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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특성시험 비교 분석

A Comparison Analysis on The Vibration Test Standard 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 Test of 9,000 Btu Military Airconditioner Applying Refrigerant R-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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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10A 냉매를 적용한 9,000 Btu 군용에어컨은 2 1/2톤 쉘터카고 차량에 탑재된 쉘터를 냉,난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에어컨은 차량에 탑재된 쉘터의 벽면에 설치되기 때문에 차량 이동 중의 진동, 충격 환경에서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진동시험은 MIL-STD-810G, 514.5C-VII Composite Wheeled Vehicle 규격에 따라 수

행하며, 동특성시험을 통해 확보된 입력 진동값을 진동 규격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판단한다.

1. 서  론

 현재 개발 중인 9,000 Btu 에어컨디셔너(이하 ‘개발에어

컨’)는 2 1/2톤 쉘터카고 차량에 탑재된 쉘터를 냉,난방하는 

장비이다. 이 개발에어컨은 R-410A 냉매를 사용하는 에어

컨으로써 R-22 냉매를 사용하는 기존 에어컨이 지구온난화

와 오존층 파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이를 대체하

고자 개발 중에 있다. 이것은 차량에 탑재된 쉘터의 벽면에 

설치되기 때문에 차량 이동 중의 진동, 충격 환경에서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환경시험이 반드시 필

요하다. 개발에어컨은 수송진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MIL-STD-810G의 514.5C-VII Composite 

Wheeled Vehicle 절차에 따라 진동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개발에어컨이 장착된 상태에서 동특성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된 가속도 데이터를 이용해 진동규격

을 도출하고, 도출된 규격과 개발에어컨의 진동시험 규격인 

MIL-STD-810G의 514.5C-VII Composite Wheeled 

Vehicle을 비교하여 진동시험 규격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시험개요

(1) 시험조건

 군용에어컨의 특성상 포장도로 뿐만 아니라 비포장도로에

서의 주행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포장도로는 직선로에서

80km/h, 비포장도로는 자갈길에서 25km/h의 속도로 각각 

2회씩 시험을 실시하였다.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1회 2회 1회 2회

차량 평균속도 (km/h) 80.57 80.27 23.73 23.16

표1. 실제시험조건

(2) 장비 및 센서 위치

 에어컨은 2 1/2톤 쉘터카고 차량에 탑재된 쉘터의 벽면에 

위치하며, 주행 중 개발에어컨에 가해지는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 센서의 위치는 개발에어컨을 지지하는 브라켓에 부착

시켰다.

  그림1. 센서부착위치

2.2 시험결과

(1) 동특성시험 결과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x축, y축, z축 세 방향의 PSD값

을 측정하였으며, 관심영역을 고려하여 자료처리 시 

2~500Hz의 대역폭을 이용한 대역 통과 필터링(band pass 

filter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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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PSD 측정값

  (2) 시험결과와 진동시험규격 비교

 개발에어컨의 진동시험은 MIL-STD-810G의 Method 

514.5C-Ⅶ, Composite wheeled vehicle 규격으로 240분 

수행한다. 이 규격과 동특성시험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특성시험 결과를 진동시험에 대한 가속시험수준으로 정의

해야하며 아래 식을 사용한다.

(W0/W1)=(T1/T0)
1/4

   W0 = 동특성시험 결과 PSD, W1 = 진동시험 시 PSD

   T0 = 총 운용시간, T1 = 진동시험 시간

 쉘터를 탑재한 차량의 운용조건을 고려하여 T0 = 3,068h

를 적용하여 계산한 진동시험수준과 MIL-STD-810G의 규

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 진동규격 비교

 위 그래프에서 현재 개발에어컨에 적용중인 진동규격의 

PSD가 동특성시험을 통해 계산한 PSD보다 높게 나타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에어컨은 MIL-STD-810G의 

Method 514.5C-Ⅶ, Composite wheeled vehicle 규격보

다 낮은 조건에서 운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결  론

 차량에 탑재되는 쉘터의 벽면에 부착되는 개발에어컨의 

동특성시험을 통해 차량운행 중에 개발에어컨이 받는 진동

특성값을 구하고, 그 값을 시험수준으로 정의해서 

MIL-STD-810G의 Method 514.5C-Ⅶ, Composite 

wheeled vehicle 규격과 비교하여 진동시험규격의 적합성

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동특성시험 결과값은 진동시험규격

보다 낮게 나왔으며, 이것은 진동시험규격이 개발에어컨의 

진동특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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