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탑재된 군용콘솔의 진동시험에 대한 동적거동 

Dynamic Behavior of military console in truck loaded environment for vibration test 

한성욱†· 이증 *·최지호*·김지억*, 신진범** 

Sung-wook Han, Jeoung Lee, Ji-ho Choi, Jie-eok KIM, Jin-Beom Shin 

 
1. 서 론 

본 연구에서 기술하는 군용콘솔(이하 콘솔)은 운

용병에게 정보를 전달 및 지휘통제를 수행하는 장

비이다. 또한 콘솔은 차량에 탑재되는 쉘터 내부

에 장착되어, 작전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에 따라 콘솔은 차량 이동간에 

발생하는 수송진동과, 요구조건에 의한 환경조건

에 부합하도록 설계/제작/시험을 수행 하여야 한

다.  

이에 따라 진동/충격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치구

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

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설계/제작 하였으며, 콘솔

환경조건에 대한 안정성 및 수송환경에서의 안정

성을 시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2. 본 론 

2.1 치구 설계 고려사항 

2.1.1 설계고려사항 
시험치구를 설계함에 있어 아래 사항의 특성을 고

려하여 설계하였다.  

1. 시험대상물의 대형화에 따른 치구 형상 

2. 체계장착과 유사한 치구 장착을 고려한 형상 

3. 치구 총 중량제한 : 약 400Kg 이하 

 

그러나,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치구의 고유진

동수가 시험규격의 √ 2 배 이상이 되지 않는경우 표 
1.과 같이 공진주파수의 개수나 전달율

(Transmissibility)을 치구의 설계 기준으로 사용한

다.  

 

표 1. Design Criteria for various sizes of fixtures  
구  성 허용전달률 피크 

담배갑 크기의  

작은 부품으로  

5lb 이하의 중량 

1) 1,000Hz 이내에 Wr 가 없어야 한다. 

2) 1,000hz 이상에서는  3 개의  

Wr 가 있으며, 전달률 5 이하 

10in 육면체  

보다 작은 부품 

(15lb 이하) 

1) 1,000hz 이내에 Wr 가 없어야 한다. 

2) 1,000hz 이상에서는  4 개의 Wr 

있으며, 전달률은 5 이하 

특별한 형상의  

기계요소,전기설

비 3ft³ 이하의  

부피에 10 ~ 

50lb 의 중량 

1) 800hz 이내에 Wr 없어야 한다. 

2) 800 ~1500hz 내에 4 개의 Wr 가 

있으며, 전달률은 6 이하 

3) 1,500 ~ 2,000hz 내에 3 개  

이하의 Wr 있으며, 전달률은 8 이하 

20ft3(609.6cm)

이하의 부피에 

50~500lb  

(22.7~226.8kg) 

이하의 큰 장비 

1) 500hz 이내에 Wr 없어야 한다. 

2) 500 ~ 1000hz 내에 2 개의 Wr 

있으며, 전달률은 6 이하 

3) 1,000 ~ 2,000hz 내에 3 개  

이하의 Wr 있으며, 전달률은 8 이하 

최소 24in 의  

크기에 500lb  

(226.8kg)가  

넘는 대형 장비 

1) 150hz 이내에 Wr 없어야 한다. 

2) 150 ~ 300hz 내에 1 개의 Wr 가  

있으며, 전달률은 3 이하 

3) 300 ~ 1,000hz 내에 3 개 이하의  

Wr 가 있으며, 전달률은 5 이하 

4) 1,000 ~ 2,000hz 내에 10 개 

이하의 Wr 가 있으며, 전달률은 10 이하 

# Wr : 공진 주파수(Resonance Frequency) 

 

2.1.2 Normal Mode Analysis 
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Normal Mode 를 분석하였으

며, 150Hz 이하에 공진주파수가 없도록 최적화 하여 
설계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 1 차 모드 (154Hz),  2 차 모드 (171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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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조건 분석 

2.2.1 Normal Mode Analysis 
설계된 치구에 콘솔을 장착하여 Normal mode 를 

분석하였다.  

     
그림 1. 1 차모드(9.33Hz), 2 차모드(12.8Hz) 결과 
 

2.2.2 Random Response  
MIL-STD-810F 의 진동시험 중 Table 514.5C-3. 

Composite wheeled vehicle vibration exposure. 의 그래프

를 입력 값으로 하여 Random Response 해석을 수행

하였다.(입력 주파수 : 5~500Hz) 

 
그림 3. 입력 및 출력 가속도 값 결과 

 

2.3 수송진동시험 

2.3.1 개 요 
콘솔 및 주요구성품을 실 장착하여 수송진동시험

을 수행하였다. 수송진동시험을 통하여 지면에서 

차량 및 쉘터를 거쳐 콘솔 바닥으로 입력되는 측

정값을 비교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차량적재함 및 콘솔바닥면 가속도계 측정값 

 

2.3.2 결 과 
기동시험을 통하여 차량으로 입력되는 값과 쉘터

를 거쳐서 가속도계를 통하여 입력되는 콘솔 바닥의 
측정값을 환경조건의 규격과 비교한 결과는 환경조

건이 더 가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2. 환경조건과 기동시험결과 비교 
 기동 시험결과 환경조건 

입력(G rms) 1.7g 2.1g 
 

3. 결  론 

1. 시험대상물의 크기와 구조에 따른 시험치

구를 적절하게 설계하였다. 
2. 시험치구에 콘솔을 장착한 Normal Mode  

Analysis 를 수행하였다. 
3. MIL-STD-810F 의 진동시험 조건에 따른 

Random Response Analysis 를 수행하여, 거
동을 예측하였고, 향후 시험을 통하여 안
정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4. 표 2.에 의하면 주어진 환경조건이 실제 
수송진동조건보다 가혹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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