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IMST, Vol. 20, No. 1, pp. 1-11, 2017 ISSN 1598-9127
DOI http://dx.doi.org/10.9766/KIMST.2017.20.1.001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0권 제1호(2017년 2월) / 1

1. 서 론

  최근 레이더는 2차원에서 3차원 탐지로, 단일 기능

에서 다기능/다목적으로 개발되는 추세이며, 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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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으로 안테나 빔을 조향하는 1세  MSA 방식

(Mechanically Scanned Array)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빔 

조향방식을 위상배열 기반의 전자식 ESA(Electrically 

Scanned Array)로 체되어 운용상의 이점이 많아졌다. 

전자적 빔 조향 방식의 위상배열 레이더 형태는 능동

위상배열 AESA 방식(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으로 발전되었으며 각 반도체형 송수신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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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design requirements of the large radar were investigated, and development was performed through 

the analysis and design. Large radar should be designed by bearing the 75 knot wind force and 20 kg/m2 ice mass 

as operating conditions in order to meet structural stability, and driving torque and bearing load were calculated 

for securing the driving stability. Thermal dissipation analysis was performed considering TRM and DC-DC 

Converter's limitation temperature by 50 ℃ ambient temperature condition in order to attain thermal stability, and 

PSD and shock analysis were carried out by using MIL-STD-810G vibration and shock specification in order to 

transport and installation of the large radar. As a result, all components of large radar could secure the structural 

stability more than 2.8 factor of safety, and driving stability was also secured with adequate bearing fatigue life. 

Thermal stability was attained by allowable max temperature 88.7 C of the TRM, and structural stability for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large radar was also secured more than 5 factor of safety. After it was 

transported and installed to the radar site, operating capability was finally verified by rotating the large radar.

Key Words : Large Surveillance Radar( 형 레이더), Structural Stability(구조건전성), Thermal Stability(열적안정성), 

Drive Stability(구동안정성), Transport and Installation(이동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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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M(Transmit and Receive Module)에서 인가되는 전계

의 개별적 위상/이득제어를 통해 빔을 조향함으로서 

멀티태스킹 능력을 제공한다[1]. 여러 개의 TRM이 송

신출력을 분담하므로,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전체 시

스템 성능이 저하되지 않으며, 다중 빔과 적응 빔 등

의 디지털 빔 성형 기법을 적용하여 레이더의 전자전 

성능과 탐지/추적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송신 증

폭기와 저 잡음 수신증폭기가 복사소자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송신출력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

다[2]. 형 레이더는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3차원 장거

리 탐지가 가능하며, 저속(5 RPM)으로 회전하여 24시

간 무중단 운영되는 레이더이다.

Fig. 1. Large radar

  형 레이더의 안테나부는 Fig. 1과 같이 주 탐지 성

능을 담당하는 주안테나와 아군/적군을 식별하는 피아

식별안테나, 부엽으로 인한 오탐지를 방지하는 부엽차

단안테나, 구동부의 회전력 전달 및 정비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장치, 회전 동력원인 구동장치 등으로 크

게 구분 된다. 이러한 형 레이더는 Table 1과 같이 

크기가 매우 큰 고중량 구조물이며 다양한 사이트 환

경으로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건

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고출력 TRM

이 장착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고온 환경조건에서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동작되어야 한다[3]. 약 13.1톤을 차지

하는 회전부가 무중단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구동 안

정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 레이

더의 기계구조부 개발 절차를 상기 관점에서 분석하

고 설계하여 제작/조립을 통해 최종 이동/설치까지의 

과정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구

조 및 방열해석을 통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였으며, 

형 레이더 시제의 최종 제작 및 조립 후 사이트로의 

이동 및 설치를 수행하여 실제 운용을 통해 이를 검증

하였다.

Fig. 2. Hardware spec. of large radar

Table 1. Large radar specification

Width(W) Height(H) Depth(D) Weight

8.5 m 11.4 m 3.1 m 14.9 ton

2. 본 론

  Fig. 3의 Flow Chart와 같이 형 레이더 기계구조부

의 상세설계를 위해서는 설계 요구조건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며, 3D 모델링 도구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요구조건이 만족하는지를 검증하

였다. 설계 요구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PDR(Preliminary Design 

Review) 및 CDR(Critical Design Review)을 거쳐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형 레이더의 기계구조부 제작

을 위해 용접과 가공 품질을 고려하여 제작 공정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체계조립을 위해 상호 구조물

의 인터페이스를 검토 및 수정하였다. 또한 제작된 

형 레이더를 사이트에 이동 및 설치하기 위해 이동치

구 및 인양치구를 사용하여 이동시 발생하는 진동충격 

하중을 최소화 하였다. 최종적으로 형 레이더의 운

용시험을 통해 기계구조부 개발 검증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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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chart of the development process

2.1 요구사항 및 설계 요구조건 분석

  형 레이더 기계구조부의 상세설계를 위해서 Table 

2와 같이 구조건전성, 구동안정성, 열적안정성, 이동/설

치 등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각 요구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실제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적용하였다.

Table 2. Design requirements of the large radar

Design 
Requirement

Requirement 1 Requirement 2

Structural
Stability

75 knot Wind Force
20 kg/m2 Ice Mass

(Operating Condition)

Cylinder Force by 
Antenna Lift Angle

Driving
Stability

Driving Torque Bearing Load

Thermal
Stability

TRM limitation 
Temp’

DC-DC Converter
limitation Temp’

Transportation/
Installation

MIL-STD-810G
514.6C-1

MIL-STD-810G
516.6 20 g, 11 ms

2.1.1 구조건전성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형 레이더는 운용 시 75 knot의 풍하중과 20 kg/m2

의 빙부하 환경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안테나부가 받는 하중으로 계산하여 적용하고 분석해 

보았다. 풍하중이 안테나부에 수직으로 닿는 면적을 

기준으로 풍압을 계산한 결과는 수식 (1)과 같다.

× 

×× 

     
  

 (1)

  여기서 P는 풍압, Cp는 항력계수, ρ는 밀도, V는 풍

속을 각각 나타낸다. 항력계수는 평판으로 가정하고 1

을 사용하였으며 밀도는 공기밀도 값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된 풍압은 Fig. 4와 같이 ANSYS 

Fluent 상용 CFD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안테나 정면

에서 75 knot(39 m/s) 바람이 불어오는 조건의 해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검증된 결과 값은 5 % 이내로 수

계산 값과 거의 일치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풍하중 값

은 각 장치별로 적용하여 구조건전성을 분석하는데 사

용되었으며 장치별 계산 값은 수식 (2)와 같다.

 ×  ×  

 ×  ×  

 ×  ×  

 (2)

  여기서 FANT와 AANT는 주안테나에 작용하는 힘과 

주안테나의 개구면 면적을 나타내며 FSLB와 ASLB는 부

엽차단 안테나에 작용하는 힘과 부엽차단안테나 개구

면 면적을 나타낸다. 또한 FIFF 와 AIFF는 피아식별안

테나에 작용하는 힘과 피아식별안테나의 개구면 면적

을 각각 나타낸다.

Fig. 4. CFD analysis(wind force calculation)

  빙부하 조건도 안테나부의 상단에 쌓이는 눈의 면적

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자중의 무게에 더하는 방식으로 

구조건전성 분석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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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레이더를 조립하거나 설치할 때 Fig. 5와 같이 

안테나를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운용각도인 80°까지 

세워야 하며, 유압실린더에 작용되는 힘은 Table 3과 

같다. 최초 0°에서의 추력이 가장 큰데 이는 유압실린

더가 20.6°로 거의 눕혀 있는 상태에서 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Table 3. Hydraulic cylinder force

Antenna Angle Right Cylinder F Left Cylinder F

0° 240,030N 205,359N

20° 173,345N 138,674N

40° 143,093N 108,422N

80° 54,590N 19,919N

Fig. 5. Antenna lift by hydraulic cylinder

2.1.2 구동안정성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형 레이더의 안정적인 회전 및 구동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약 13.1톤이 되는 회전부의 무게와 풍

하중으로 인한 모멘트 등을 고려하여 구동 토크를 계

산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모터/감속기 및 베어링 등을 

선정해야 한다. 베어링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 

축력(Axial Force), 반경 방향 힘(Radial Force), 모멘트

(Moment Force) 등을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계산된 힘

을 기준으로 베어링의 제원 이 결정되고 수명이 예측

될 수 있다. 또한, 풍압과 빙부하를 고려하여 안테나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토크를 계산하였고, 이 필요토크 

값을 기준으로 모터 및 감속기를 선정하였다.

2.1.3 열적안정성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형 레이더는 능동방식의 3차원 장거리 탐색을 위

해 고출력 TRM(반도체송수신조립체)를 사용하며 주요 

발열원인 전력증폭모듈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TRM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전원공급기 또한 많

은 열이 발생한다. TRM의 전력증폭모듈 부품한계 온

도는 95 ℃이며 전원공급기 DC-DC Converter의 부품한

계 온도는 100℃이므로 90 ℃가 넘지 않도록 최적 방

열설계가 필요하다[3]. 각 전자모듈의 주요 발열원에서 

발생한 열은 방열판을 통해 전도 되어 덕트 조립체 쪽

으로 빠져나가 송풍팬을 이용해서 외부로 빼내게 되는 

공랭식을 사용하였으며, 형레이더의 체계 환경규격

인 운용온도 조건(-30 ℃ ~ 50 ℃)을 만족시키기 위해 

외기온도 50 ℃의 조건에서 형레이더 내부의 온도가 

90 ℃가 넘지 않아야 된다는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방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2.1.4 이동/설치를 위한 요구사항 분석

  형 레이더는 최종 제작 및 조립된 이후 각 레이더 

사이트에 설치되기 위해 Fig. 6과 같이 레이더를 눕혀

서 안테나 날개를 접고 이동한다[4]. 이동 시 다양한 환

경에서 진동 및 충격하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는

데 안테나의 다양한 센서 및 배열소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동 및 수송 시 동특성이 분석되어 구

조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안테나의 PSD 해석 및 

충격해석은 ANSYS Workbench Mechanical 해석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Modal 해석 후 Fig. 7, Fig. 8과 같이 

MIL-STD-810G 그래프의 PSD값을 적용해서 진행 및 

분석되었으며, 구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Sigma 

등가응력까지 확인하였고, 각 부품 별로 6가지 방향의 

충격하중을 부과하여 각 재질의 항복강도 비 안전여

유를 산출하였다[5].

Fig. 6. Transportation of the large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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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il-std-810g 514.6c-1 spec.

Fig. 8. Mil-std-810g 516.6 20 g, 11 ms spec.

  형 레이더는 레이더 사이트의 통합건물 옥상에 

인양 및 설치되어 운용되게 된다. 이를 위해 인양 및 

설치를 위한 크레인과 레이더를 실은 25톤 차량(카고

트럭) 등이 통합건물 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

야 하며,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크레인은 용량 및 분 의 각도에 따라 인양을 

할 수 있는 허용중량이 다르고 사이트의 환경에 따라 

최  올라올 수 있는 크레인 용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통합건물의 제원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00톤 하이드로크레인을 기준으로 19m 

높이의 건물에 장비를 인양 할 수 있는 최  허용하

중은 28.6톤이며, 형 레이더 안테나부 인양 하중이 

약 20톤이므로 약 8.6톤의 마진을 보유하고 있어 안전

하다고 판단하였다.

2.2 대형 레이더 기계구조부 상세 설계

  형 레이더 기계구조부의 상세설계를 위해서 분석

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구조건전성, 구동안정성 및 

열적안정성을 고려한 상세설계를 진행하였다.

2.2.1 구조건전성 설계

  형 레이더는 운용 시 75 knot의 풍하중과 20 kg/m2

의 빙부하 환경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

에 따라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형 레이더

의 기계구조부는 크게 주안테나와 부안테나(피아식별

안테나/부엽차단안테나), 플랫폼장치, 구동장치로 나눌 

수 있으며 운용환경에서의 구조건전성 확인을 위해 

각 장치별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ANSYS 

Workbench Mechanical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진행되었으며, 3D모델링 도구를 이용하여 모델

을 적절히 단순화 하고 장치별로 약 20 mm 이내의 격

자를 생성하여 해석모델의 유효성을 확인 후 구속조

건 및 해석조건을 부과하여 진행하였다. 재질의 강도

평가는 최 주응력이론에 따라 해석결과의 Equivalent 

(Von-mises) Stress, 즉 등가응력을 가지고 판단하였다. 

각 재질의 항복강도(Yield Strength) 비 얼마의 안전

여유(Margin of Safety)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였으

며 안전여유가 0보다 크면 구조체가 안전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예를 들어 Al6061-T6의 항복강도가 276 MPa

인데 해석결과 23 MPa의 등가응력이 나오면 아래와 

같이 안전여유가 계산될 수 있다.

  ×
 



×


  

 (3)

  여기서 통상 연성 재료의 안전율(Factor of Safety)을 

1.25로 사용하였으며 안전여유가 8.6으로서 안전하다

고 판단을 한 것이다. 각 장치별 주요 정적 구조해석

결과는 Table 4, Fig. 9~11과 같다.

Table 4. Structural static analysis results

Equip’
Drive

System
Platform 

Main
Antenna

IFF 
Antenna

SLB
Antenna

Material
Al6061

-T6
Al6061

-T6
SS400

(Up’ hinge)
S-35C

(Bearing)
Al-6061

-T6

Yield
Strength

276 MPa 276 MPa 205 MPa 304 MPa 276 MPa

Equivalent
Stress

23 MPa 88 MPa 54.7 MPa 108 MPa 39.7 MPa

Margin
of Safety

8.6 1.5 2.0 1.25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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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rive system analysis model and results

  구조해석 결과, 풍하중의 영향으로 인해 체적으로 

바람의 반 쪽 부분에 등가응력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

였다. 경량화 고강성 구조설계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

에 장치별로 구조해석을 반복하여 등가응력이 집중되

는 부분에는 리브 및 추가 보강을 수행하여 힘을 분산

시켰으며 여유가 있는 부분에는 경량화 설계를 하였

다. 또한 배열소자의 정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윙 

힌지 부는 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 Aluminum 

6061을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SS400 스틸재질로 변경하

였다. 부안테나 및 구동장치, 플랫폼 장치도 충분한 안

전여유(Margin of Safety)을 확보하여 구조 건전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10. Platform analysis model and results

Fig. 11. Main antenna analysis model an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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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레이더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치 시 안테

나가 눕혀진 상태에서 80°까지 복동식 유압실린더 2개

를 플랫폼장치에 설치해서 안테나를 세우게 된다. 초

기 눕혀진 상태에서는 실린더가 지면에서 20.6°의 각

도로 거의 눕혀진 상태에서 안테나를 밀어서 세우기 

때문에 초기 추력이 상당히 크다. 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안테나 세움각도 0°, 20°, 40°, 80°의 안테나하우

징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었

으며, 예상한 로 0°에서 가장 큰 등가응력이 발생하

였다. 그리고 안테나각도가 점점 커질수록 유압실린더

의 추력(필요 힘)이 작아지므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등가응력 값도 작아졌다. 안테나가 완전히 눕혀져있는 

0°에서의 구조건전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유압실린

더가 연결된 유압힌지 부위의 플레이트 및 홀더 부분

을 보강하고 용접 구조 뿐 아니라 추가 볼트체결구조

로 보완하였다. 그 결과 모든 각도 구간에서 구조건전

성을 확보 할 수 있었다.

Fig. 12. Antenna lift & down analysis results(0°)

Table 5. Antenna lift & down analysis results

Antenna Force 0° 20° 40° 80°

Right Cylinder F 240,030N 173,345N 143,093N 54,590N

Left Cylinder F 205,359N 138,674N 108,422N 19,919N

Yield Strength 276 MPa 276 MPa 276 MPa 276 MPa

Equivalent Stress 195 MPa 141 MPa 112 MPa 99 MPa

Margin of Safety 0.13 0.57 1 1.23

2.2.2 구동안정성 설계

  형레이더의 베어링에 가해지는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 축력과 반경방향 힘과 모멘트를 아래 식 (4)과 

같이 계산하였다.

   ×   ×  

  ××  

 

 (4)

  여기서 FA는 베어링 축력을, MANT는 회전부 무게를, 

FR은 베어링 반경방향 힘을, FW는 바람 힘을, R은 베

어링 반경을, w는 각속도를, FG는 기어 전달력을, M은 

베어링 모멘트를, MA는 회전체의 자중과 편심에 의한 

베어링 축력방향 모멘트를, MR은 원심력과 편심에 의

한 반경방향 모멘트를, MW는 풍압에 의한 모멘트를 

각각 나타낸다. 이를 기준으로 베어링이 선정되었으며, 

고하중 저속에 적합하고 높은 강성 및 동적하중에 

한 내구력이 우수한 Slewing Bearing, Cross Roller 타입

의 베어링을 사용하였다. 외륜 직경이 약 ∅1,500 mm 

높이가 약 85 mm가 되며, Fig. 13과 같이 외륜이 기어

일체형타입으로 모터 조립체와 피니언으로 연결되어 

회전한다. 내륜은 구동장치 상부면에 조립되며, 외륜이 

플랫폼장치와 조립되어 회전하게 된다. 형레이더는 

20년 이상 무중단 운영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베

어링 내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내구성은 피로에 의

한 베어링의 수명과 직결되며 보통 기본 전격 수명인 

L10(각각의 베어링을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하였을 때의 

신뢰도 90 %의 수명)을 베어링 수명의 지표로 사용한

다. 사용되는 베어링의 L10 Fatigue Life는 (5)번 수식과 

같이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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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C는 Bearing Dynamic Capacity를, P는 베어

링에 적용된 힘을 나타낸다. 레이돔 내부 운용 기준으

로 무중단 회전 시 베어링에 적용되는 회전체의 축력 

128.5 kN, 반경방향 힘 1.4 kN, 모멘트 힘 40.7 kNm 

일 때 40.29년으로 계산되었으며 운용에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Fig. 13. Slewing bearing for large radar rotation

  모터/감속기 선정을 위해 회전하는 안테나 기준으로 

토크를 아래 식 (6)과 같이 계산하였다.

 max
 

   



cossin





cos
 max

s 




 




 





 





 (6)

  여기서 Tacc는 가속토크, T(θ)는 최  바람토크, Tini

는 기동토크, Twrms는 정격토크를 나타낸다. 이 수식으

로 계산된 구동토크를 기준으로 충분한 안전율(구동

여유)을 적용하여 모터/감속기 조립체를 선정하였으며 

Fig. 14와 같이 모터, 감속기, 피니언, 어댑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효율 3상 전원을 사용하고, 소모전

류는 약 5.5 A이며 정격출력은 5,500 W 정도이며 구

동장치 양 끝 쪽에 각각 하나씩 2개를 사용하여 이중

화 설계를 하였다.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해 한쪽 

모터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한쪽 모터로 동력을 전

환하여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인버터를 적용하여 부하 하중의 변동이 있더라

도 일정한 회전수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피니언을 

사용하여 구동토크를 베어링에 전달하고, 안테나부로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4. Motor assembly

2.2.3 열적안정성 설계

  주안테나 내부의 TRM 부품인 전력증폭모듈의 한계

온도가 95 ℃이기 때문에 90 ℃ 이하의 최적방열설계

를 위해 유량 및 압력강하를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약 

250 CFM의 용량을 가진 ASHLAND(US)의 송풍기를 

선정하였다. 이 송풍기는 380 V로 3350 RPM으로 회전

하며 TRM이 배치된 곳에 Section별로 배치가 되었고, 

송풍기로 외부공기를 들여 와 Fig. 10과 같이 내부공기

를 덕트 내 강제 순환시켜서 냉각시키는 구조이다.[3] 

방열해석은 ANSYS Workbench Icepak 상용 해석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Fig. 11과 같이 외부온도 50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는 형레이더 체계 환경규격의 운용

온도조건이 저온저장 및 동작은 -30 ℃이며 고온 저장 

및 동작은 50 ℃이기 때문이고 이 외기온도범위에서 

장비의 열정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방열해석결과 

선정된 송풍기로 설계 목표인 90 ℃ 이내의 온도를 만

족하였으며 시험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덕트조립

체 하부에 위치한 안테나 전원공급조립체 및 송/수신

조립체에 한 방열해석결과도 Table 6과 같이 설계목

표 온도 이내로 만족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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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rmal dissipation analysis results

Component
Component

Limit Temperature
Analysis
Result

TRM
95 ℃(Power

Amplifier Module)
88.7 ℃

Power Supply
Assembly

100 ℃
(DC-DC Module)

85.3 ℃

Transmitter/Receiver
Assembly

85 ℃(Internal 
Air Temperature)

83 ℃

Fig. 15. Duct structure for cooling system

Fig. 16. Thermal dissipation analysis

2.3 대형 레이더 기계구조부 제작/조립

  상세설계된 형레이더는 도면 작업을 거쳐 형 기

계가공 및 용접, 도장, 조립 등을 통해 제작되게 된다. 

이렇게 구성품 별로 제작된 장치 및 부품들을 체계조

립을 통해 완성되게 되며 각 공정별로 체계적으로 품

질 관리하여 성적서 등을 확보한다.

2.3.1 대형 레이더 구조부 제작

  형 레이더의 주장비인 구동장치, 플랫폼장치, 안테

나하우징/윙 프레임 등은 형 구조물인 동시에 정밀

하게 가공 및 제작되어야 한다. 원재료는 AL6061-T6, 

T6511의 I형 압출재를 가공하여 사용하며, 원재료 가

공 후 지그를 이용하여 압출재 들을 가조립 후 용접

을 수행한 뒤 열처리 및 잔류응력을 제거하여 조립체

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한다. 용접 시에는 알루미늄 특

성상 열로 인한 변형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지그 등

의 특수치구를 이용하여 변형을 최 한 방지해야 한

다. 이러한 변형 때문에 용접이후에 후가공을 통해 주

요 조립치수에 해당되는 면의 공차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체계조립을 위한 주요 조립부의 탭이나 홀은 최

종 정삭가공을 통해 제일 마지막에 가공하며 치수검

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한다. 그 뒤로 도금 및 도장

을 수행하고, 주요 조립 면 및 접지 부는 반드시 마스

킹 처리해야 한다.

Fig. 17. Manufacture process of mechanical parts

2.3.2 대형 레이더 구조부 및 기계부품 조립

  구조부 제작이 끝나면 각 장치별 조립 및 체계조립

이 수행되어야 한다. Fig. 18과 같이 형레이더를 구

조적으로 고정하고 수평레벨을 조절 할 수 있는 고정

치구를 조립한 뒤, 구동장치, 플랫폼장치, 안테나하우

징 등을 각각 장치별로 조립한다. M12이상의 고하중 

체결류를 사용하여 조립 할 경우 조립 시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각 체결류에 적당한 토크를 적용하여 조립하

고 토크 적용 시 올바른 체결 순서(STA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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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필요시 록타이트를 적용하여 

체결류가 풀리지 않게 한다.

  각 장치 및 기계부품류의 조립이 끝난 후 모든 장치

를 통합하는 체계조립을 수행한 후 구동시험 및 각종 

시험 등을 통해 운용성을 검증하여 최종 체계조립을 

완료한다.

Fig. 18. Integrated assembly of mechanical parts

2.4 대형 레이더 기계구조부 이동/설치

  형레이더는 인양 후 이동치구에 안착되고 25톤 카

고트럭에 탑재되어 이동을 한다. 이동 중에는 다양한 

진동/충격 등의 이동환경에 노출 될 수 있으며 주안테

나의 배열소자 및 각종 센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동치구에 댐퍼를 사용하였지만, 완전히 감쇄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이동시 주안테나의 Random Vibration 

Response 해석 및 충격 해석으로 구조건전성을 검증하

였다. 앞서 언급하였던 미 군사규격 MIL-STD-810G에 

의거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19와 같이 모드해

석을 먼저 수행 한 후 PSD 진동해석 결과 3Sigma 등

가응력까지 확인하였고, Fig. 20과 같이 이동치구의 연

결부위의 연결블록에서 최  등가응력이 발생하였지만 

재료의 항복강도(Yield Strength) 비 충분한 안전여유

(Margin of Safety)가 확보되어 구조건전성에 문제가 없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격해석 결과 수직방향의 아

랫방향 충격하중이 들어오는 조건에서 최  등가응력

이 발생하였고, 이때의 Equivalent Stress는 86.5 MPa로

서, 재질의 항복강도(Yield Strength) 비 0.9의 안전여

유(Margin of Safety)를 확보하여 구조건전성을 확보하

였다[4].

Fig. 19. Modal analysis result of the large radar

Fig. 20. Equivalent stress(3sigma) of PS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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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레이더가 사이트에 설치되기 위해서는 Fig. 21과 

같이 25톤 카고 차량위에 이동치구를 흔들리지 않게 

차량과 결박한 후, 형 레이더를 눕혀서 날개를 접고 

이동치구 위에 인양하여 조립해야 한다. 구동장치 바

닥면이 이동치구와 조립되고, 이동치구의 중간부와 끝 

쪽에 안테나하우징을 흔들리지 않게 조립한다. 이동 

시 안테나 윙 및 배열소자가 흔들리면서 손상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윙스토퍼와 스펀지를 설치하여 배열

소자 및 각종 센서를 보호하고, 차량 이동 중 외부 장

애물에 의한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용 덮개를 덮

는다. 형 레이더를 실은 25톤 카고트럭 차량의 최종

높이가 4.2 m를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터널의 

높이가 4.2 m보다 낮은 구간이 있는 도로는 피해서 주

행해야 한다. 이동 중의 차량 속도는 60 km/h를 넘지 

않아야 하며 안전을 위해 차량 앞 또는 뒤에 다른 차

량이 동행해야 한다. Fig. 21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

이트에 형레이더가 설치된 후 레이돔 조립을 하여 

형레이더를 보호한다.

Fig. 21. Transport and installation of large radar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형 레이더의 요구사양을 분석하여 

구조건전성, 구동안정성, 열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요구조건을 상세히 도출 하였으며, 이동/설치를 위

한 제한사항 등을 식별하였다. 도출된 설계요구조건을 

기준으로 상세설계를 진행하였으며, 구조건전성을 확

보하기 위해 운용 시 풍하중과 빙부하가 부과된 조건

으로 장치별로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장치에서 

재질의 항복강도(Yield Strength) 비 안전여유(Margin 

of Safety) 1.25 이상으로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었다. 안

테나 설치를 위한 세움/내림 조건에서도 구조해석 결

과 추가보강을 수행하여 구조건전성을 확보하였다. 

형레이더가 이동시의 진동/충격 해석을 미 군사규격 

MIL-STD-810G에 의거하여 수행하였으며 PSD해석에서 

3Sigma 등가응력까지 확인 한 결과 재질의 항복강도

(Yield Strength) 비 충분한 안전여유(Margin of Safety)

이 확보되었으며 충격해석결과도 안전여유(Margin of 

Safety) 0.9 이상의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었다. 구동안정

성의 확보를 위해 구동토크를 계산하고 그에 적합한 

Slewing Bearing의 베어링을 선정하여 피로수명을 확인

한 결과 무중단 회전 운용 시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

하며, 열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기온도 50 ℃조건에

서 방열해석 수행을 한 결과 설계목표 이내의 온도를 

만족하였다. 상세설계를 거쳐 도면작업 후 각 장치별

로 가공 및 용접, 도장을 거쳐 제작이 완료되면 모든 

장치를 통합하는 체계조립을 수행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열소자 조립에 주의해야 한다. 최종적

으로 사이트로 이동 및 설치가 되어 형레이더의 기

계구조부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회전 및 각종 시험을 

통해 운용성 검증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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