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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자동사격통제기능 및 탄의 자동장전기능을 가진 최신 무기체계의 동력장치는 엔진, 변속기 및 냉각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동력장치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 및 분리할 수 있는 특수공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제품은 사용 특성에 따라 비틀림이 심하여 쉽게 마모되는 현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강도저하로 인한 잦은 파손현상과 엔진 우측 연결부 조임 시 간접 현상에 자유로운 공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조해석 프로그램(ABAQUS)을 통한 비틀림 강도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최적 설계를 진

행하여 제작된 공구는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토크의 130%의 비틀림 실험에서 문제없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동력장치 정비를 위한 특수공구의 국산화로 인한 경제적 측면에서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구조해석 프로그램(ABAQUS), 특수공구(Special Tools), 비틀림 강도(Torsion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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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무기체계는 군단 종심 작전지역에서의 목표타

격 및 적 증원전력 차단을 위한 화력을 제공하는 장비로써, 신규 

개발된 장사정 탄약과 재래식 기존 탄약 모두를 사용할 수 있음과 

아울러 자동사격통제기능 및 탄의 자동장전기능을 갖추고 있는 최신식 

무기체계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되었으며 기동성, 생존성과 

전장 환경에 운용할 수 있는 환경성능 및 작전운용시간 부합 등의 

개발목표를 만족시켰으며, 현존하는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독일 

PzH2000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아 꾸준히 해외로 

수출되는 명품이다. 상시 기동성 유지를 위해서 분기, 반년, 연간 

정비 시 동력장치(Powerpack)를 분해하여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대상 무기체계의 동력장치는 엔진, 변속기 및 냉각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진/변속기의 결합 및 분리를 위해서는 특수공구(Special 

Wrench) 2종이 필수적이다. 이 특수공구 2종은 2016년까지 엔진 

원천 개발사인 독일 M사로부터 수입되었으나, 원천사의 대폭적인 

수입공금가 인상, 공급중단 및 불량품 발생 등의 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2016년 S사의 개발로 국산화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국산화 

개발품에서도 불량품이 발생되고 있어, 사용자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Wrench, Hand-operated 

Connect/Remove Left 

Screw

Wrench, for Socket

Connect/Remove Right 

Screw

Fig. 1. Powerpack and Location to use special wrench

본 연구는 사용군으로부터 제기된 불만사항의 해소 및 사용 특성에 

따른 비틀림 강도의 개선을 위하여 특수공구 2종의 규격만족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율 1.3이상의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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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esign and Implementation

특수공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용접구조적 측면에서 용접후 냉각과

정에서 미세 크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해당 특수공구 

사용 시 가장 큰 응력이 발생되는 벨 블록 소켓에서 큰 변형이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결국에는 핀의 이상 비틀림 및 공구의 파손이 발생하게 

된다.

Fig. 2. Before (top) and After (bottom)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니켈크롬강으로 재질을 변경하고 열처리 

공정의 최적화를 통하여 강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분리된 공구의 

샤프트에 용접부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체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설계하였고 Hinge의 직경은 3mm 증가, Bell Block의 형태는 <Fig. 

2>와 같이 변경하였다. 샤프트는 모서리 라운드를 0.5이내로 가공하였

고 토크렌치의 체결부는 용접 후 열처리 과정을 거쳤다. 또한 볼트 

체결부의 전방부는 용접부를 열처리하여 경도를 Hrc 30이상으로 

유지하였다. 체결부의 후방부는 인산염피막(KDS-0115-0027)으로 

전체 표면처리하였다. 체결부의 중앙부는 표면처리 후 이식을 위하여 

레이저로 식별번호를 마킹하고 조립부 꺽힘각도를 ±30°이내에서 

작동이 원활할 수 있게 가공하였다. 구조해석 시험은 시험 강도를 

기존의 139MPa에서 180MPa로 30%로 증가시켰으며 샤프트는 

515MPa에서 460MPa로 55MPa 감소하였고 벨 블록은 1,238MPa에

서 932MPa로 306MPa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Fig. 3>은 기존 제품과 연구 결과물의 

구조해석 결과를 보인 것이다.

Fig. 3. Result of Structural analysis

(left: Existing Products, right: Redesign)

제품의 열처리 강도를 조정하고 흑색 피막을 적용하여 녹 방지를 

위한 처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공인인증기관의 비틀림 실험결

과 토크의 130% 수준에서 무난히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4>는 최종적으로 제작된 연구의 결과물을 보인 것이다.

Fig. 4. Result of Special wrench production

III. Conclusions

본 연구는 비틀림 강도 개선을 위한 구조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특수 공구을 제작하여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동력장치 

정비를 위한 특수공구의 국산화로 인한 경제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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