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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fo : 주 가진 주파수 
f1, f2 ,f3 : 조화 가진 주파수 
fT : 테일러링 가진 주파수 
fn : 시스템 고유진동수 

ζ : 임계 감쇄계수 

1. 서 론 

광학 탑재 장비는 맨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표적
을 광학계와 검출기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 및 
전기적 신호 변환을 통하여 전시함으로써 영상정
보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탐지 목표물의 특성에 
따라 검출기의 파장 대역이 결정되며 가시광선 대

Key Words: Aeronautical Equipment(항공용 탑재장비), Structural Stability(구조 안정성), Inflight Vibration(항공 
진동), Structural Analysis(구조 해석), Optical Performance(광학 성능)  

초록: 광학 탑재 장비는 다수의 광학 부품 및 검출기로 구성되며 목표물 탐지와 분류를 목적으로 항공
기, 전차 및 군함에 탑재되어 운용된다. 수 km 고도에서 운용되는 항공용 광학 탑재 장비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구조 안정성과 광학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설계 단계에서 진동 환경조건에 대한 
탑재 장비의 구조 안정성 및 광학 성능 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 환경조건을 시험 표준 규
격서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진동 환경조건은 구조 안정성 검증을 위한 
내구도 진동조건과 광학 성능 검증을 위한 운용 진동조건으로 구분하였다. 구조 안정성을 고유진동수 
해석, 내구도 진동 응답해석 및 정해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광학 성능을 운용 진동 응답해석 결과를 광
학 설계/분석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Abstract: Optical equipment consists of various components, and a detector is mounted and operated on aircraft, tanks, 
and warships for targe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The structural stability and optical performance of aeronautical 
optical equipment operated at several kilometers of altitude are degraded owing to vibration generated in the aircraft.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structural stability and opt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equipment in vibration 
environment conditions during the design phase. In this study, vibration environment conditions were analyzed using a 
test standard and the measurements of the vibration generated in aircraft. The conditions were classified as endurance 
and operating vibration conditions for structural stability and optical performance verification, respectively. The 
structural stability was verified according to natural frequency analysis, response analysis for the endurance vibration 
condition, and static analysis. The optical performance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vibration response analysis results 
to the optical design/analys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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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주간 카메라, 적외선 대역의 적외선 카메라 
및 파장 분광 정보를 이용하는 초분광 카메라로 
분류된다. 적용 분야는 민간용 및 군사용으로 분
류되며 군사용은 항공기, 전차와 군함 체계에 탑
재되어 운용된다. 전차와 군함에 비하여 항공기는 
다양하게 분류된다. 동력 방식에 따라 고정익, 회
전익과 혼합형(고정익+회전익)으로 분류되고, 추진
방식에 따라 제트기와 프로펠러기로 분류된다. 항
공기의 동력 방식과 운용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은 탑재 장비의 구조 안정성 및 광학 성능 저
하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진동에 
대한 탑재 장비의 구조 안정성 및 성능 검증을 위
하여 구조해석과 성능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진동 환경조건 도출이 필요하다. 진동의 종류는 
주파수에 대한 가속도 조건의 정현파 진동과 주파
수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 밀도 조건의 랜덤 진동
으로 구분된다. 진동환경 조건은 MIL-STD-810G 
Method 514, IEC 60068-2-64 및 RTCA DO-160등의 
다양한 시험 표준 규격서 및 체계의 진동 측정을 
통하여 규정한다. 규격서에는 용도(Life Phase), 체
계(Platform), 종류(Category) 및 장착 위치(Material 
Description)에 따른 진동 주파수 대역과 하중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진동조건은 항공기를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해당 분류의 항공기에서 발
생하는 조건을 포괄적으로 만족하도록 한다. 규격
서에서 규정한 진동조건은 실제 항공기에서 발생
하는 진동과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항공기를 대
상으로 진동을 측정하여 규정된 진동 조건의 적절
성에 관하여 연구되었다. Dunno 등(1~2)은 단발 터
보 프롭 엔진을 장착한 세스나 172와 쌍발 터보
프롭 엔진을 장착한 Rockwell 690B의 진동을 측
정하여 진동 조건을 분석하였다. Stupar 등(3)은 가
젤 헬리콥터 SA-342의 진동을 측정하여 자체 진
동 조건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탑재 장비
의 설계 변경 및 새로운 장비 개발의 기준으로 고
려하였다. Das 등(4)은 항공기의 진동을 측정하여 
MIL-STD-810 규격서에서 제시한 진동 조건의 적
절성을 분석하였다.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광학 탑재 장비로 유입되어 광학 부품과 검출기
의 흔들림을 발생시켜 구조 및 광학 성능에 영향
을 미친다. 진동에 대한 영향성 분석은 Nastran, 
ANSYS 등의 구조해석 프로그램과 CODE V, 
ZEMAX 및 SigFit의 광학 성능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Genberg 등(5~6)은 광
기구 분석 전용 프로그램인 SigFit을 이용하여 랜

덤진동에 대한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의 성능을 광
학 시선(Line of Sight) 변화에 따른 변조 전달함수
(MTF : Modulation Transfer Function)의 변화를 기준
으로 분석하였다. Bonin 등(7)은 NX Nastran을 이용
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체르니케 상수(Zernike 
Coefficient)를 산출하고 CODE V에 적용하여 파면 
오차(WFE : Wave Front Error)분석을 통해 광학 성
능 분석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용 광학 탑재 장비의 구조 

안정성과 광학 성능 검증을 위한 진동 조건을 
MIL-STD-810G 규격서와 세스나 208 항공기 진
동 측정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항공기 진동에 
대한 광학 탑재 장비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구
조 안정성과 광학 성능을 수치 해석적으로 검증
하였다. 

2. 광학 탑재 장비 

본 논문의 광학 탑재 장비는 항공기에 장착되어 
운용되는 초분광 카메라로써 SWIR(Short Wave 
InfraRed)와 VNIR(Visible Near InfraRed) 대역의 영
상과 파장 정보를 획득한다. 영상 획득 방법은 항
공기 내부에 장착되어 직하방의 지상 표적을 항공
기가 진행하며 촬영하는 부쉬브룸(Push-broom) 방
식이다. 촬영한 데이터는 2차원의 영상 정보와 1
차원의 파장 정보로 3차원 큐브(3D Cube)로 구성
된다. 탑재 장비의 광학설계는 반사광학계로 수행
되었으며 구조는 조립/정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모듈화 설계를 적용하였다. 모듈화는 3개의 조립
체 구조로 구성되며 조립체 1은 전단 광학계, 조
립체 2는 VNIR 분광 광학계 및 조립체 3은 SWIR 
분광 광학계이다. 모듈화 설계의 장점은 조립체 
별로 조립/정렬/성능시험이 가능하여 조립체 3개
의 동시 작업이 가능하고 교체가 용이한 점이다. 
탑재 장비와 내부 광학 조립체 형상을 Fig. 1에 제
시하였다. 
 

 
Fig. 1 Equipment and assembly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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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rification flow chart 

3. 요구사항 검증 방법론 

항공기 진동에 대한 탑재 장비의 구조 안정성 
및 광학 성능 검증 절차는 설계 요구사항, 탑재 
항공기 특성과 개발 인프라를 고려하여 수립되어
야 한다. 본 논문에서 검증 절차를 3단계로 구분
하였으며, 각 단계별 목적과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Fig. 2) 
① 항공기 진동분석 

구조 안정성과 광학 성능 검증 시 응답해석 
하중조건을 위한 진동 조건 결정 방법이다.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구조와 장착 위치를 
고려하여 MIL-STD-810G 규격서를 기준으로 
항공기 진동 조건을 산출한다. 항공기 진동 
측정을 수행하여 기 산출된 조건과 비교/분석
을 통해 진동 환경 조건을 확정한다. 분석 결
과는 내구도와 운용 진동 조건이다. 

② 구조 안정성 검증 
내구도 진동 환경에서의 탑재 장비 구조 안
정성 분석 방법이다. 판단 기준은 고유진동수
와 여유마진이며 고유진동수는 고유진동수 해
석으로 분석한다. 여유마진은 내구도 진동 응
답해석으로 설계하중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하중조건으로 정해석을 수행하여 분석한다. 

③ 광학 성능 검증 
운용 진동 환경에서의 탑재 장비 광학 성능 
분석 방법이다. 판단 기준은 파면오차와 변조 
전달함수 변화이다. 운용 진동 응답해석으로 
광학 부품의 위치 변화량을 산출하고 그 결과
를 입력조건으로 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광학 
성능을 분석한다. 

Table 1 Endurance vibration profile for Cessna 208 

 f0 f1 f2 f3 

Frequency [Hz] 92.5 185.0 277.5 370.0 
PSD [g2/Hz] 0.3 0.075 0.033 0.019 

15 ~ 2000 Hz 0.01g2/Hz, 4.97 grms 
 
 

 

Fig. 3 Endurance vibration profile for Cessna 208 
 
본 연구를 통하여 세스나 208 항공기의 진동 

특성을 분석하고 장착되는 탑재 장비의 구조 안
정성과 성능 분석을 위한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
토하였다. 

4. 항공기 진동분석 

본 연구의 진동분석 대상 항공기는 단발 터보프
롭엔진을 장착한 세스나 208이다. MIL-STD-810G(8)

에서 터보프롭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의 내구도 진
동 조건은 순항 시, 엔진 회전수와 프로펠러 개수
로 가진 주파수가 선정되고, 탑재 위치에 따라서 
하중 조건이 결정된다. 

MIL-STD-810G 기준 세스나 208 항공기 내구도 
진동 조건의 주 가진 주파수(f0)는 엔진 회전수
(1850rpm)와 프로펠러 개수(3개)로 산출된 92.5 Hz
이다. 조화 가진 주파수(f1, f2 및 f3)는 185.0, 277.5
와 370.0 Hz이다. 하중조건은 기저하중 0.01 g2/Hz
와 f0 하중은 탑재 장비 장착위치(In fuselage or 
wing aft of propeller)에 따라 결정된 0.3 g2/Hz이다. 
f1, f2와 f3 하중은 직전 하중대비 -6 dB/octave로 계
산되어 0.075, 0.033와 0.019 g2/Hz로 산출된다. (Fig. 
3, Table 1) 
규격서 기준으로 산출된 내구도 진동 조건과 항

공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비교/분석을 위해 세스
나 208 항공기 진동을 측정하였다. 비교/분석의 목
적은 규격서 기준 내구도 진동 조건의 유효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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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다. 진동 측정은 항공 촬영환경을 고려하여 
항공기 순항 중 장비가 장착되는 위치에서 수행하
였다. 측정은 고도 6500~7500 ft에서 순항 시(엔진 
회전수 1850 rpm) 4회 수행되었다. 항공기 내 탑재 
장비가 장착되는 위치에 3축 가속도계(356B21) 2
개와 분석/저장 장치(디베트론 : DEWE-1201)를 설
치하였다. 측정 위치는 항공기 동체(가속도계 #1)
와 탑재장비가 장착되는 안정화 장치(Gyro-
stabilized mount : PAV30) 위에 조립된 센서 어댑터
(가속도계 #2)이다. 가속도계와 항공기 축 정의는 
X : 항공기 진행방향, Y : 가로축 및 Z : 수직축이
다. (Fig. 4) 
항공기 동체에서 측정한 결과는 규격서 기준으

로 산출된 내구도 진동 조건에 포함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센서 어댑터에서 측정한 결과를 Fig. 5
에 제시하였다. 30.5 Hz, 61.0 Hz, 92.2 Hz와 122.7 Hz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며, 30.5 Hz 부근에서 축별 
하중 0.014(X), 0.044(Y)와 0.016(Z) g2/Hz로 규격서 
기저하중(0.01 g2/Hz)을 초과한다. 30.5 Hz 증폭은 
동체와 안정화 마운트 사이에 병렬로 조립된 4개
의 방진구(7002 TB : VIBRACHOC Co.)에 의한 영향

으로 판단하였다. 즉, 항공기에 별도의 구조물이 
장착된 경우 진동 측정을 통한 규격서 진동 조건
의 비교/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내구도 진동 조건에 센서 어댑터 측정 결과를 

포함하기 위하여 MIL-STD-810G를 참조하여 테일
러링을 수행하였다. 주파수 범위는 30.5 Hz ± 5 % 
및 하중은 0.075 g2/Hz이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테일러링된 내구도 진동 조건은 측정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광학 성능 분석을 위한 운용 진동 조건은 마이

크로미터 단위의 민감도를 갖는 광학계 위치 변화
량 분석에 적용되므로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선정
하였다. 탑재 장비가 장착되는 센서 어댑터에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된 운용 진동 조건은
Table 3과 Fig. 6에 제시하였다. 

5. 구조 안정성 검증 

탑재 장비의 구조 안정성 기준을 강성 관련 고
유진동수와 강도 관련 여유마진으로 선정하고 구

 
Fig. 4 Vibration measured position on board 

 

 
Fig. 5 Measured level on the sensor adapter (Acc #2) 

Table 2 Tailored endurance vibration profile 

 fT f0 f1 f2 f3 

Frequency 
[Hz] 30.5 92.5 185.0 277.5 370.0 

PSD [g2/Hz] 0.075 0.3 0.075 0.033 0.019 
15 ~ 2000 Hz 0.01 g2/Hz, Overall : 4.99 grms 

 
Table 3 Operation vibration profile 

Frequency 
[Hz] 

15 ~ 
29 

29 ~ 
33 

33 ~ 
57 

57 ~ 
64 

64 ~ 
87 

PSD[g2/Hz] 0.004 0.06 0.002 0.008 0.0004 
Frequency 

[Hz] 
87 ~ 
97 

97 ~ 
145 

145 ~ 
161 

161 ~ 
2000  

PSD[g2/Hz] 0.003 0.0002 0.0005 0.0002  
Overall : 0.91 grms 

 

 
Fig. 6 Operation vibration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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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석으로 검증하였다. 
 

l 1차 고유진동수 : > 228 Hz 
l 여유마진 (MoS : Margin of Safety) : > 0 

 
고유진동수 요구사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

된다. 첫 번째는 상위 체계 고유진동수를 기준으
로 할당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진동 조건의 최대 
가진 주파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탑재 
장비는 상위 체계가 없으므로 두 번째 방법으로 
선정하였고, 내부 조립체는 첫 번째 방법으로 선
정하였다. 탑재 장비 1차 고유진동수는 운용 진동 
조건 최대 주파수(161 Hz)와 전달률(√2)을 고려하
여 228 Hz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조립체 1차 고유
진동수는 탑재 장비 고유진동수(228 Hz)의 √2배
인 323 Hz 이상으로 할당하였다. 
구조 안정성 분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은 반

사경을 집중하중(Lumped Mass)으로 구성하여도 결
과에 영향은 없으나, 광학 성능 분석을 위해서는 
반사경의 상세한 유한요소 모델링이 필요하다.(5) 
Fig. 7은 탑재 장비의 유한요소 모델링을 나타내며 
193,118개의 노드와 95,107개의 요소로 구성되었
다. 반사경과 광기구부는 솔리드 요소(CTETRA)를 
사용하고 체결부는 강체요소(RBE2)를 적용하였다. 
반사경은 광학 성능 분석을 위하여 모든 반사경에 
로컬 좌표계를 구성하였다. 응답해석을 위한 구속
조건은 하나의 절점에 가상 질량을 적용하여 고정
된 상태를 모사하는 방법(Large Mass Method)을 선
정하였다.  
고유진동수 요구조건 검증을 위하여 I-deas 

Simulation을 이용하여 고유진동수 해석을 수행하
였다. 조립체 단위에서 해석을 수행하여 요구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조립체 유한요소 모델링을 
탑재 장비 모델링에 구성하여 탑재 장비 레벨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1차 모드는 Fig. 8에 제시한 바
와 같이 탑재 장비는 하부판과 조립체들은 반사경 
장착 부에서 발생한다.  
고유진동수 해석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으며 

탑재장비는 303 Hz, 조립체1은 532 Hz, 조립체 2는 

577 Hz 및 조립체 3은 680 Hz로 요구사항을 만족
한다. 
여유마진 요구조건 검증을 위하여 Nastran을 이

용하여 내구도 진동 응답해석과 I-deas Simulation
을 이용하여 정해석을 수행하였다. 내구도 진동 
조건은 랜덤진동으로 PSD(Power Spectrum Density)
로 입력된다. 랜덤 진동에서 설계하중을 산출하는 
방법은 탑재 장비와 조립체에 다음의 방법을 적용
하였다. 탑재장비는 마일즈 식(Mile’s Equation)을 
이용하였다. 마일즈 식은 시스템을 1 자유도계로 
가정하고 탑재장비의 고유진동수 결과를 기준으로 
식 (1)로 평균하중(grms)을 산출한다.(9) 

 �( , ) = 2 2    
 (1) 

 
조립체는 탑재 장비 레벨의 내구도 진동에 대한

응답해석을 수행하여 평균하중을 산출하였다. 설
계하중은 산출된 평균하중과 장비 목적에 따라 결
정하며 예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9.73%의 확률을 고려한 3σ를 

 
Fig. 7 FE Modeling 

Table 4 Natural frequency analysis results 
1st Natural 

Frequency [Hz] Requirement Results 

Equipment > 228 303 
Assembly 1 532 
Assembly 2 577 
Assembly 3 

> 323 
680 

 
 

 
Fig. 8 1st Mod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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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설계하중을 산출하였다. 탑재장비 설계
하중은 마일즈 식으로 산출된 평균하중 6.90 grms
에 3σ를 적용한 21 g이다. 각 조립체의 설계하중
은 축별 응답해석 결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산출하
였다. X축에서 가장 큰 응답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결과를 Fig. 9에 제시하였다.  
조립체 1, 2와 3의 응답해석 결과는 21.40, 13.04

와 10.62 grms이고 3σ를 적용한 설계하중은 64, 39 
및 32 g이다.(Table 6)  
여유마진 산출[식 (2)]을 위한 안전계수는 재질

특성의 불확실성에 따라 결정되며 개발 정책과 업
체에 따라 다르다. 

 MoS = Allowable	StrengthMaximun	Stress	 × Safety	Factor − 1
 (2) 

 
본 연구에서는 NASA-STD-5001B(10)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일반 금속재
질은 인장강도 기준 1.25, 항복강도 기준 1.4, 복합
재와 본딩 구조물은 항복강도 기준 2.0 및 유리재
질은 항복강도 기준 3.0이다. 탑재 장비의 재질은 
AlSi40으로 필요에 따라 제작업체에서 크기 별로 
생산되어 작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안
전계수를 2.0으로 선정하였다.  
탑재 장비와 조립체의 정해석을 수행하여 최대 

응력을 산출하였고 Fig. 10은 응력 분포를 나타낸
다. 
탑재 장비는 22.4 MPa, 조립체 1은 35.2 MPa, 조

립체 2는 25.5 MPa 및 조립체 3은 24.3 MPa의 최
대응력을 나타낸다. Table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
유마진 요구조건을 만족하며 이는 항공기 내구도 
진동에 대한 탑재 장비의 구조 안정성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한다. 

6. 광학 성능 검증 

탑재 장비 내부 광학 부품은 진동에 의한 위치 
변화가 발생하며 이는 광학 성능 저하로 나타난

Table 6 Design load calculation 

 Response PSD 
[grms] Design load [g] 

Equipment 6.90 21 
Assembly 1 21.40 64 
Assembly 2 13.04 39 
Assembly 3 10.62 32 
 

Table 7 Margin of safety results 

MoS  Max stress 
[MPa] Requirement Result 

Equipment 22.4 2.3 
Assembly 1 35.2 1.1 
Assembly 2 25.5 2.6 
Assembly 3 24.3 

> 0 

2.1 
Yield Strength of AlSi : 150 MPa 

 
 

 
Fig. 10 Static analysis results 

Table 5 Design guidelines for design load(9) 

Company Design load Probability [%] 

2σ for ELV 
Payload 

95.45 
NASA 

3σ for STS 
Payload 

99.73 

McDonnell 
Douglas 4σ 99.99 

ELV : Expandable Launch Vehicle, STS : Space Transportation System 
 

 
Fig. 9 Response analysis results for X-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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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학 성능은 광학계 민감도와 반사경 위치 변
화의 관계로 민감도는 광학 설계로 결정되고 위치 
변화는 구조해석을 통하여 산출된다. (5~6) 
광학 성능 평가는 설계 요구조건에 제시된 파면

오차(WFE)와 변조 전달함수(MTF) 변화를 기준으
로 판단한다. 

 
l 파면오차 변화 : < 7 nm 
l 변조 전달함수 변화 : < 3% 

 
탑재 장비는 3개의 조립체로 구성되며 각 조립

체는 다수의 반사경과 검출기로 구성된다. 조립체 
1은 반사경 4개, 조립체 2는 반사경 3개와 검출기 

1개 그리고 조립체 3은 반사경 5개와 검출기 1개
로 구성된다. 광학 성능 분석을 위해 설계 시 적
용된 반사경과 검출기의 정점과 로컬 좌표계를 기
준으로 위치 변화량을 산출하였다. Fig. 11은 조립
체 1의 각 반사경 로컬 좌표계를 나타낸다. 탑재 
장비 좌표계와 비교하면 X축은 동일하고 Y와 Z
축은 YZ 평면상에서 회전되었다. 조립체 2와 3도 
유사한 로컬 좌표계를 갖는다. 
로컬 좌표계에 대한 응답해석 결과 산출은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글로벌 좌표
계 상에서 결과를 산출하고, 좌표축 회전변환으로 
반사경 위치 변화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유한요소 모델링 구성 시, 반사경별 

로컬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 산출이 쉬운 두 번째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반사경 12개와 검출기 2개에 총 15개의 로컬 좌표
계를 적용하였다. 광학계와 로컬 좌표계 수량의 
차이는 조립체 2 반사경 중 물리적으로 1개의 반
사경이 광학적으로 2개의 광학계로 구성되어 별도
의 로컬 좌표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운용 진동 조건 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각 반사경

의 위치 변화량을 로컬 좌표계 기준으로 산출하였
다. X축 가진 조건에서 최대 응답결과를 보였으며 
각 반사경과 검출기의 위치 변화량을 Fig. 12와 
Table 8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광학성능 분석은 광학 설계에 사용

한 CODE V를 이용하였다. 산출된 위치 변화량은 
절대값으로 다양한 위상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광
학 성능을 분석하였다. 
반사경 위치 변화에 대한 파면오차 변화는 3 

Table 8 Response analysis results for X-Axis 
[μmrms] 

Assembly Mirror X Y Z 
1 0.17 0.40 0.89 
2 0.28 0.22 0.16 
3 0.20 0.17 0.94 

1 

4 0.49 0.25 0.12 
1 0.22 0.54 0.44 
2 0.17 0.39 0.89 
3 0.23 0.36 0.38 
4 0.16 0.32 1.08 

2 

Detector 0.23 0.24 0.87 
1 0.37 0.06 1.11 
2 0.52 0.18 1.18 
3 0.39 0.06 1.00 
4 0.43 0.19 0.84 
5 0.34 0.11 0.87 

3 

Detector 0.29 0.17 0.64  
 

 
Fig. 11 Local axis definition of assembly 1 

Table 9 Optical performance analysis results 
Change Requirement Results 

WFE [nm] < 7 3 
MTF [%] < 3 1 

 
 

 

Fig. 12 Response analysis results for X-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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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이고 변조전달함수 변화는 1 %이다. Table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파면오차와 변조전달함수 변화 
요구조건을 만족하며 이는 항공기 운용 진동에 대
한 탑재 장비의 광학 성능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
한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스나 208 항공기 진동에 대한 
광학 탑재 장비의 구조 안정성 및 광학 성능을 수
치적으로 분석하였다. 항공기 내구도 진동 조건을 
MIL-STD-810G 규격서 기준으로 항공기 동력 방
식, 구조와 엔진 회전수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내구도 진동 조건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세스나 
208 항공기 진동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30.5 Hz
에서 진동 조건을 초과함을 확인함으로써 항공기
에 별도의 구조물이 장착된 경우 진동 측정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MIL-STD-810G를 참고하여 테
일러링을 수행하고 규격서와 측정 결과를 만족하
는 내구도 진동 조건을 결정하였다. 또한 측정 결
과를 고려한 운용 진동 조건을 산출하였다. 
구조 안정성 검증을 위한 요구조건을 강성 관련 

고유진동수 및 강도 관련 여유마진으로 선정하였
다. 상위 체계와 진동 조건을 기준으로 고유진동
수 할당 방법을 제시하고 탑재 장비와 조립체의 
요구조건을 결정하였다. 여유마진 분석을 위한 설
계 하중을 마일즈 식과 응답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MSC Natran과 I-deas Simulation을 이용
하여 고유진동수 해석, 내구도 진동 응답해석과 
정해석을 수행하여 항공기 진동에 대한 탑재 장비
의 구조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광학 성능 검증을 위한 요구조건을 설계 요구사

항에 제시된 파면오차와 변조전달함수 변화로 선
정하였다. MSC Nastran을 이용하여 운용 진동에 대
한 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광학 부품의 위치 변화량
을 산출하고, 위치 변화량을 CODE V에 적용하여 
성능 분석을 수행하여 항공기 진동에 대한 탑재 
장비의 광학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진동 조건과 검증 방법론은 
세스나 208 항공기에 장착되는 탑재 장비 개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 안정성과 광 

학 성능 검증 방법론의 유효성은 향후 항공 촬영 
시험을 통해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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