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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방위산업분야의 항공기용 전자장비는 신뢰성 설계를 위하여 MIL규격이나 실측된 PSD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수적으로 설계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개발되는 PCB는 수십 종에 이르고 그 장착위치나 설계변경이 병행되므로 PSD랜덤

진동해석의 대안으로 등가정적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등가정적해석결과의 보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SD랜덤진동해석으로부터 

추출된 정규분포를 갖는 각 방향 응력에 대해 Monte Carlo모의를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PSD랜덤진동

해석의 대안으로 등가정적해석결과의 유용성과 보수성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보였다.

기 호 설 명

   : 공진주파수

 Q : 전달도(Transmissibility, Quality Factor)

   : RMS가속도

  : 주파수비(=)

  : 감쇠비(Damping Ratio)

   : 확률분포의 표준편차

1. 서 론

 방위산업분야의 항공기용 전자장비는 신뢰성 설계를 위하

여 MIL-STD-810F나 실측된 PSD(Power Spectral 

Density)데이터를 이용하여 규격을 생성하고 그에 따라 설

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PSD랜덤 진동시험은 실제 환경을 모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제품의 설계과정에서부터 생산단계에 이르기

까지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방, 항공, 전자, 자

동차 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설계과정에서

는 랜덤프로파일을 이용한 PSD해석을 수행하여 진동환경

시험규격을 만족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프로

젝트에서 개발되는 PCB는 수십 종에 이르고 그 장착위치

나 설계변경이 병행되므로 다소 시간을 요구하는 PSD랜덤

진동해석으로 모든 설계검토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

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랜덤진동에 대한 장비의 응답을 

점검하기 위하여 PSD의 등가가속도를 이용한 정적해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PSD신호에 대한 근사적인 등가가속도는 NACA의 Miles

에 의해 처음 유도되었으며 그 뒤 수학적으로 엄밀해가 유

도 되었다.(1)

 FEM해석에서 PSD해석결과는 결정론적인 값이 아닌 통계

적인 수치이다. 따라서 계산된 변위와 응력은 통계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면서 0 평균값을 갖는 1σ수준이 된다.

 그리고 3축 방향 변위의 합 변위와 연성재질의 응력설계기

준이 되는 von-Mises응력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랜덤

성분들의 합성분으로 대수적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없

다.(4) 

 PSD랜덤신호가 정규확률분포를 갖더라도 von-Mises 응

력분포는 구조물의 응답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며 광대역과 

협대역 특성을 갖는다. 대부분 공진대역이 포함되므로 협대

역 특성을 보이며 레이라이(Rayleigh)분포를 따르는 것으

로 알려져 있지만 확률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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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2)

 랜덤진동 환경에서 전자장비의 응답은 특히 1차 모드에 의

해 지배적으로 좌우됨이 Steinberg의 체계적인 연구결과에 

의해 알려져 있다.(3)

 본 논문에서는 항공전자장비의 랜덤진동환경에 대한 등가

가속도 해석의 유용성과 확률수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랜덤진동환경에 대한 von Mises응력의 확률응답특성을 결

정하기 위하여 PSD랜덤해석결과의 각 응력성분들을 0평균

과 1σ를 갖는 정규분포로 입력하여 Monte Carlo모의를 

수행하였다.

 등가가속도에 의한 정적결과를 이 Monte Carlo모의에 의

한 결과와 비교하여 그 확률수준을 결정하였다.

 해석 모델은 실제품을 적용하였고 가진기에 의한 랜덤시험

결과와 PSD해석결과를 비교하여 그 유효성을 보였다.

2. 진동해석

2.1 항공전자장비의 입력PSD설정

 방위산업의 항공기용 전자장비에 대한 입력

PSD는 MIL-STD-810F규격이나 실제 비행환

경에서 발생하는 동적하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측포드를 항공기에 장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개발된다.

 설계과정에서 장비의 운용환경과 관련된 데이

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다면 입력PSD 규격을 

생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

까지 MIL규격을 근거로 대부분의 PSD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설정방법은 전자장비가 장착되는 항공기의 종

류나 적용되는 위치, 마하수, 비행동압, 포드비

중, 구조물의 두께, 단면형상 등에 의해 결정된

다.(5)

 다음그림은 이 연구의 해석모델에 적용한 실제 

장비의 PSD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1. 입력 PSD

f(Hz) 20 50 500 1500 2000

g2/Hz 0.0104 0.0104 0.0937 0.0937 0.0703

dB/Oct +3 -3

표1. 입력 PSD

2.2 PSD랜덤신호의 등가가속도

 등가가속도, 는 입력 PSD에 대한 출력

PSD의 RMS(Root Mean Square)값으로 엄밀

해를 이용하거나 Miles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출력PSD는 입력PSD에 주파수응답함수의 제곱

을 곱하여 유도된다.(7)

      ∙  
    (1)

 고유진동수에 대한 가속도는 출력PSD 면

적의 제곱근으로 다음식으로 계산된다.

   ∙        

 



   



 
    (2)

 Miles식은 입력PSD가 대체로 평평하고 모델의 

1차모드가 지배적인 1자유도 경감쇠모델로 가정

할 수 있는 경우에 유효하다. 그러나 ±6dB/Oct

수준의 기울기에서도 적은 오차로 적용할 수 있

다.

 에 대한 Miles식은 다음과 같다.

   



                (3)

  

2.3 전자장비의 진동특성

전자장비에 대한 진동특성에 대한 연구는 

Steinberg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섀

시와 PCB에 대한 Q는 다음 실험식을 적용하여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3)

                            (4)

                                (5)

 계수 C는 섀시의 구성과 관련된 상수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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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사이 값을 갖는다. 

 이 Q의 다음 관계를 이용하면 감쇠비를 결정할 

수 있다.

   


                               (6)

 랜덤진동환경에 놓인 PCB의 고장모드는 PCB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대부분 발생하고 섀시는 

하단의 스크류 부근에 크랙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PCB는 섀시의 1차 공진주파수와 

충분히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섀시와 PCB 그리

고 PCB내의 구성품들은 1 Octave의 관계로 격

리되어 있어야 커플링 효과(Coupling Effect)로 

인한 증폭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3)

2.4 해석모델과 FEM모델링

 해석모델은 항공기의 POD에 탑재되는 전자장

비로 섀시와 섀시 구조에 부착되는 전자부품, 신

호처리용 PCB, 마더보드 등이 장착된다.

(a)

(b)

그림2. 해석모델 섀시(a), 내부모듈(b)

 항공기용 전자장비는 무게가 설계요구조건으로 

할당되므로 필요한 강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섀시의 외곽 기본 판재 두께

는 1.6~2mm수준이고 내부 지지부재는 5mm판

재를 이용하였다. 이 지지부재에는 각종 전자부

품이 배치된다. 하나의 PCB조립체는 냉각판과 

함께 Wedge-Lock으로 측판에 고정되어 있다.

 섀시와 판재, 냉각판은 AL6061T6로 제작되었

다. 제작한 PCB는 일반적으로 표준안에 의해 규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진주파수가 대략 200 

~300Hz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섀시의 전체 응답특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판재

부분은 SHELL요소를 이용하였고 모서리부분은 

SOLID요소로 처리하였다. PCB조립체의 섀시에 

대한 강성기여도는 작기 때문에 등가질점으로 

모델링하였고 지지부재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전자부품과 케이블 등은 지지부재에 등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판재는 스크류에 의해 조립되어 있으며 BEAM

요소로 처리하였다. Wedge-Lock은 섀시와 내

부 구성품간의 접촉강성과 자유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단순지지와 스프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적합하다.

 PCB 등의 전기적 결합에 이용되는 커넥터는 

해당 접촉면에 특정 강성을 갖는 스프링으로 모

델링하였다.

 생성된 FEM모델은 다음그림과 같다.

(a)

(b)

그림3. FEM모델 섀시(a), 내부모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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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모드해석(Modal Analysis)

 FEM모델에 대한 모드해석을 수행하여 시스템

의 공진주파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모드와 유효질량 및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모드
주파수

(Hz)

유효질량

(kg)

누적질량

(%)

1 754.3 1.1295 66.75

2 995.9 0.3059 84.83

3 1166.9 0.0026 84.98

4 1177.8 0.0004 85.01

5 1371.8 0.0265 86.58

6 1585.6 0.0307 88.39

7 1619.8 0.0000 88.39

8 1756.5 0.0005 88.42

9 1777.6 0.0079 88.89

10 1861.0 0.0000 88.89

11 1921.1 0.0031 89.07

표2. 장비의 공진주파수

  1차 모드는 x축 방향 굽힘모드가 발생하였고 

2차모드로 수평방향 회전모드가 발생하였다. 대

표적인 1, 2차모드 형상은 다음과 같다.

(a)

(b)

그림4. 굽힘모드(a) 수평회전모드(b)

3. 하중해석

3.1 등가정적해석

 입력PSD에 대한 등가정적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Q 또는 감쇠비와 입력PSD가 필요하

다. 전달도와 감쇠비는 모드해석결과의 시스템 

1차 공진주파수를 식(4)과 (6)에 대입하여 계산

할 수 있고 다음 값을 갖게 된다.

                                   (7)

                                 (8)

 다음 그림은 엄밀해를 이용하여 계산한 1차 모

드 응답PSD와 입력PSD를 나타내고 있다.

Input PSD vs Response PSD

0.001

0.01

0.1

1

10

100

10 100 1000 10000
Frequency

Hz

A
SD

g2 /H
z

Input PSD
Response PSD.

그림5. 입력PSD와 1차 모드 응답PSD

 엄밀해로부터 계산된 는 약 38.0g이다.

 Miles식에 의해 계산된 는 약 39.0g로 

엄밀해로부터 계산된 결과와 약 3%의 오차만 

있어 그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Miles식이 유효한 조건인 1차모드가 지배적이

면서 입력PSD가 평평하고 경감쇠시스템으로 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해와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는 통계적으로 1σ수준의 가속도로 설

계는 3σ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진행한다.

 NASA, Boeing과 외국의 항공/우주 전자장비 

제작업체에서도 랜덤진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3

σ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4)

 그러므로 등가정적해석을 위한 입력는 3

배수한 114.0g값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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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가정적해석결과 z방향 변위와 von-Mises응

력분포는 다음과 같다.

(a)

(b)

그림6. z방향변위(a), von-Mises응력(b)

 최대z방향 변위는 5mm섀시 지지부재와 섀시의 

외곽 판재인 1.6mm부근에서 발생하였고 최대

von-Mises응력은 섀시의 밑판재와 측면판재를 

연결하는 스크류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최대 z방향 변형(mm) 0.086

최대 von-Mises응력(MPa) 72.76

표3. 등가정적해석 결과 극치값

 이 결과는 정적해석에 의한 결정론적인 수치이

다.

3.2 PSD랜덤해석

 추출된 모드를 이용하여 PSD랜덤해석을 수행

하였고 감쇠비는 식(8)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PSD랜덤해석결과는 대수적으로 합산할 수 없

고 다만 von-Mises응력은 Segalman-Reese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다.

 계산된 von-Mises응력은 통계적인 의미를 갖

고 있지는 않지만 3σ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

정규분포를 갖는 응력분포에 대해 보수적으로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다.(7)

 변위는 정규분포에 의한 결과로 3σ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변위와 응력은 다음과 같

다.

(a)

(b)

그림7. z방향최대변위(a), von-Mises응력(b)

 z방향최대 변위와 von-Mises응력은 등가정적

해석결과와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하였다.

최대 z방향 변형(mm) 0.123

최대 von-Mises응력(MPa) 71.41

표4. PSD랜덤해석 결과 극치값

 PSD해석결과는 0평균을 갖는 1σ수준의 최대

변위를 계산하므로 3배수 변위는 3σ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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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3%의 확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등가정적해석 PSD해석 오차(%)

최대z방향변형
(mm) 0.086 0.123 30

확률(%) 96.4 99.73 3.3

표5. 정규분포에 의한 z방향변형의 확률

 최대z방향변위에 대한 PSD해석결과를 기준으

로 등가정적해석결과를 평가하면 정량적으로는 

30%수준의 오차가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단지 

3.3%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여전히 보수적

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von-Mises에 대한 정적해석과 PSD해석의 결

과는 모두 결정론적인 값으로 확률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von-Mises에 대한 확률적인 

비교를 위하여 Monte-Carlo모의를 수행하였다.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각 방향의 응

력성분을 추출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최대/최솟

값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5000개를 샘플링하였

다.

 von-Mises응력에 대한 결과적인 상대빈도는 

다음과 같고 비교적 Weibull확률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 Monte-Carlo모의에 의한 상대빈도

 

 

그림9. 샘플의 2모수 Weibull확률분포

 공진주파수에 의한 협대역 응력파형은 레일리

(Rayleigh)분포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레일리분포는 와이블 분포의 형상모수(Shape 

factor)가 2일 때의 특별한 경우이다. 

 Monte-Carlo결과의 와이블 형상모수는 2.7로 

실제현상과 근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의결과로부터 두 해석결과의 von-Mises응

력은 모두 확률적으로 100%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가정적해석 PSD해석 오차(%)

최대von-Misese응력
(MPa) 72.76 71.41 1.9

확률(%) 100 100 0

표6. Weibull분포에 의한 von-Mises응력의 확률

4. 모드실험

4.1 모드해석의 검증

 해석결과의 검증은 모드실험과 PSD랜덤가진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18채널의 가속도센서와 데이터 수집프로그램으

로 STA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그림10. 18채널 가속도센서 부착모습

 모드실험결과 1차모드는 굽힘모드로 743.8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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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였다.

그림11. 1차 모드 상대변위(STAR)

 홀수채널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을 PSD해석결

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해석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

였다. 오차는 위치부정합과 센서의 면적을 고려

하지 않고 하나의 노드에서 데이터를 추출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채널10~13번이 

위치한 필터 전자부품은 실제 내부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SHELL로 모델링하여 응답

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Steinberg 실험식에 

의한 감쇠비를 적용한 모의결과는 전체적으로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Ch.1

(b)Ch.3

(c)Ch.5

(d)Ch.7

(e)Ch.9

(f)Ch.11

(g)Ch.13

(h)Ch.15

(i)Ch.17

그림12. 가속도주파수응답특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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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항공전자장비에 대한 PSD랜덤해석의 대안으로 등가

정적해석방법의 유효성을 통계분석과 Monte-Carlo

모의를 이용하여 확률적으로 검증하였다.

 등가정적해석에 의한 변위와 응력 모두 확률적으로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설계단

계에서 설계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등가정적해석을 이

용하는 것은 PSD랜덤해석에 비하여 계산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다.

 항공전자장비는 기본적으로 판재형태로 구성되며 랜

덤진동환경에 노출되고 특히 1차 모드가 지배적이므

로 등가정적해석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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