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외장 탑재장비의 음향소음 내구성 검증
Acoustic Noise Durability Verification for a Jet Aircraft External Store

이종학 ․ 이유경*․ 강영식*․ 최지호*․ 강동석*
Jong-Hak Lee, Yu-Kyoung, Lee, Young-Sik Kang, Ji-Ho Choi and Dong-Seok Kang

Key Words : Acoustic Noise(음향소음), Durability(내구성), Jet Aircraft External Store(항공기 외부 장착물), 
Souund Pressure Level(음압수준), Power Spectral Density(파워 스펙트럼 밀도)

ABSTRACT

In this paper, fatigue life analysis of each structure was performed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method at design stage in order to verify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store’s acoustic noise durability 
according to the Method 515.5 standard of MIL-STD-810F. In addition, experimental analysis was 
carried out through the ground and flight test by manufacturing the measuring store, and verification 
of the sound durability was completed through the flight test after manufacture of the actual store. 
Furthermore, the commercial FEM code through the PSD calculation method applying measured SPL 
enables verify the durability of new store components development for the future. 

1) 

1. 서  론

항공기 외부 탑재 장비(이하 '스토어')는 항공기의 

무장 파일런 등에 장착되어 운용된다. 일반적으로 

초음속 항공기는 고출력 제트엔진의 사용과 음속이

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용 기

간 동안 혹독한 음향소음 환경에 노출된다. 음향소

음에 의해 발생되는 음향에너지는 얇은 판과 전자장

비 등에 지속적인 하중을 가하여 피로파괴는 발생시

킬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음향소음 환경으로 인한 

스토어 구조물의 구조건전성을 설계단계에서 확보해

야 하고, 이를 위해 음향소음 내구성 분석을 통한 

수명예측이 필요하다. 군용 스토어가 항공기에 장착

되어 운용되기 위해서는 미군사규격인 

MIL-STD-810F의 Method 515.5의 규격을 만족하

도록 설계, 제작 및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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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소음 시험은 군수품이 그 기능적 성능 및/또
는 구조적 무 결성의 수용할 수 없는 열화 없이 규

정된 청각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수행된다. 소음 환경은 대형 공중 압력 변동을 야기

할 정도의 기계적 또는 전자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압력 변동은 넓은 진

폭 범위(5000Pa~87000Pa) 및 주파수 대역폭 

10~10000Hz에 걸쳐 완전히 임의적인 자연에 근거

한다. 때로는 ‘tones’이라고 하는 매우 높은 불연속 

주파수 압력 변동이 존재하기도 한다. 압력 변동이 

군수품을 강타할 때 군수품 주변 대기 에너지 사이

에서 응력 변형 에너지로의 이동이 발생한다. 이러

한 에너지 이동은 군수품의 진동을 야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동 군수품이 압력 에너지를 재방사하고 

군수품 진동 감폭 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군수품 내의 구성요소나 내부 공동으로 전달시킨다. 
이러한 넓은 진폭 및 요동 압력의 대역폭 주파수 때

문에 군수품 반응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물인 스토어는 구조적 조립단위에 

따라 탑재카메라부, 탑재전자부, 환경조절장치 단위

로 Figure 1 과 같은 형상으로 구성되어있다. 탑재

전자부의 구조물은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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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ternal store

얇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소음에 

인한 내구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스토어가 MIL-STD-810F의 

Method 515.5 규격에 따른 음향소음 내구성 만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이론적 분석 방

법을 통해 각 구조물의 피로수명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계측 스토어를 제작하여 지상 및 비행시험을 통

해 시험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실제 스토어를 제작 

후 비행시험을 통해 음향소음 내구성 검증을 완료하

였다. 그리고 측정 Sound Pressure Level(이하 

‘SPL’)을 활용한 Power Spectral Density(이하 

‘PSD’)산출 기법을 통해 상용 FEM 코드를 활용해 

향후 개발되는 관련 스토어 부품 내구성 검증에 활

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2. 음향소음 내구성 분석

2.1 이론적 분석
(1) 분석 적용 및 범위

스토어의 구조 지지용 전/후방 벌크헤드를 기준으

로 탑재카메라부, 환경조절장치, 탑재전자부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분석 영역 중 탑재전자부와 탑재카메라부는 

분석 영역을 세분화 하였다. 탑재전자부는 고정 방

식을 기준으로 측면덮개와 측면프레임으로 구분하였

다. AAU(Airborne Assembly Unit)는 SRU(Shop 
Replaceable Unit) 단위 음향소음 시험을 만족하므

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탑재카메라부는 알루미늄 

재질의 측면프레임과 요크커버, BK7 재질의 EO 광

학창1, 2와 Silicon 재질의 IR 광학창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분석 조건

총음압수준과 지속시간은 MIL-STD-810F의 

TABLE 515.5A-I 을 적용하며 Table 1 에 발췌하

Figure 2 Camera section

Table 1 Overall sound pressure levels and duration

Figure 3 Test spectrum 

Table 2 1/3 octave ban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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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Table 1 에 따라 스토어의 총 음압수준

(OASPL: Overall sound pressure levels and 
durations)은 150dB 이다. MIL-STD-810F 의 

FIGURE 515.A-1과 TABLE 515.5A-Ⅲ 의 기준을 

적용한 시험 스펙트럼은 Figura 3 에, 1/3 octave 
band level 은 Table 2 에 발췌하였다. 스토어의 재

질은 각 분석 영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각 재질

의 종류에 따른 물성치는 MIL-HDBK-5에서 발췌하

였다.
스토어 구성품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인 측면프레

임의 이론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각 구성품들의 

내구성을 분석하였다. 측면프레임에 작용하는 음향

소음 레벨을 결정하기 위하여 측면프레임의 공진 주

파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측면

프레임은 4변이 완전 고정된 균일한 직사각형 평판

으로 가정한다. 공진주파수(이하 ‘fn’)은 균일평판의 

고유진동수 Eq.1 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a: Width of square side panel (in)
b: Height of square side panel (in)
h: thickness of panel (in)
D: Plate stiffiness factor
ρ: Mass per unit area

상기 Eq.1 에서 Plate stiffiness factor "D" 와 단

위 면적당 무게 “ρ” 는 다음과 같다.

 


  (lb-in)                (2)

         




  (lb-s2/in3)                 (3)

측면프레임의 형상 정보를 근거로 공진주파수(fn)
은 다음과 같다.

 

 




 




 



  
 






 

 

(4)

측면프레임의 공진 주파수 105.9Hz 를 one-third 
octave 중심 주파수로 볼 때 음향 소음 레벨은 

137dB가 된다. 측면프레임의 변형과 응력은 음향 

소음 레벨로부터 구할 수 있다. 측면프레임의 변형 

및 응력을 구하기 위하여 Sound Pressure Spectral 
Density (이하 ‘SPSD’) 레벨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lb/in2)2/Hz       (5)

Pref: sound pressure reference = 2.9x10-9 (lb/in2)

위 식으로부터 RMS sound pressure response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RMS




 (lb/in2)                         (6)

Ps : sound pressure spectral density
fn  : resonant frequency (Hz)
Q  : transmissibility at the resonant frequency

상기 Eq.6 에서 Q 는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7)

따라서 RMS sound pressure response(PRMS)는 다

음과 같다.

PRMS





 (lb/in.2)                  (8)

RMS sound pressure response를 사용하여 측면

프레임에 작용하는 응력을 구할 수 있다.  평판에 

작용하는 하중은 선형 평판 굽힘 이론과 

large-deflection 이론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평판의 동적 변형량이 평판 두께의 1/3보다 작은 경

우 선형 평판 굽힘 이론을 사용한다. 평판의 변형이 

평판 두께의 1/3보다 큰 경우 응력 조건의 정확한 

예측을 얻기 위해서 large-deflection 이론을 사용한

다. large-deflection 이론은 membrane 응력으로 접

근하여 bending 하중과 장력만을 고려한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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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측면프레임의 변형량이 

측면프레임 두께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RMS 
acoustic pressure response는 membrane acoustic 
pressure와 bending acoustic pressure의 합으로 구

할 수 있다.  RMS acoustic response pressure는 

Timoshenko의 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형량(Y)
에 대한 3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PRMS  
 



(lb/in2)      (9) 

Y  : RMS displacement
E  : modulus of elasticity of Al7050
α=0.00260  : Numerical Factors for uniformly loaded and 
rectangular plate with clamed edges

 상기 방정식으로부터 해(변형량, Y)를 다음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10)
Y =0.0184 (in)

변형량(Y)은 측면프레임의 1/3인 0.0394“ 미만으

로 음향 응력을 선형으로 볼 수 있다.  선형 이론을 

적용할 때 측면프레임에 작용하는 하중은 bending 
pressure 이다. 그러나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

여 본 보고서에서는 Membrane 하중(qm)을 고려하

여 전체 응력은  bending 응력과 membrane 응력의 

합으로 계산한다. Bending 하중(qb)을 계산하면 다

음과 같다. 

 

 (lb/in2 RMS)                    (11)

위 결과로부터 bending stress는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



  (lb/in2 RMS)       (12)

M : Bending Moment(in.lb/in RMS)
β=0.0833  : Numerical Factors for uniformly loaded and 
rectangular plate with clamed edges

반면에, Membrane 하중(qm)은 다음과 같다.

 
 

 ×  (lb/in2 RMS)       (13)

위 결과로부터 membrane stress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lb/in2 RMS)     (14)

측면프레임 모서리에서 최대 총 응력은 bending 
응력과 membrane 응력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전

형적으로 전자제품의 구멍 및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응력집중계수(K)=2를 측면프레임에 적용하면 측면

프레임에 작용하는 총 응력은 다음과 같다.

     (lb/in2 RMS)           (15)

측면프레임의 기대 피로수명을 예측하기 위하여 

Miner의 누적손상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피로수명

을 계산하기 위하여 3σ 만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 
발생율이 4.33% 로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대부분의 

손상을 차지하고 있어 본 계산에 적용한다.

    ×  (lb/in2 RMS)     (16)

 측면프레임의 피로 수명은 위 3σ 응력을 

AL7050의 피로 선도에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MIL-HABK-5에 따라 측면프레임의 fatigue cycle은 

1.4x106 이다. 따라서 측면프레임이 파손되기까지의 

시간은 랜덤 진동 하에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in

×
 (min.)

음향소음 규격에 따라 탑재장비의 시험 지속 시

간은 30min. 이다. 따라서 측면프레임의 지속 가능

시간은 4934min. 으로 규격을 만족한다.

2.2 시험적 분석
(1) 시험 셋업

스토어가 비행 중 받게 되는 음향소음에 의한 진

동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계측 스토어를 제작하여 

지상 및 비행 시험을 실시하였다. 계측 스토어는 실

45



101 102 103 104
10-12

10-11

10-10

10-9

10-8

10-7

10-6

10-5

Frequency (Hz)

P
S

D
 (p

si
2 /H

z)

Power Spectral Density Curve

제 스토어와 물리적 제원이 동일하며, 내부에 각종 

센서 및 데이터 수집/저장 장치, 전원 장치를 구성

하여 실제 발생되는 음압을 측정하였다. Figure 4, 5 

Figure 4 Measurement store

Figure 5 Measurement store configuration

Figure 6 Analysis procedure

는 계측 스토어의 형상 및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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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PL for ground test

Figure 8 PSD for ground test

(2) 지상 시험

계측 스토어를 F-16 항공기에 장착 한 후, 엔진가

동 시험장에서 항공기의 엔진을 Idle, Mil, Max로 

가동하는 동안 스토어에 가해지는 음압을 측정 하였

다. 센서의 위치는 스토어의 상부, 하부, 내부에 장

착하여 항공기 엔진 가동에 의해 스토어에 가해지는 

음압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음압은 시간이력으로 저

장하여 Figure 6 와 같은 절차에 의해 SPL을 분석

하였다. 1/3 Octave Overall SPL은 141.6dB 수준이

다. 측정 Sample Rate를 10000samples/sec 로 하여 

5000Hz 까지 측정된 사항을 감안하면 시험규격 보

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시험 후, 구조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3) 비행 시험

계측 스토어를 F-16 항공기에 장착 한 후, 비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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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PL for flight test

도에 따라 비행 시험을 실시하였다. 비행 조건은 고

도 40000ft, 속도 M1.2로 기본 순항 속도 보다 조

금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였다. SPL 분석 결과 1/3 
Octave Overall SPL은 129.4dB 수준이다. 

3. 결  론

Steinberg, TIMOSHENKO 및 Miner’s의 이론에 

따라 음향소음에 대한 스토어의 내구성 분석 결과 

지속시간대비 164배의 지속시간 여유를 확인했다.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통해 음향소음의 크기

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비행 시험을 수행하여 스토

어의 구조건전성을 검증하였다. 대기 중 공기 밀도 

등의 영향에 의해 지상 엔진 가동 시험 시 좀 더 

큰 음향소음 가진을 확인 했으며, 측정 Sound 
Pressure Level(이하 ‘SPL’)을 활용한 Power 
Spectral Density(이하 ‘PSD’)산출 기법을 통해 상

용 FEM 코드를 활용해 향후 개발되는 관련 스토어 

부품 내구성 검증에 활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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