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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군에서 운용중인 1¼톤 정비밴의 윈치 모델 변경과 관련된 프레임 설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¼톤
정비밴의 윈치는 동일 모델로 15년 이상이 사용되어 제품 단종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윈치를 적용할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윈치 제품이 변경되고, 군에서 요구한 윈치 성능을 만족시키고 차량 구조물의 안정성도 확보
할 수 있는 프레임 설계안이 연구되었다. 윈치는 기존 제품보다 견인력이 높은 제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견인력
이 증가함에 따라서 프레임의 강건설계가 필요하였다. 설계안은 CAE 해석을 통해서 설계안의 1차적인 검증을 실시하였
으며, 설계안과 같이 차량을 제작하여 실제 차량의 성능이 이상없는지 2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연구는 윈치 모델 변경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인자와 실제 설계 단계에서 영향을 끼치는 중요 인자가 무엇인지 제시한 것에서 의미있다.

1. 서론
군용차량 윈치는 차량이 험로에 빠지거나 경사로를 올라가
지 못하는 경우에 윈치 로프를 끌어당김으로써 상황을 해결
하도록 하는 장비이다. 일반적으로 윈치는 차량 총중량의
60%이상의 견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연구 대상이 되는
1¼톤 정비밴은 기존 75%의 중량대비 견인력에서 115%의 견
인력으로 향상되었다. 윈치 변경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이루
어졌고, 차량의 운행과 견인단계에서 차량의 이상이 발생하

(A)

(B)

[그림 1] Simulation result

2.2 견인력 실차 시험
견인력 실제 차량 검증을 위해서 차량을 시험 하였으며, 기
준 견인력 3,600kgf를 만족하여 설계안이 검증되었다.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설계 목표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윈치 견인력 변경에 따라 프레임이 설계되었으

2. 본론

며, 검증방법에 대하여 다루었다. 본 연구는 윈치 변경시에 참
고할 수 있는 설계 기법과 검증방법에 대하여 다루었다

2.1 프레임 설계 및 CAE 해석
차량 프레임은 견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강화된 구조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설계안이 제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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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 해석을 통해 1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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