 고기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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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며, 이를 위해 더블리덕션 독립현가차축을 장

착하고 420마력의 고출력 엔진을 사용하였다. 차량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술타이어 사용 및 더블

캐빈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운행안전성을 위해 고강

도 샤시(프레임)사용 및 차량안전운행 보조장치를 

적용하였다. 

 

(2)군용차량 샤시(프레임) 

샤시(프레임)의 주 기능은 차량의 탑재물인 레이

더 체계 하중(레이더 및 운용쉘터)을 안정적으로 지

지하며,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 및 충격 동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고강도로 설계되었다.  

 
Fig. 2 샤시(프레임) 형상 

 

(3)현가장치 및 전술타이어 

군용차량의 야지 기동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구성품인 독립현가차축은 미끄럼방지 자동장치, 브

레이크잠김 방지장치, 공기압 자동 조절장치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험로에서 높은 운전 조향성 

을 가지며, 진동 저감효과, 안전사고 방지, 외부충격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ABS시스템 및 자동 

공기압조절 기능 등이 포함된 전술 타이어를 사용

하여 비정상 도로 에서도 기동성이 보장된 제한된 

기동이 가능하다. 

 

2.2 주행시험 준비 

(1)시험개요 

차량 주행시험 및 동특성 데이터 측정은 운용환

경을 고려하여 창원 기동시험장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수행되었다. 

Table 1 군용차량 주행시험 조건 
포장 비포장 야지 

60km/h 25km/h 15km/h 

 

또한 레이더부와 쉘터부의 중량 및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샤시 앞쪽 상단에 8,520kg, 뒤쪽 상단에 

1,418kg의 더미를 장착하여 실제운용환경을 모사하

였다. 

(2)시험셋업 

군용차량에 아래 그림과 같이 차량의 동특성을 

가장 잘 확인 할 수 있는 샤시(프레임)의 측면부에 

좌우 대칭되도록 6개의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였다. 

센서의 x축은 차량의 진행방향(종방향)이며, y축은 

차량 측면방향(횡방향)이고, z축이 수직방향으로 설

정하였다. 또한 차량 캐빈 뒷좌석에 데이터수집장치

를 배치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Fig. 3 가속도센서 부착위치 

 

 
Fig. 4 가속도센서 부착형상 

 
Fig. 5 데이터 수집장치 

 

2.3 주행시험 결과 및 진동응답 분석 

(1)포장로 주행 진동응답 분석 

주행시험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2회씩 진행

되었으며, 포장도로에서 60km/h의 속도로 주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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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데이터를 획득 하였다. PSD그래프는 속도가 

안정화 된 범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주파수 

분석범위는 2~500Hz 이다. 차량의 가장 뒤쪽 측면

에 부착 된 센서에서 측정 된 주행방향의 x축 

Grms 값은 0.08이었으며, y축의 Grms값은 0.54, 

그리고 수직방향의 z축 Grms값은 0.23이었고, Fig6

은 z축 방향의 가속도 데이터와 PSD그래프를 나타

낸다. 차량의 수직방향(z축)으로의 Grms값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y축(횡방향)의 Grms값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센서가 부착된 부

분의 구조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z축 

방향의 PSD그래프 분석을 통해 현가장치의 고유진

동수가 대략 10Hz근방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z축 방향의 Grms값을 토대로 진동수

준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Fig. 6 포장로(60km/h) 가속도데이터와 PSD 

 

(2)비포장로 주행 진동응답 분석 

비포장도로에서는 25km/h의 속도로 주행하여 가

속도 데이터를 획득 하였으며 데이터 획득 시간은 

1분 이었다. x방향의 Grms값은 0.03이었으며, y방

향의 Grms값은 0.17, z방향의 Grms값은 0.06이었

고, Fig7 은 z방향의 PSD 그래프이다. 앞서 포장도

로에서 측정 된 Grms값에 비해 오히려 비포장도로

에서의 Grms 값이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

며, 이는 비포장로의 저주파 영역에서는 큰 진동을 

느낄 수 있었으나 고주파 영역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차량 기동성을 높여주는 현

가장치의 성능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7 비포장로(25km/h) 가속도데이터와 PSD 

 

(3)야지 주행 진동응답 분석 

야지 주행시험은 실제로 험한 산악지형을 모사한 

노면의 요철 및 구덩이 등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진

행되었으며, 노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15km/h 의 속

도로 주행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x축의 Grms값

은 0.03이며, y축의 Grms 값은 0.12, 그리고 z축의 

Grms 값은 0.05로 포장 및 비포장 도로와 비교 했

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도로의 노면

상태뿐 아니라 주행속도에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주행속도가 빠를수록 Grms가 커지는 경

향을 보이고, 고주파 영역의 Grms가 커질 수 있다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야지에서도 고성

능 현가장치로 인해 기동성이 유지되면서 인가되는 

진동을 최소화 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야지(15km/h) 가속도데이터와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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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IL-STD-810G 진동시험 규격 분석 

Fig9 는 미국 군사규격 MIL-STD-810G 의 

514-6C-1으로서(2), 각기 다른 종류의 7개의 트럭 

바닥 면에 가속도센서를 부착하여 고속도로에서 

1609km를 주행하여 얻은 수직방향의 PSD 데이터

이다. 이보다 더 짧은 거리를 주행하여 얻은 데이터

는 시간에 따라 축적되는 진동으로 인한 피로

(Fatigue)의 효과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군사규격의 1609km를 주행하여 얻은 데이터에 

TIME SCALING METHOD를 적용하여 비교 되어

야 한다. 이 Test Time Compression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t1은 우리 군용차량의 포장로 시험시간 

3.367hour(60km/h, 주행거리202km)을 적용하였고, 

t2는 미 군사규격의 시험시간(60km/h, 1609km)를 

적용하였다. 또한 W(f)1은 얻고자 하는 TIME 

SCALING PSD값이며 W(f)2는 미 군사규격의 수직

방향 PSD값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m은 재로의 S-

N곡선의 기울기로서 통상적으로 5~8의 숫자를 사

용하며 7.5를 적용하였다. 계산결과 얻어진 그래프

는 Fig9 의 점선 그래프이며, 미 군사규격의 수직방

향 PSD데이터에서 1.739배 증가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규격보다 더 짧은 시험시간 동안 

얻은 데이터는 오랜 시간 축적되는 진동의 피로를 

고려하여 더 과한 조건에서 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

을 뜻한다. 

 
Fig. 9  MIL-STD-810G 514-6C-1 PSD 

TIME SCALING PSD 

(5)규격과 주행시험결과 비교분석 

고 기동성이 요구되는 군용차량은 주행 시 운전

석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쉘터부와 안테나부가 안

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행안정

성 분석을 위해 Fig10과 같이 실제로 진동이 전달

되는 쉘터부와 안테나부 바닥 면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진동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안정성 판단을 

위해 이 결과를 미국 군사규격 MIL-STD-810G 

514-6C-1 의 TIME SCALING PSD 데이터와 비

교하였다.  

 
Fig. 10 가속도센서 부착위치 

 

 
Fig. 11 포장로(60km/h) 가속도데이터와 PSD 

  획득한 Fig11의 PSD그래프를 보면 고주파의 극

히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PSD데이터

가 0.001g2/Hz 미만이며, 거의 전 구간에 걸쳐 미

국 군사규격의 MIL-STD-810G 514-6C-1 의 

TIME SCALING PSD 그래프 아래 영역에 있다. 

Grms 값으로 비교해 보면, 군용차량의 수직방향 

Grms 값은 0.166 이며, 군사규격의 TIME 

SCALING PSD 의 Grms 값은 1.37 이다. 결국,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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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량의 안테나부와 쉘터부 바닥면으로 인가되는 

진동 수준은 미국 군사규격 MIL-STD-810G 의 고

속도로 진동규격을 만족하며 운용에 문제없는 약 

8.25배의 안전율을 가진 구조건전성을 만족하는 주

행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군용차량의 쉘터 하단부

에서 측정된 PSD 데이터 및 Grms 데이터는 쉘터 

내부의 실내 장비 및 캐비닛을 포함한 전자장비들

의 진동시험 규격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며, 향

후 이 데이터를 규격으로 활용하여 실내 장비, 캐비

닛 및 전자장비의 자체 진동시험 및 해석을 통해 

진동응답 분석을 수행 할 예정이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 기동성이 요구되는 레이더를 운

용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군용차량을, 진동에 대한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속도 센서를 부착

하여 진동응답을 분석하였다. 포장로의 주행시험에

서는 수직방향의 Grms값이 0.23 정도로 양호한 수

준이었으며 PSD그래프를 통해 현가장치의 고유진

동수가 약 10Hz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

포장로의 주행시험에서는 수직방향의 Grms가 0.06

으로서 포장로에서의 Grms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는 포장로에서 고주파영역

의 진동량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야

지 주행시험에서는 수직방향의 Grms가 가장 낮은 

0.05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주행속도가 Grms에 영

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현가 장치의 성능 또한 확

인할 수 있었다.  

군용차량의 안테나부와 쉘터부 하단에 인가되는 

진동 응답분석을 위해 쉘터부 하단에 센서를 추가

로 부착하여 포장로 주행시험을 수행하였고, 이 결

과를 미국 군사규격 MIL-STD-810G 514-6-1의

고속도로 진동규격과 비교하였다. 군용차량의 주행

시험조건과 등가비교를 위해 미국 군사규격을 

TIME SCALING METHOD를 적용하였으며, 비교결

과 진동규격을 만족하며, 운용에 문제없는 주행안정

성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얻은 PSD와 Grms의 데이

터는 향후 쉘터 내부의 실내장비, 캐비닛 및 전자장

비의 진동시험을 위한 규격으로 활용될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 LIG넥스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세대학교 관계

자 분, 그리고 관련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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