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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ulnerability assesses the loss of major performance functions of GCV (Ground Combat Vehi-
cles) when it is hit by enemy’s shell. To decide the loss of major functions, it is determined
what effects are on the performance of GCV when some components of GCV are failed. M&S
(Modeling and Simulation) technology is used to vulnerability assessment. The hydro-pneu-
matic suspension is used as a sample part. The procedures of vulnerability assessment of the
hydro-pneumatic suspension are shown as follows: 1) The components of the suspension are
defined, and shot lines are generated evenly around the part. 2) The penetrated components are
checked by using the penetration equation. 3) The function model of the suspension is designed
by using IDEF0. 4) When the failure of the critical components of the suspension happens, its
effect on the function of the suspension can be estimated using DMEA (Damage Mode and
Effects Analysis). 5) The diagram of FTA (Fault Tree Analysis) is designed by exploiting
DMEA. 6) The damage probability of the suspension is calculated by using FTA and vulnera-
ble area method. In this paper, SLAP (Shot Line Analysis Program) which was developed based
on COVART methodology. SLAP calculates the damage probability and visualizes the vulnera-
ble areas of the suspension.

Key Words: Damage mode and effect analysis, Fault tree analysis, Vulnerability assessment 

1. 서 론

지상전투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요

구하는 화력성, 기동성, 취약성, 운용성을 포함하

는 지상전투차량의 주요 기능이 충족되게 설계해

야 한다. 4가지 주요 기능 중, 취약성 평가는 적의

탄에 피격되었을 때, 지상전투차량의 주요 기능 손

실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취약성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는 기준이 된다. 취약성 평가의 지

수로 표적이 피격(Hit)되었을 때 표적이 파괴(Kill)

될 확률을 의미하는 취약확률(PK/H)이 사용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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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투차량의 취약확률은 각 부품의 취약확률을

얻은 후, 이를 종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취약성

평가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각 부품의 취약확률을 정밀하게 도출해야 한다. 지

상전투차량은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유공압 현가장치를 사례로 하여 부품

의 취약확률을 M&S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상전투차량과 관련된 부품들

중 유공압 현가장치는 지상전투차량의 기동과 관

련된 부품으로, 동력장치에서 생성된 구동력과 제

동력을 노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행

중 차체 안정화를 통한 사격 정확도 향상과 주행

진동저감을 통해 내부에 탑재된 정밀 전자장비의

보호가 요구되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부품

의 취약성 평가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으나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M&S 방

법을 사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취약성 평

가를 수행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4-6].

취약성 데이터를 얻기 위한 M&S 방법을 적용한

SW로서는 BRL-CADTM과 FASTGENTM, COVARTTM

등이 있다. BRL-CADTM과 FASTGENTM 는 피격

선 분석 모듈을 제공하고 입사각과 두께, 관통된

부품의 목록을 작성한다. COVARTTM는 취약면적

을 활용하여 피해 확률을 산출하는 소프트웨어이

다. BRL-CADTM과 FASTGENTM을 통해 피격선 분

석 데이터를 산출하고, COVARTTM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약성을 평가한다. COVARTTM는 보안

상의 이유로 취약성 평가의 이론과 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고, 분석을 위한 입력 변수를 설정하는 것

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피격선 분석 데이터 산

출과 취약성 평가를 위해 자체 개발중인 SW인

SLAP(Shot Line Analysis Program)을 이용하여 취

약성 평가를 수행한다[1-3].

현가장치에 대한 부품피해확률 산출 절차는 Fig.

1과 같이 1) 데이터 수집, 2) 표적 모델링, 3) 취약

성 데이터 산출, 4) 피해분석, 5) 피해 확률 산출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자료 수집단계에서 지상전

투차량의 종류, 적 위협의 종류와 같은 데이터들

을 수집한다. 두 번째, 표적 모델링단계에서 현가

장치의 형상 모델링과 기능 모델링을 설계한다. 형

상 모델링을 통해 표적의 크기와 구조 등이 결정

되고, 기능 모델링을 통하여 수학적 모델과 IDEF0

방법을 활용한 부품 기능의 모델이 만들어진다. 세

번째, 취약성 데이터 산출단계에서는 관통해석을

통해 관통된 부품을 정의한다. 네 번째, 피해분석

단계는 정의된 관통 부품들이 현가장치에 미치는

영향들을 DMEA(Damage Mode and Effects

Analysis) table로 작성하여 피해를 정의한다. DMEA

의해 작성된 table을 활용하여 설계된 FTA(Fault

Tree Analysis)를 통해 고장 부품들간의 관계를 표

현한다. 다섯 번째 피해확률 산출단계는 취약면적

을 이용하여 현가장치의 취약 확률을 산출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표적 모델링, 3장에서는 취

약성 데이터 계산, 4장에서는 피해 분석, 5장에서

는 피해 확률 계산에 대해 다룬다.

2. 표적 모델링

2.1 유공압 현가장치의 형상 모델링

Fig. 2는 상용 CAD SW를 활용하여 생성된 유

공압 현가장치의 형상 모델링 결과를 보여준다.

Fig. 2를 보면 유공압 현가장치는 바퀴와 현가장

치를 이어주는 휠 링크와 충격을 실린더로 전달

해주는 크랭크, 커넥팅 로드로 구성된다. 실린더

는 질소가스로 충전된 상부 실린더와 유체로 충

전된 하부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실린

더는 질소기체의 압축성에 의해 스프링 작용을 하

여 주행간 충격을 완화하고, 하부 실린더는 내부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유체의 작용으로 상하진동

Fig. 1 Procedure of vulnerability assessment

Fig. 2 Geometry modeling of hydro-pneumatic suspen-

sion; (a) general view; (b)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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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흡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스와 유체의 이중

완충효과가 발생하여 승차감 향상 및 차체 안정

화를 얻게 된다.

2.2 유공압 현가장치의 기능 모델링

유공압 현가장치의 기능 모델링을 위해 수학적

모델을 작성하여 유공압 현가장치의 각 부품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Fig. 3은 수학적

모델을 작성하기 위한 좌표계이다. L1은 휠 링크,

L2은 크랭크, L3는 커넥팅 로드의 길이다. L4는 실

린더 중심축간의 길이이다. α, β, γ는 크랭크, 커

넥팅 로드, 휠 링크가 이루는 각도이다. θ는 휠 링

크와 크랭크 사이의 각도로 상수 값을 가진다. {0}

번 좌표계의 X0는 실린더의 중심축과 평행한 축이

다. XPL은 하부실린더의 피스톤이 X축 방향으로 움

직이는 거리이다. P1, P2, P3는 각각 바퀴축, 크랭

크와 커넥팅 로드의 연결부, 커네팅 로드의 끝 단

의 위치이다. Eq. (1), Eq. (2), Eq. (3)은 ,

, 의 위치를 좌표계로 표현한 식이다.

(1)

(2)

  (3)

2.2.1 공압 스프링 효과

피스톤의 움직임에 따른 실린더부분의 계산은

Fig. 4를 참고한다. 상부실린더의 가스챔버 부분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정적 상

태에서의 압력과 부피를 P0, V0로 나타내면 Eq. (4)

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4)

휠 링크가 임의의 위치에 있을 때, 가스챔버의

부피는 Eq. (5)로 계산한다. 실린더의 단면적은

Ac(=πr
2)로 계산한다. 여기서 r은 실린더의 반지름

이다. Xst는 정적 상태에서의 순간적으로 변한 가

스 챔버의 이동거리이다. 

(5)

하부 실린더에서 탄성력은 Eq. (6)과 같이 FS(=F1)

로 표현한다. Eq. (7)과 Eq. (8)은 L3축의 미는 힘

F2과 이로 인한 F3을 설명한다.

(6)

(7)

(8)

스프링 토크 TS는 휠 링크의 중심인, O에 대한

식으로 Eq. (9)를 통해 계산한다. 

  

  (9)

2.2.2 유압 댐핑 효과

하부 실린더 내의 유체는 오리피스의 좁은 관을

통해 압력강하가 발생하고 이를 ∆P로 나타낸다.

ρ는 유체의 밀도이고, Cd는 유량 계수이다. A0는

오리피스의 단면적이고, Q는 유체의 유량이다.

로 D1은 오리피스를 지나기 전 유량의

지름이고 D2는 오리피스를 지난 후의 유량의 지름

이다. 

(10)

유체댐퍼의 감쇠력 FD는 Eq. (11)을 통해 계산

한다. 

(11)

댐핑 토크 TD는 Eq. (12)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Eq. (12)는 Eq. (6)~Eq. (9)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

산한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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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Kinematic mechanism of the hydro-pneumatic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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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3 IDEF0를 활용한 기능모델링

IDEF는 그래픽 언어와 표준 방법 등으로 구성

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모델링 도구이

다. 1970년대 말, 제조 생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USAF(United States Air Force)에 의해 개발되었

다. IDEF0는 IDEF의 방법론 중 시스템의 기능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모델링 방법이다(Fig.

5). 본 논문에서는 유공압 현가장치의 각 부품이

기능하는 모습을 단계별로 확인하여 주요 기능을

판단하고, 현가 장치의 중요 부품들을 정의하기 위

해 IDEF0를 사용하였다[9].

유공압 현가장치의 기능은 Fig. 5와 같이 지상

전투차량의 주행으로 인해 발생한 충격을 전달해

주는 충격 전달 기능과 차체로 전달되는 진동을

감쇠해주고 하중을 지지해주는 공압 지지 기능과

유압 댐핑 기능, 유공압 현가장치에서 발생한 힘

을 다시 되돌려주는 기능으로 나눈다. 각 기능은

Fig. 6~Fig.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표현하

기 위해 유공압 현가장치의 수식들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다.

Fig. 6은 충격 전달 기능의 세부 내용으로, 지면

으로부터 발생한 힘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수행한

다. 지상전투차량의 바퀴의 움직임에 따라 암에서

α가 출력되고, 크랭크부에서 γ, 커넥팅 로드에서 γ

가 차례대로 출력된다. 마지막으로 피스톤의 이동

거리인 XPL가 출력된다.

Fig. 7은 공압 지지 기능의 세부 내용으로 차체

의 무게를 지지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부실린

더에 피스톤의 이동거리인 XPL이 입력되고 상부

실린더 내에 있는 피스톤에 V가 입력되고 P가 출

력된다. 후에 상부실린더인 A23단계에서 계산된

FS가 출력된다.

Fig. 8은 유압 댐핑 기능의 세부내용이다. 충격

을 감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유량을 조절해주는

오리피스 제어 신호가 오리피스에 입력된다. 오리

피스에 유량과, 오리피스 단면적, 유량계수 등의

변수값의 입력을 통해 압력강하 ∆P가 계산되어

출력된다.

Fig. 9는 힘의 전달기능의 반대되는 순서로 진행

되며 그 세부내용이다. 피스톤에서 탄성력과 감쇠

TD F3L2 F2sin 180 θ α+( ) β+–( )L2= =

 F
1
cosβsin 180 θ α+( ) β+–( )L

2
=

 Ac PΔ cosβsin 180 θ α+( ) β+–( )L
2

=

Fig. 4 Configuration of two cylinders for the hydraulic

damping effect and the pneumatic spring effect 

Fig. 5 Function modeling of the hydro-pneumatic

suspension 

Fig. 6 Function modeling of the force forward trans-

mission 

Fig. 7 Function modeling of the pneumatic support 

Fig. 8 Function modeling of the hydro damping 

Fig. 9 Function modeling of the force inverse trans-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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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입력받고, F1을 출력한다. 커넥팅 로드에서

F2, F3을 출력하고 최종적으로 하중을 지지해주는

스프링 토크와 충격을 감쇠해주는 댐핑토크가 출

력된다.

3. 취약성 데이터 계산

3.1 피격선 분석

피격선 분석은 LOS(the Line of Sight) 부품을

확인하고 부품의 두께와 입사각을 계산하는 과정

이다. LOS부품은 피격선과 교차되는 부품이다. 입

사각은 피격선의 방향과 LOS부품의 표면 사이의

각도를 의미한다. 피격선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

다. 먼저 피격선을 생성한 뒤, STL과 피격선의 교

차점을 계산한다. 표적을 기준으로 방위각과 고각

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평행하게 피격선을 생성한

다. 피격선은 STL파일로 생성된 면과 교차하는지

를 계산한다. STL파일은 형상모델링을 SLAP에서

사용하기 위한 파일 형식이다. STL파일은 삼각형

을 나타내는 세 점의 좌표와 삼각형의 법선벡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활

용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피격선과 삼

각형 면에 교차하는 부품들을 LOS부품이라 정의

하고, 부품의 두께와 피격선의 입사각을 계산한

다. 이것은 관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통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한다.

3.2 관통방정식을 활용한 관통부품 정의

피격선 분석은 LOS(Line of Sight) 부품을 확인

하고 부품의 두께와 입사각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 LOS부품은 피격선과 교차되는 부품이다.

피격선 분석 과정을 통해 관통된 부품을 확인할

수 있고, 공격에 의한 피해는 관통방정식을 이용

하여 구할 수 있다. 관통방정식은 이론적인 관통

분석 방법으로, 다른 종류의 탄과 장갑의 재질, 구

조에 따라 많은 정형화된 관통방정식이 존재한

다. Eq. (11)은 방탄한계속도를 위한 것으로, 주어

진 판을 관통하기 위한 최저속도를 나타낸다. 이

식은 운동에너지탄과 RHA(Rolled Homogeneous

Armor)을 사용한 관통 실험을 통해 만들어졌다.

VL과 충격속도를 비교하여 부품의 관통여부를 확

인 할 수 있다. 아래 식의 M은 탄의 질량, D는 탄

의 지름, T는 장갑의 두께, θ는 탄의 입사각이다.

A는 실험을 통해 도출된 상수로 표적이나 탄의 재

료특징에 따라 5,000~60,000 이상의 값을 가진다.

α, β는 일반적으로 1을 사용한다.

(11)

Eq. (12)는 관통 후 잔류속도를 산출하는 식으로

변수 X는 (Vimp/VL) – 1과 같다. a, b, c는 실험으로

얻는 상수로서 일반적으로 a = 1.1, b = 0.8, c =

1.65를 사용한다.

(12)

4. 피해 분석

4.1 DMEA(Damage Mode and Effects Analysis)

DMEA는 임무완료 가능성, 지속적인 제어작업

에 따른 피해 유형과 같은 효과와 적의 무기 피해

메커니즘의 단계로부터 얻은 피해의 확장을 판별

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의 분석을 뜻한다. DMEA

는 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에 추

가하여 사용한다. FMEA는 설계의 불완전성이나

잠재적 결함을 알아내기 위해 형식적이지만 가능

한 근본원인과 고장유형의 체계적인 확인과 결함

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한 주관적 분석법이다. 전

투손상에 의하여 특정한 부분품의 손상원인이 확

인되어 조사되었을 때 사용되는 것이며, FMEA에

서 식별된 고장 가능성 있는 부품 및 계통뿐만 아

니라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고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손상과정 및 손상역학과 연계하여 선택

된 피격범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평가한다. DMEA

의 목적은 생존성과 취약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초기에 제공하기 위함이다. DMEA는 특정 위협

메커니즘에 의한 피해와 무기 계통 운용과 임무

필수 기능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4.2 FTA(Fault Tree Analysis)

FTA는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원인이 되는 하위

이벤트들을 연역적, 순차적, 도식적, 확률적으로

검토 분석하는 평가진단 방법이다. FTA의 AND,

OR게이트를 이용하여 중요 부품의 관계를 분석한

다. 중요 부품은 표적의 기능모델로부터 정의된

다. FTA를 통한 부품은 Redundant와 Non-

VL

AD
3 T

D
---- sec θ( )[ ]β⎝ ⎠
⎛ ⎞

α

M
--------------------------------------------=

VR VL
aX

2
bX c X+ +

X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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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ndant 부품으로 분류한다. Redundant은 OR게

이트로 연결되고 Non-Redundant부품은 AND게이

트로 연결된다. 유공압 현가장치의 기능모델링을

통해 충격 전달 기능과 진동 감쇠 기능으로 나누

고, 각 기능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하위에 위치시

켰다. FTA를 사용하여 유공압 현가장치의 각 부

품이 피격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표현하

였다[14].

5. 피해 확률 계산

Fig. 11은 부품피해확률 계산을 위한 형상 모델

링이다. Fig. 11(a)는 상용 CAD 소프트웨어인

Solidworks로 모델링 한 것이고, Fig. 11(b)는 모델

의 STL파일을 이용하여 SLAP에서 구현한 모습

이다. 유공압 현가장치 모델은 총 9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있고, 약 19720개의 STL 삼각형으로 구

성되어 있다. SolidWorks에서 STL파일로 저장한

파일들은 SLAP에서 사용하는 Part ID와 SolidWorks

에서 사용하는 파일 이름과 매칭되어 사용한다. 이

를 통해 관통된 부품의 이름을 사용자가 확인 할

수 있다.

형상모델링을 SLAP에서 구현하여 피격선 분석

을 수행한다. 피격선 분석에 따라 관통된 부품들

을 차례대로 나열한다. 관통된 부품들의 model

name과 두께, 입사각을 표로 정리하고, 피격된 부

품들이 존재할 경우, 매트릭스는 피격된 셀(cell)만

을 표시한다. Fig. 12는 고각이 0o일 때, 피격선은

총 248개가 생성되며 95번째 피격선이 관통한 부

품을 표시하였다. Table 1은 피격선이 관통한 부품

들인 Case, Cylinder Case, Upper Cylinder를 순서

대로 나타내고, 관통한 두께, 입사각을 정리한 것

이다. 

Fig. 13는 고각이 45o일 때, 피격선은 총 295개

가 생성되며 143번째 피격선이 관통한 부품을 표

시하였다. Table 2은 피격선이 관통한 부품들인

Case, Crank를 순서대로 나타내고, 관통한 두께,

입사각을 정리한 것이다.

Fig. 10 FTA of hydro-pneumatic suspension 

Fig. 11 Hydro-pneumatic suspension; (a) The SolidWorks

model; (b) The SLAP model after import from

SolidWorks 

Table 1 Result of shot line analysis (elevation : 0o) 

Model Name
Thickness

(mm)

Incidence angle 

(o)

Case 10.00 -90.00

Cylinder Case 10.51 -70.76

Upper Cylinder 11.27 -66.75

Upper Cylinder 11.04 -66.29

Cylinder Case 10.51 -69.86

Case 10.00 -90.00

Fig. 12 Shot line analysis (the angle of elevation : 0o) 

Fig. 13 Shot line analysis(the angle of elevation : 4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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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는 고각이 90o일 때, 피격선은 총 170개

가 생성되며 84번째 피격선이 관통한 부품을 표시

하였다. Table 3은 피격선이 관통한 부품들인 Wheel

Rink, Connecting Rod, Case를 순서대로 나타내

고, 관통한 두께, 입사각을 정리한 것이다.

피격선 분석 결과의 부품의 두께와 입사각을 사

용하여 부품의 관통판별을 수행한다. Eq. (11)을

이용하여 관통여부를 판단하고, Eq. (12)를 이용하

여 관통 후, 잔류속도를 계산한다. 실험한 탄의 종

류는 7.62 mm APM2탄으로서 직경은 7.84mm, 질

량은 5.25 g이다. 실험을 위해 900(m/s), 1000(m/

s), 1200(m/s) 세 가지 속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15는 초기속도에 따라 유공압 현

가장치의 AV (Vulnerability area)를 표현한 것으

로, 좌측부터 차례대로 Impact transmit, Vibration

damping, Suspension을 나타낸다. Fig. 15를 통해

속도가 초기속도가 증가할수록 AV가 커지는 것이

확인된다. 초기속도 값에 따라 유공압 현가장치의

기능별 AV와 취약확률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10,11].

6. 결 론

본 논문은 유공압 현가장치를 이용하여 부품피

해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상용 CAD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공압 현가장치의 형상 모델

을 설계하였다. 수학적 모델을 계산하고, 이것을

Table 2 Result of shot line analysis (elevation : 45o)

Model Name
Thickness

(mm)

Incidence angle 

(o)

Case 14.14 -45.00

Crank 14.14 -45.00

Case 14.14 -45.00

Fig. 14 Shot line analysis (the angle of elevation : 90o) 

Table 3 Result of shot line analysis (elevation : 90o)

Model Name
Thickness

(mm)

Incidence angle 

(o)

Case 10.00 -90.00

Wheel Rink 99.14 -87.33

Connecting Rod 76.83 -52.40

Case 10.00 -90.00

Table 4 The PK/H according to impact velocity

Direction shot line(elevation angle : 0o)

Impact Velocity(m/s) 900 1,000 1,200

Impact transmit kill
Vulnerable area (AV, mm2) 25,000 95,000 95,000

Damage Probability (PK/H) 0.040 0.153 0.153

Vibration damping kill
Vulnerable area (AV, mm2) 0 42,500 120,000

Damage Probabilit (PK/H) 0 0.069 0.193

Suspension kill
Vulnerable area (AV, mm2) 25,000 137,500 215,000

Damage Probability (PK/H) 0.040 0.222 0.346

Fig. 15 Vulnerability area according to impact velocity;

(a) 900 m/s (b) 1,000 m/s (c) 1,2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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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IDEF0를 사용한 기능 모델링을 설계하

였다. DMEA를 사용하여 부품들의 고장에 따른

유공압 현가장치에 끼치는 영향을 table형식으로

정리하였고, FTA를 통해 부품들의 고장관계를 확

인할 수 있다. SLAP을 이용하여 피격선 분석 및

취약확률을 계산하였다. 0o, 45o, 90o에 대한 3가지

고각에 대하여 피격선 분석을 수행하였고, 고각이

0o일 때, 900(m/s), 1,000(m/s), 1,200(m/s)의 초기

속도에 대해 관통방정식과 잔류속도를 사용하여

관통분석을 수행하고, 취약면적과 취약확률을 계

산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속도에 따라 유공압 현

가장치의 각 기능의 취약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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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무기체계취약성분석, 원

격감시시스템, Modelling &
Simulation, Smart Factory,

Robotics

E-mail: kang@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