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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용 대공무기는 

발사대에 유도탄 1발만 장착이 가능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존 휴대용 대공무기의 발사대가 유도

탄 1발만 장착하여 운용하는 하던 것을  유도탄 

2발 장착하기 위한 발사대를 개발하여 강도를 개선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M&S 및 실험을 실행하

여 강도 및 경량화를 검증하였다. 

2. 새로운 발사대의 구조

Fig. 1 새로운 발사대의 모델링 

발사대는 상부조립체, 하부조립체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상부조립체

의 장착판 조립체이다. 장착판 조립체는 장착판과 

장착판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도탄 2발이 

장착가능하고 야전상황의 가혹한 운용환경을 고

려하여 설계 되었다. 최종적으로 구조해석, 진동해

석과 동특성실험, 진동 환경 시험을 통한 1,2 차 

형상을 개선하여 최종형상을 완성하였다.

3. 발사대 상세 설계 내용

발사대 강도개선의 핵심인 장착판 조립체의 상

세 설계내용이며 먼저 장착판의 M&S 형상은 아래

와 같다. 

Fig. 2 장착판 조립체 모델링 형상 

  

 
Fig. 3 장착판 해석 형상

장착판 M&S결과 최대 인장강도 대비 약 6.68배
의 안전율을 확보하여 강성을 확인하고 시스템 

구성에 적합한 중량 확인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하였다. 
두 번째로 장착판 지지대의 M&S 형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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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장착판 지지대 모델링 형상

Fig. 5  장착판 지지대 해석 형상

 장착판 지지대는 장착판 구성품 및 추가 다른 구성

품 부착을 고려하여 해석 결과 최대 인장강도 대비 

약 3.33배의 안전율을 확보하여 강성을 확인하였지

만 경량화를 위해 형상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장착

판 지지대의 M&S 형상은 다음과 같다. 

Fig. 5  수정된 장착판 지지대 구조 및 진동 해석 형상

 중량 경량화에 중점을 두어 유선형 구조 및 최소두

께로 변경하여 경량화 및 구조 안전율 약 8배 이상을 

확보하여 강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해석 뿐만 아니라 동특성 실험과 진동 환경 실

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조의 안전성을 검증하였

다.

Fig. 7  장착판 조립체 동특성 실험 

        

Fig. 8 장착판  조립체 진동 환경 실험 

 동특성 실험을 통해 장창판 조립체의 진동특성을 

파악하였다. 
 진동 환경 실험은 야전상황 및 운송상황을 고려한

MIL-STE-810E규격에서 X, Y ,Z축당 각 3회 실시 

하였다. 실시 결과 장비 파손 및 장비의 정상운용을 

검증하여 실험에서 또한 구조의 안전성을 검증 하였

다.    

후기

 본 연구에서는 유도탄 2발을 장착하기 위한 발사

대 설계를 통해 동특성 실험 및 해석을 통해 발사대 

강도를 개선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신사업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발사대의 프레임 사전검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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