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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도무기 부문

주행시험에 의한 형 트럭의 주행진동 특성 분석

Vibration Analysis of a Heavy Truck via Road Tests

                             송 오 섭*      남 경 모**

Ohseop Song     Kyungmo Nam

Abstract

  Electronic equipments and a missile carried by heavy trucks are often subjected to vibration and shock excitation 
during their transportation. Electronic equipments are so vulnerable to vibration and shock input that it is necessary 
to know in advance the vibration level of the truck which cause the damage of equipments. Road tests of a heavy 
truck carrying a canister on different road conditions such as paved road, unpaved road, and washboard are 
performed and the effect of road conditions on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Vibration levels were 
measured at various locations of the truck along the path through which vibration was transmitted. This study 
reveals that the velocity of the truck as well as the road surface conditions are main factors which affect the 
vibration levels of the truck. The power spectrum density of the measured vibration signal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SD are also analyzed in this paper.

Keywords : Heavy Truck( 형트럭), Road Test(주행시험), Suspension( 가장치), Frequency(주 수)

1. 서 론

  트럭에 탑재되어 수송되는 자장비나 유도탄은 이

동 간에 충격과 진동 환경에 노출된다. 특히 자장비

는 견딜 수 있는 진동의 범 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해서는 수송차량의 진동특

성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진동은 엔진과 동

력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주행조건에 따라서

도 발생할 수 있다. 자의 경우에는 많은 연구
[1～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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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연구[6] 결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실용 인 측면에서 보면 주행진동시험을 통

해서 얻은 결과가 차량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형트럭에 자장비가 장착된 형 캐니스터를 탑재하

고 주행진동시험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

다. 주행진동의 특성을 악 할 수 있도록 시험을 도

로조건과 속도조건으로 분류하여 수행하 다. 도로조

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진동의 특성을 보기 해서 포

장도로(paved road), 비포장도로(unpaved road), 요철로

(washboard)로 구분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포장도로

는 일반 인 도로조건을, 비포장도로는 공사구간 는 

시골길을, 요철로는 과속방지턱  손상된 도로를 통

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모사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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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 다. 속도 조건에 따른 진동 특성을 악하기 

해서 포장도로에서는 주행속도를 변화시켜가며 시

험을 수행하 으며, 비포장도로  요철로에서는 안

한 운행이 가능한 범  내에서 속도를 설정하 다. 센

서는 진동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치와 탑재물로 

진동이 달되는 경로 상에 장착하 다. 계측된 가속

도의 분석을 통해서 각 치에서의 진동의 크기와 탑

재물에 달되는 진동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속도조건

에 따라서 달라지는 진동 특성과 진동을 유발하는 원

인에 해서 고찰하 다. 진동의 달 과정에서 나타

난 상과 주 수 특성을 분석하여 차량의 주요 주

수 성분과 운행속도 변화에 한 주 수변화에 해

서 언 하 다.

2. 시험 비

가. 시험트럭  탑재물

  시험트럭은 길이가 11.6m, 폭 2.5m의 차량으로 탑재

물을 포함한 시험 총 량은 17,835kg이며, 차축에 걸

리는 하 은 1축 5,300kg, 2축 6,085축, 3축 6,450kg이
다. 시험차량은 6단 스틱차량이며, 차량에 탑재된 엔

진은 V6, 4행정 디젤엔진이다. Fig. 1은 시험차량   

센서의 장착 치를 나타낸 것이다. 탑재물은 시험  

안 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재함 바닥에 수송치구

를 장착하여 고정하 다. 수송치구에는 탑재물이 재

함 좌우/앞뒤로 리지 않도록 고정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4개의 볼트로 탑재물이 고정된다. 한 탑재

물의 상하방향의 움직임을 구속하기 하여 2곳에 결

박장치를 사용하 다.

Fig. 1. Test vehicle and sensor locations

나. 계측

  주행진동시험 데이터를 얻기 해서 가속도 센서 30
채 , 속도센서 1채 , 총 31채 을 계측하 다. 속도

는 차량의 속도 게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GPS를 장착

하여 계측하 다. 센서의 장착 치  종류는 Table 1
과 같다. 여기서 x, y, z는 각각 차량의 진행방향, 좌우

방향, 상하방향을 나타낸다. 데이터의 획득은 1.5kHz
로 하 으며, 분석은 정속구간에 해서 4096개의 데

이터를 50% 첩하여 분석하 다. 일반 으로 수송진

동에 사용되는 주 수 범 는 500Hz 이내이다
[7]. 사용

된 가속도계는 주 수 2Hz이상 계측이 가능한 것이며 

실제 분석은 2～500Hz 범 에서 수행하 다.

Table 1. Sensor locations and its types

No. Sensor location
Channel

(x/y/z)

Sensor 

type

1 No. 1 axle 1/2/3 accel.

2 No. 3 axle 4/5/6 〃

3 engine 7/8/9 〃

4 main frame(front) 10/11/12 〃

5 main frame(center) 13/14/15 〃

6 main frame(back) 16/17/18 〃

7 canister fixture(front) 19/20/21 〃

8 canister fixture(back) 22/23/24 〃

9 canister(front) 25/26/27 〃

10 canister(back) 28/29/30 〃

11 cabin 31 velocity

  

3. 주행진동 분석

  주행진동시험은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의 상황을 고

려하여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요철로에서 수행하 다. 
특히 포장로에서는 속도변화에 한 진동변화를 보기 

하여 국도에서의 제한속도인 60km/h, 고속도에서의 

제한 속도인 80km/h에서 데이터를 획득하 다.

가. 도로조건에 따른 주행진동

1) 포장 도로

  포장도로는 노면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

이며, 정지상태에서 가속하여 정속 60km/h가 유지되는 

구간의 데이터를 분석하 다. Fig. 2는 Table 1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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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는 치별 RMS 값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로 보면 차축(1,2)과 엔진(3)에서 진동이 크게 계측되

었으며, 차체에 진동을 유발하는 진동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차체에 탑재된 엔진에서의 폭발과 구동계의 

회 에 의해서 발생된 진동이 차량으로 달되며, 노

면과 타이어 사이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진동이 차축을 통해서 차량으로 달된다. 진동의 

달 경로를 살펴보면, 차축으로부터 달된 진동은 서

스펜션을 통해서 메인 임(4,5,6)에 달되며, 엔진

에서 발생된 진동은 엔진마운트를 통해서 메인 

임으로 달된다. 이 게 달된 진동은 다시 수송치

구(7,8)로 캐니스터(9,10)로 달된다.

Fig. 2. RMS values at different locations

(paved road, truck velocity 60km/h)

  뒤차축(2)이 앞차축(1) 보다 상 으로 진동이 크

게 계측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차축에는 퍼

가 달려있으나 뒤차축에는 스 링만 달려있어 진동

이 상 으로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축에서는 z 
방향의 진동이 x, y 방향의 진동보다 크게 계측되고 

있으며, 엔진에서는 상 으로 x, y 방향의 진동이 

크게 계측되고 있다. 메인 임에서 계측되는 y 방

향 진동이 차축에서 보다 작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y 
방향 진동이 주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메인 임으로 달된 진동이 수송치구로 

달되면서 y 방향의 진동이 격하게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메인 임과 차량 재함 사이에 

있는 나무 구조물에 의해서 진동이 흡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Fig. 3을 보면 차량 서스펜션의 고유진동수는 3.5Hz
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유진동수의 확인은 

탑재물을 장착하지 않았을 때와 장착했을 때의 변

차이를 계측하여 확인할 수 있다. 탑재물의 량은 

6,635kg이며 탑재물을 장착 했을 때와 장착하지 않았

을 때의 차량 높이 차이는 8mm이었다. 이때 스 링상

수 k = F/x로 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입하면 k = 
8,136,169(N/m)이 된다. 총 량 17,835kg를 식 (1)에 

입하여 고유진동수를 구해면 f = 3.4Hz로 실험치와 유

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1)

여기서

     k : Spring constant of the truck(N/m)
     m : Mass of the truck(kg)
     f : Natural frequency(Hz)

  

Fig. 3. PSD at four different locations

(paved road, truck velocity 60km/h)

  실측에 의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서스펜션의 스

링 계수는 설계된 겹 스 링과 타이어의 스 링상

수로 계산이 가능하다. 한 장시간 주행으로 인해 타

이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타이어의 강성이 

변하게 되어 고유진동수가 약간 상승하게 된다. 메인 

임에서 탑재물에 달되는 진동의 주 수 특성을 

보면 30Hz 이상의 주 수 성분이 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메인 임과 재함 사이

에 있는 나무구조물이 필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

된다. 30Hz까지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응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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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주  역에서는 구동계

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 수에 의한 향으로 볼 수 

있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고주  성분은 메인 임

에 계측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엔진 마운트를 통과하

면서 소멸되는 것으로 단된다.

2) 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는 굴곡이 있고 다져진 흙과 작은 자갈

로 된 도로이며, 차량의 안 을 고려하여 20km/h로 주

행을 하 다. Fig. 4를 보면, 포장도로에서 60km/h로 

주행했을 때 보다 엔진과 차축에서 오는 진동이 작게 

발생하고 있다. 한 메인 임  탑재물에서의 진

동크기도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행속도가 낮

기 때문이다. 치별 x, y, z 방향의 크기와 진동패턴

이 포장도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z 방향을 기 으로 했을 때, 엔진에서의 진동크

기는 유사한 수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포장도로와 

비교하여 차축에서의 진동이 1/3수 으로 었는데 메

인 임에서는 1/2수 으로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차축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많은 향을 미치기

는 하지만 엔진에서의 진동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Fig. 4. RMS values at different locations

(unpaved road, truck velocity 20km/h)

  Fig. 5의 주 수 특성을 살펴보면 서스펜션의 3.5Hz
는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메인 임의 주

수 특성은 포장도로와 비교해 봤을 때 크기만 다르고 

체 인 주 수 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엔진에서의 주 수 특성이 포장도로와 상이

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엔진의 회  

RPM이 다르기 때문이다.

Fig. 5. PSD at four different locations

(unpaved road, truck velocity 20km/h)

3) 요철로

  요철로는 2인치 높이의 반 사인  형상을 한 도로

이며, 과속 방지턱이나 험한 도로 상항에서의 주행특

성을 악하기 해서 수행하 다.

  Fig. 6. RMS values at different locations(washboard, 

truck velocity 5km/h)

  Fig. 6을 보면, 5km/h의 낮은 속도로 주행을 하지만 

충격에 의해서 진동크기가 상 으로 크게 계측됨을 

볼 수 있다. 엔진을 제외한 각 치별 진동 패턴은 포

장도로와 비슷하게 발생하 다. z방향을 기 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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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포장도로와 비교해 볼 때, 엔진에서의 진동은 작아

졌지만 차축에서는 약 4배 크게 계측되었으며, 메인 

임에서는 약 6배 크게 계측되었다. 메인 임에

서의 진동이 차축과 엔진에서 발생한 진동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탑재물이 상하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끈을 장착했지만, 견고하게 차량에 고정

되지 못하고 상하운동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탑재물의 진동을 이기 해서

는 메인 임과 견고한 결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 속도에 따른 주행진동 차이 분석

  속도에 의한 진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서 포장

도로에서 60km/h와 80km/h로 주행시험을 수행하 다. 
Fig. 7을 보면 속도가 증가했을 때 체 인 진동이 

상승하 음을 알 수 있다. 앞차축의 진동크기는 큰 차

이가 없으나, 뒤차축과 엔진의 진동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z방향을 기 으로 했을 때, 메인 

임과 탑재물에서의 진동 크기가 약 40% 정도 상승

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특히 뒤차축에서의 진동 발

생량이 2배 이상 상승하여 진동의 크기를 상승시키는 

직 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균일하지 않은 노면과 바퀴 사이에서 충

격량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Fig. 7. RMS values at different locations for two 

different truck velocities(paved road)

  엔진에 의한 향은 진동 상승량이 미미하여 추가

인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80km/h일 때 

메인 임에서 y방향의 진동이 상 으로 많이 상

승하 으나 탑재물에서는 같은 크기의 진동이 계측되

고 있다.

다. 차량 주행 시 주 수 특성

  시간-주 수 역의 신호처리를 해서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분석을 수행하 다. STFT는 

식 (2)와 같이 계측된 신호 를 짧은 구간으로 나

고, 창함수 를 곱한 다음, 푸리에 변환을 하여 

주 수의 함수인 다음 결과를 얻는다.

  
∞

∞

 (2)

Fig. 8. Variation of STFT with velocity

(measured at channel #18)

  Fig. 8은 채  18번에 계측한 결과이다. 하단 그림

은 주행시간 변화에 따른 주행속도의 변화를 나나타

낸 것이며, 상단 그림은 시간변화에 따른 주 수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는 가로축을 짧은 구간으로 

나 었을 때 계측된 가속도 신호의 크기이며, 
는 이 구간에 용된 도우 함수(hanning window)를 

나타낸 것이다. 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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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주 수 성분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구동계의 회 속도에 따라서 차량의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며, 속도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회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주 수 성분도 일정하게 유

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측과 분석을 통

해서 차량에 가진되는 주 수 성분과 크기를 악할 

수 있으며, 탑재물에 해지는 진동의 향을 감시

키기 해서는 장비 설계시 가진 주 수 역을 피해

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미 개발된 장비라면 진

동 연을 한 장치를 설치하여 진동의 향을 이

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엔진은 6기통

의 4행정 디젤엔진으로 식 (3)에 의해서 계산하면 엔

진 회 수의 3배수가 주된 향을 미치는 차수이다
[1]. 

시험에 사용된 차량의 정속 구간에서의 주 수는 약 

30Hz 정도 인 것으로 단된다.

  

  (3)

여기서, 은 엔진 실린더 수, 은 실린더 번

호를 나타낸다.

4. 결 론

  주행시험에서 얻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차량과 

재물에 달되는 진동의 크기와 진동 달 경로에 

해서 알 수 있었다. 특히 차량 서스펜션의 고유진동

수와 차량의 주 수 특성에 해서도 알 수 있었다.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되는 진동의 원인은 구동력

을 제공하는 엔진과 동력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주

행 시 노면과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진동이다. 속에

서는 자의 향이 크며, 고속에서는 후자의 향이 

크게 작용한다.
  차량의 주행진동은 도로조건과 주행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도로조건 

이라도 차량의 속도가 빠르면 진동이 증가하고, 주행

속도가 느리더라도 도로의 노면 조건이 좋지 않으면 

진동이 크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주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엔진회 에 의한 가진 주 수

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연구는 차량진동을 유발하는 진동 성분을 모

델링하고 진동의 크기를 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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