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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개발 배경

  특수 트럭에 적용되는 중간변속기는 Fig. 1과 같이 

다양한 차량에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군용트

* Corresponding author, E-mail: kwonjae@dtaq.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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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은 일반도로가 아닌 산길, 험지와 같은 야지에서의 

수송 능력 및 견인 능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민수용 

트럭과 구별된다. 즉, 민수용 트럭에 비해 군용차량은 

동력전달장치의 가혹도가 크며 이렇게 가혹한 조건에

서 운용되는 군용차량은 그에 걸맞은 성능, 내구성 등

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1,2].
  중간변속기는 4WD(4 Wheel Drive) 또는 AWD(All 
Wheel Drive) 방식의 차량에 적용되는 일종의 보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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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fer case for special truck are usually produced by only a few specialized companies. The special 
technical data are not unveiled. In order to complete the development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compatibility tests such as the running test on the vehicle, which is the test condition of the military vehicle. In 
this research, transfer case the core-component of the ‘230 mm K-MLRS’ has been developed with the reverse 
engineering and the prototype is developed through structural analysis. The transfer case developed through this 
research is currently used in the ‘230 mm K-MLRS’. The development process In this research are useful in the 
development of simila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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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장치로써 주변속기 후단에서 회전동력을 앞축과 뒤

축에 동력을 배분하기 위한 장치와 고속/저속의 2가지 

변속비를 위한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내부 작동방식

의 구조이다[3].
  특수 트럭이 험지와 같은 지형에서 운용하는 경우

에는 후륜 구동만으로는 충분한 구동력을 만족할 수 

없기에 전륜과 후륜 모두 구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는 중간변속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군용트럭에 사용되는 중간변속기는 해외 극

소수 업체에서 전량 수입하는 제품이다. 국산화를 성

공할 경우 외화대체 및 각종 상용차량의 확대 적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기술, 제작기술 확보가 시급

하다.

Fig. 1. Special trucks

1.2 연구개발 목표 및 절차

  본 연구는 천무차량에 적용되는 중간변속기를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 업체에서 전량 수입되는 제품

으로 상세 기술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적

용되는 군용차량과의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수입품으로 역설계 방법을 적

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목표는 수입

품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여 대체 적용하는 

것이다.
  개발 절차는 1) 역설계 및 성적서를 통한 현 수입품

의 기술자료(Technical Data Package, TDP) 확보, 2) 설

계사양 및 시험평가기준 선정, 3) 제품 설계 및 설계

검증 4) 제작품 시험평가의 절차를 통해 개발을 진행

하였다.

2. 중간변속기

  Fig. 2는 중간변속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Transfer case structure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간변속기는 고속모드와 

저속모드의 2가지 변속비 운용이 가능하다. 고속모드

는 일반적인 고속도로와 포장도로에서 사용하는 모드

로서 Fig. 3과 같은 동력전달 경로를 거치며, 저속모

드는 비포장도로 및 험로 등과 같이 높은 구동력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는 모드로서 Fig. 4와 같은 경로

를 거친다.
  Fig. 5는 입력축의 구조로서 Low gear, High gear, 
Sleeve, Input shaft 등으로 구성된다. 입력축 Sleeve의 

위치에 따라 High gear와 연결되어 고속모드로, Low 
gear와 연결되어 저속모드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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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wer transmission path at high-speed mode

Fig. 4. Power transmission path at low-speed mode

  또한, 천무용 중간변속기의 운용환경은 험로 등 비

포장 도로의 열악한 환경이며, 크기도 대형 사이즈이

므로 하부에 주입되는 오일의 내부 자체 순환만으로

는 충분한 순환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오일펌프를 장

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Fig. 5. Input shaft structure

  Fig. 6은 출력축의 구조로서 Output shaft, Output gear, 
Ring gear, Dog clutch 등으로 구성된다. 입력축에서 

중간축을 거쳐 전달받은 동력을 앞축과 뒤축에 동력

을 전달하는 것이 출력축의 핵심 기능이다. 추가로 앞

축과 뒤축 간의 회전력 보상을 위한 유성기어형 차동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험로 등을 주행할 때 구동력 

상실을 막아주는 차동잠금장치 기능을 하는 Dog 
clutch가 장착되어 있다.
  중간변속기에서는 앞축과 뒤축 간의 회전차이를 보

상하여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

으로 유성기어형 차동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유성기어형은 감속기에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크

기에 비하여 큰 동력 전달이 가능하고 소형으로 제작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변속기용 차동장치로 많이 적

용되고 있다.

Fig. 6. Output shaf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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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설계

3.1 수입품 분석

  중간변속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변속비, 입력토크, 
치수 등의 제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입품의 성적서

를 통해 확보한 주요 성능 요구사항은 Table 1과 같

고, 재질분석, 기어분석 등 역설계를 통해 파악된 재

질, 기어제원은 Table 2, 3과 같다.

Table 1. Performance requirements

Item Requirement

Maximum input torque 25,000 N·m

Maximum input speed 2,800 rpm

Transmission rate 0.89(High) / 1.536(Low)

Transmission method Pneumatic(Low/High/Neutral)

Cooling system Oil circulation pump(built-in)

Table 2. Product material analysis

Product Material

Housing front
GCD 600

Housing rear

Output shaft-front

Casting : GCD 600

Flange : SCM 440H

Shaft : SCM 420H

Input shaft SCM 420H

Double gear
SNCM 420

Output shaft-rear

Flange SCM 420H

Oil pump
AC4CH-T6

Gear shift

3.2 차량 장착성 분석

  천무차량에 개발품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조립부에 

대한 장착사양이 수입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품을 분석하여 외부 형상치수, 중량 조건은 동일

하게 설계하였고, 조립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Gear specification analysis

Gear

Analysis result

Modlue Teeth
Press 
angle

Helix 
angle

Input
Low gear 6 28T 20° 17.5°

High gear 6 35T 20° 17.5°

Idle
Low gear 6 29T 20° 17.5°

High gear 6 21T 20° 17.5°

Output Output gear 6 43T 20° 17.5°

Worm wheel 1 23T 20° 15°

Impulse wheel 1 10T 20° 15°

  장착성 분석결과 동력을 전달해주는 추진축과의 마

운트, 고무부시 등이 장착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플랜지는 수입품과 동일 사양인 KV180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마운트 부위는 상

부 2곳과 하부 2곳이 있는데 마운트 브라켓 장착을 

위한 나사 가공치수 및 홀 간 거리가 중요한 부분이

므로 수입품과 동일하게 설계되어 반영하였다.
  연동성 분석에서는 성능을 보장하는 오일쿨러, 변속

조작을 위한 Shifting 장치들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 장치들을 연동시켜주는 오일호스 커넥

터, 공압호스 커넥터, 각종 위치센서 등을 수입품 사

양과 동일하게 반영하였다.
  차량과의 장착성이 고려되는 부품들은 모두 상용화

되어 있는 품목으로 개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상용품 구매를 통해 확보하였다.

4. 부품별 설계 분석

4.1 기어 및 베어링 강도 분석

  가속수명시험 모드는 가속수명시험 분석 연구를 토

대로 인용하여[4-6] 가속조건 (8,200 km)을 적용하였다. 

가속수명시험 모드와 ROM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어 및 베어링 강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속수명시

험 모드는 Table 4와 같으며, Fig. 7의 분석대상 기어 

및 베어링에 대해 분석 결과 Table 5와 같이 기어와 

베어링 모두 수명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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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ccelerated life test mode of transfer case

Maximum 
speed
(km/h)

Driving 
Distance

(km)

Driving 
time
(hr)

Input 
speed
(rpm)

Input 
torque
(N·m)

80 248.4 3.1 2,800 0

60 2,400.0 40.0 2,100 1,353

30 1,500.0 50.0 1,050 3,786

24 1,200.0 50.0 840 4,304

20 1,400.0 70.0 700 4,789

19 950.0 50.0 1,148 3,444

7 350.0 50.0 423 7,164

6 150.0 25.0 361 8,255

3.2 1.6 0.5 193 13,425

Total 8,200 338.7

Fig. 7. (a) Analyzed gear

Fig. 7. (b) Analyzed bearing

  Table 5.b의 베어링 Damage 57.5는 ISO 281의 기준

수명 대비 약 2배의 수명을 의미하며, Damage 0은 무

한수명을 의미한다.

Table 5. (a) Gear strength analysis

Gear
Safety factor

Sc(면압) Sf(굽힘)

Sun gear 1.250 3.228

Planer gear 1~5 1.276 2.720

Low 29T 1.199 1.492

High 35T 1.346 2.324

Ring gear 1.242 2.446

Out 43T 1.491 2.586

Low 28T 1.199 1.935

High 21T 1.295 2.256

 ※ satisfaction of gears safety factor
 ※ Reference : ISO 6336 strength analysis

Table 5. (b) Bearing strength analysis

Bearing Damage

Carrier LH 32024X 3.7

Carrier RH NU2209E 0.002

Idle LH NJ2311EC 57.5

Idle RH NJ2311EC 6.1

Main LH 33116 3.1

Main RH 33116 6.0

Output gear T4DB150 1.4

OutputF RH1 6016 0

OutputF 6213 0

OutputF RH2 NU2216E 0

 PL 1~5 K24x28x36ZW 1.4

 ※ satisfaction of bearings life
 ※ Reference : ISO 281 bearing-lif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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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우징 설계 분석

  하우징은 중간변속기의 전체 외부골격을 이루는 중

요부품이며 입력축과 출력축을 통해 전달되는 축 하

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전하는 구

동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설계검증은 

ABAQUS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전속도와 구조

물의 고유진동수 및 고유모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

는 Modal Analysis와 Frequency Response Analysis를 수

행하였고, 토크 전달에 대한 구조물의 지지 역할을 검

증하기 위해 Stress-Strain Analysis를 수행 하였다. 해

석에 적용한 입력조건은 Table 6에 나타나있다.

Table 6. Input conditions

Condition

Maximum input torque 25,000 N·m

Maximum input speed
2,800 rpm

46.7 Hz

Material : GCD 600

Density 7.7 × 10-3 g/mm3

Young's Modulus 200 × 103 MPa

Poisson's Ratio 0.29

Yield Strength 350 ∼ 550 MPa

Tensile Strength 650 ∼ 800 MPa

  Fig. 8과 같이 Front Case 상단의 입력축에 최대토크

가 입력되고 하단의 출력축에서 토크가 고정되는 최

악의 조건을 기준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제 조

건에서는 입력축과 출력축이 각각 Bearing으로 지지되

어 있으므로 토크에 의해 발생되는 하중이 Case로 전

달되는 부분은 최소화 될 것이다.
  중간변속기의 최대속도는 2,800 rpm이며, 주파수로 

변환 시 46.7 Hz(= 2,800 / 60)로 나타난다.
  Hyperview를 이용해 분석 결과 Fig. 9와 같이 고유 

진동수는 193.8 Hz, 289.96 Hz, 586.14 Hz, 777.25 Hz
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동 주파수(46.7 Hz)와 Front Case의 1st ~ 
4th 고유 진동수 영역 대는 서로 겹치지 않게 설계되

었고 구동 주파수의 2배(93.3 Hz)와 4배(186.7 Hz) 영

역대의 Harmonic 주파수 영역대 부분과도 간섭이 되

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8. Fixed condition

Fig. 9. Modal analysis results

  동적상태에서 Front Case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확인

을 위해 Fig. 10과 같이 입력축과 출력축에 토크가 적

용된 상태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NODE 1382072’, 
‘NODE 1596155’ 부분의 주파수 응답 분석 결과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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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 같이 구동 주파수 46.7 Hz에 비해 상당히 높은 

영역 대에서 나타나므로 동적진동에 안정적인 형상임

을 알 수 있다.

Fig. 10. Frequency response analysis condition

Fig. 11. Frequency response analysis results

  구조해석 또한 Fig. 8의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고, 
Hyperview를 이용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조해석 결

과 Fig. 12와 같이 최대응력과 최대변형이 발생되는 지

점은 입력단에서 출력단으로 외부의 Case 형상이 급

격히 변하는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해당 지점의 최대

응력은 225.4 MPa로 FCD600 항복강도(350~550 Mpa)
에 비해 1.55~2.44 이상의 설계안전계수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결과는 최악조건이 적용되었

으므로 실제 조건에서는 1.55보다 2~3배 더 안전할 것

으로 판단된다.

Fig. 12. Strength analysis result

  Rear Case, Housing Case 역시 동일한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Table 7과 같이 진동, 구조에 대한 하우

징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Table 7. Analysis results of housing

Modal Analysis

1st 2nd

Rear case 208.7 Hz 324.0 Hz

Housing case 909.4 Hz 1113.0 Hz

3rd 4th

Rear case 508.9 Hz 770.5 Hz

Housing case 1214.4 Hz 1257.3 Hz

Frequency Response Analysis

Rear case Frequency Response 208.8 Hz

Housing case Frequency Response 1,214 Hz

Strength Analysis

Rear case Max Stress 197.9 MPa / S.F 1.77

Housing case Max Stress 191.0 MPa / S.F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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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설계 차별화

  현 수입품은 피스톤 내부 포크 샤프트가 왕복 이동

하는 과정에서 피스톤의 외주면에 설치되는 이너 링

이 마모되면서 실링 기능 저하로 유압 제어 중 오작

동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발품은 실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피스톤 설계

를 목표로 하여, 많은 시행착오 끝에 Fig. 13과 같이 

실링 조립체(이너 링+아우터 링)를 적용하였다.
  아우터 링이 추가된 이중실링을 적용한 개발품은 

기존 이너 링이 마모되어도 실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를 바탕으로 수입품 대비 약 10 %의 

내구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해당 기법을 

이용하여 ‘중간변속기용 포크 샤프트 어셈블리’ 특허
[7]를 출원하였다.

Fig. 13. Sealing assembly

6. 시험 평가

  시험평가는 수입품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단품의 

부품검사를 선정하고, 1) RS B 0223 : 2008[8], 2) RS 
KIMM 2015 0230[9], 3) MIL-STD-810F[10], 4) KDS 
2320-4012[11], 5) KDS 1055-4003[12]을 근거로 성능시험, 
환경시험, 체계장비 부착시험의 시험항목을 선정하였

다. 시험 근거에 기재된 시험방법과 합격기준을 적용

하여 시험을 진행한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기준 충

족” 함으로써 개발품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 중간변속기 개발을 통해 얻은 연구내

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설계 분석을 통해 중간변속기 구성부품의 설계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해석검증을 통해 확보한 1.55 이상의 안전계수를 

실제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였다.
3) 8,200 km 가속수명시험에 합격하여 천무차량에 적

합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4) 이중실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수입품 대비 약 10 %

의 내구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루었고, 해당 기법

을 서술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산화 개발한 중간변속기는 적합

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입

증되었으며, 현재 천무차량 국방규격에 등재되어 전용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서술된 절차 

및 기술이 유사 중간변속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에서 핵심부품 국산화로 승인

(개발관리번호 : C130004)되어 국방기술품질원 관리 

하에 신정개발특장차(주)에서 개발한 국산화 결과 중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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