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HF-FM 무전기의 진동 해석 및 시험 결과 분석 

A Study for Vibration Analysis and Experiment Result about VHF-FM Radio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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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회전익기에 장착되는 장비의 환경 시험은 실제 비

행환경에서 발생하는 동적 하중을 측정하여 수명주

기를 고려한 시험 수준과 시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회전익기가 개발 중이거나, 

실측 및 분석에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

하여 MIL-STD-810 을 규격 산출에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익기에 장착되는 VHF-FM 무

전기 세트에 포함된 Isolator 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MIL-STD-810 으로부터 산출된 시험 규격으로 해

석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시험 규격 산출 
진동외란은 MIL-STD-810F(Method 516.5, 

Procedure I, Category 14, Table 514.5C-IV)를 따

라 산출하였다. Random Vibration, Sinusoidal 

Vibration 의 입력값은 표 1 그리고 그림 1 과 같다. 

표 1 랜덤진동 및 정현파 진동입력 
Random Vibration 0W  

1W  

General 0.001 0.010 

RMS G LEVEL 1.79 

Sinusoidal Vibration Center Freq(Hz) Peak Sine(G) 

1/rev 4.5 0.1 

4/rev 18.1 1.8 

8/rev 36.3 2.5 

12/rev 54.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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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회전익기의 진동외란 

2.2 장비 구성 및 FE 모델 
VHF-FM 무전기 세트의 내부 구성에 따라 FE 

모델을 구현하였다. 

(1) 구성 
구성은 송수신부와 Isolator 가 적용된 무전기 세

트 (송수신부+장착대)로 구분하였다. 송수신부 내부 

구성은 그림 3 과 같다. 

 

 < 송수신기 >< 송수신기 >  < 무전기세트 (송수신기&장착대) >< 무전기세트 (송수신기&장착대) >  
그림 2 VHF-FM 무전기 구성 

(2) FE 모델 
해석 모델의 특성에 맞도록 Solid 와 Shell 요소로 

구성하였다. 실제 실험 환경과 동일하도록 장착대의 

4 곳의 체결 부에 Z 방향 가진 입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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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HF-FM 무전기 FE모델 
 

2.3 해석 결과 
송수신부와 무전기 세트에 대한 Normal Mode 및 

Response 해석과 피로파손을 예측하였다. 

(1) Normal Mode 해석 
송수신부 Normal Mode 해석결과는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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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송수신부 Normal Mode 고유진동수 
순번 고유진동수(Hz) 순번 고유진동수(Hz) 

1st 115.6 6th 140.1 

2nd 120.8 7th 141.7 

3rd 126.6 8th 142.9 

4th 126.8 9th 191.6 

5th 132.4 10th 200.2 

 
그림 4 송수신부 Normal Mode 해석 

무전기 세트 Normal Mode 해석결과는 표 3 과 

같다. 무전기 세트는 장착대에 포함된 Isolator 의 영

향으로 100Hz 이하의 고유진동수가 나타났다. 
 

표 3 무전기 세트 Normal Mode 고유진동수 
순번 고유진동수(Hz) 순번 고유진동수(Hz) 

1st 32.3 6th 64.8 

2nd 32.6 7th 116.7 

3rd 38.5 8th 122.0 

4th 56.3 9th 126.8 

5th 58.4 10th 129.2 

 
그림 5 무전기 세트 Normal Mode 해석 

(2) Resonse 해석 
감쇠율은 Isolator Mode 에서 15%, 나머지 Mode

는 3%를 입력하였다. 해석결과 Isolator 미적용시는 

100Hz 이상, 적용시는 100Hz 이하에서 입력 가진을 

넘는 공진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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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송수신부 및 무전기세트 Response 해석 

(3) 피로파손 
AL5052-H38 의 S-N 곡선을 참조하여 해석 결과

가장 열악한 Z 방향(상하)의 최대응력 400Mpa 에

서 약 5.7 시간의 피로수명을 예상하였다. 

  
그림 7 피로파손 예상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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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l 5052 S-N 곡선 

3. 진동 실험 

3.1 실험 결과 

(1) 진동 실험 
송수신부는 치구와 상부, 무전기 세트는 치구, 장

착대, 상부의 가속도값을 X, Y, Z 의 순서로 축당 2

시간 총 6 시간을 계획하였다. 피로 수명 예측 시간

을 넘지만 가장 열악한 조건인 Z 방향을 기준으로 

예측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9 송수신부 및 무전기 세트 진동 실험 

(2) 가속도 응답 
무전기 세트 시험 결과 파손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측정 결과 36.3Hz 대역에서 공진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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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송수신부 및 무전기 세트 가속도 응답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VHF-FM 무전기의 FE 모델을 구축
하고 피로파손을 예측하였다. 실험결과 파손이 일어
나지 않았으며 해석을 통한 피로파손 예측이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추후 유사 장비의 피로파손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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