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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P 방호용 필터 국산화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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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북한의 핵개발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Electromagnetic
pulse(EMP)탄 공격에 대한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EMP 방호
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MP 위협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위협은 고도 40
km 이상의 고고도에서 핵폭발이 발생할 때, 생성되는 다량
의 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compton effect에 의한 고고도 전
자기 펄스(HEMP)이다. 이 HEMP는 순간적으로 수십 ns에서
수백 ms 동안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발생하여 금속성 물질
에 빠른 속도로 유기되어 전기전자 장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HEMP의 위협 요인은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폭팔, 파괴 등이 아닌 고출력 전자기 펄스가 전자기기,
첨단 IT 기기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서 전자기기는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직접화, 소형화가
이루어져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첨단 IT 기기에 의해 정보
를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HEMP
공격에 아무런 대책 없이 노출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HEMP 공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중
요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주요 시설에도 HEMP를 차단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HEMP 환경에서 발생한 고출력 전자기 펄스가 방호시설
내부로 침투하는 경로는 [그림 1]과 같이 전도성과 복사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도성 침투는 고출력 전자기 펄
스가 전송선로 및 통신선로에 유기되어 선로상에 과전류를
흐르게 하고, 선로에 연결된 전기전자 장비의 성능 저하 또
는 기능마비를 일으키는 침투이다. 복사성 침투는 고출력
전자파 에너지가 공기를 통해 방사되어 위협반경 내의 전자
시스템의 성능 저하 또는 기능마비를 일으키는 침투이다.
이 두 가지 침투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방호기술
을 마련해야 한다.
전도성 침투를 방호하기 위한 기술은 방호시설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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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출력 전자기 펄스 침투 경로

내부로 인입되는 각종 전원 및 신호/통신 라인에 전도성
HEMP 방호용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필터는 고출력
전자기 펄스가 각종 전원 및 신호/통신 라인에 유기되어 발
생하는 과전류를 차단한다. 또한 평상시에는 시설 외부로
부터 전자파 간섭을 방지하여 장비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EMC 필터로서의 역할과 시설 내부의 전자기적 정보의 유
출을 방지하는 TEMPEST 기능을 가진다. 복사성 침투를 방
호하기 위한 기술은 고출력 전자기 펄스의 방사를 차단하는
차폐(shielding)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 문헌에서는 전
원 및 신호/통신 라인에 유기되어 발생하는 과전류를 차단
해주는 전도성 HEMP 방호용 필터 기술 및 국산화 동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HEMP 방호용 필터 기술
2-1 HEMP 방호용 필터 개념 및 역할

방호용 필터는 [그림 2]와 같이 인덕터(inductor)
와 커패시터(capacitor)로 구성된 EMC 필터와 Gas Discharge
HEMP

Tube(GDT), Metal Oxide Varistor(MOV), Transient Voltage
Suppressor(TVS)

등 과도전압방지소자를 적절히 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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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EMP

전원용 필터 회로도 예

구성한다. [그림 3]은 과도전압방지소자 중 대표적 소자인
MOV와 GDT를 보여주고 있다. 필터의 구성품 중 과도전압
방지소자는 외부에서 인입되는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1차
적으로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인덕터와 커패시터로 구
성된 EMC 필터는 2차적으로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차단해
주며, 고출력 전자기 펄스가 발생되지 않을 때는 외부로부
터 유입되는 전도성 또는 방사성 전자파를 차단하여 방호시
설 내부에 설치된 장비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기능과 방호시
설 내부 장비의 사용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경
우도 있다(TEMPEST).
2-2 HEMP 방호용 필터 설계 기술

방호용 필터의 핵심기술은 첫 번째, 과도전압방지
소자와 EMC 필터 회로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외부에서 발생
HEMP

좌 및 Gas Discharge Tube(우)

[그림 3] Metal Oxide Varistor( )

하는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차단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는,
EMC 필터 회로의 적절한 조합 및 구성을 통하여 전원 및
신호의 왜곡 없이 과전압, 전압강하, 누설전류(커패시터를
통하여 접지로 흐르는 전류) 및 삽입손실(insertion loss) 등
필터가 가져야할 기본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필터의 주요 부품인 인덕터와 커패시터 등의
기생성분을 최소화 시키거나 control을 하여 회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설치했을 때 그 환경
에 견딜 수 있는 내 환경성과 내구성을 가질 수 있게 제작하
는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HEMP 방호용 필터의 PCI
성능, 기본 성능, 내환경성, 내구성 등의 시험은 여러 가지
규격을 따라서 검증한다. <표 1>은 HEMP 방호용 필터의 일
반적인 성능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을 나타낸다.
2-3 HEMP 방호용 필터 종류

방호용 필터는 사용 환경과 사용 용도에 따라 구
분할 수 있다. 사용 환경 별로 구분하여 보면 고정형 HEMP
방호용 필터와 이동형 HEMP 방호용 필터로 나누어질 수
HEMP

방호장치 일반적인 성능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방법
기준값
- 10 kHz: 20 dB 이상
삽입손실 - MIL-STD-220C의 방법 - 10 MHz～1 GHz:
(Insertion
에 의거
80 dB 이상
loss)
- 14 k～18 GHz: 100 dB
- MIL-STD-188-125
PCI 성능
short pulse 인가
- 잔류전류 10 A 이하
(Pulse
(최대 2.5 KA, 20/500 ns)
current
- Inter mediate pulse
- 손상이나 기능 저하
injection)
인가(250 A, 1.5 us/3 ms) 가 없을 것
정격전압 인가조건
전압강하 -- 최대부하의
50 %인 저 - 정격전압 2～3 % 이
(Voltage
항성
부하
연결
후, 입/ 내
drop)
출력 전압의 차이 측정
누설전류 - 정격전압 인가 후, 라인
(Leakage
과 접지 사이에 흐르는 - 제조사 사양
current)
전류 측정
과부하시험 - 정격의 140 % 부하를
(Overload
15분간 인가 후, 성능 - 이상 없을 것
test)
시험 실시

<표 1> H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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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표 2>는 고정형 및 이동형 HEMP 방호용 필터의
특성을 나타낸다.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전원선
용, 신호/제어선용, 전화선용, Data line용, RF 신호용으로 나
누어지며, <표 3>은 사용 용도별 필터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4]는 전원선 HEMP 방호용 필터의 예를 보여준다.
방호용 필터의 사용 환경별 특성
사용 환경
특성
- 30 A～1,250 A 정도의 대
용량 전원 사용
- 통제 지휘소 등 고 - 안정된 환경조건에서 사용
정 시설에 적용 - 접지 상태 양호
- 삽입손실이 큰 필터의 경우,
누설전류가 큼
- 비교적 저용량, 소형
- 이동형 쉘터, 함정 -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사용
등 이동형 장치에 - 접지상태 불안정함
적용
- 누설전류 저감 설계 필요
- 레이더 장비 등 무 - 장치에 장착한 상태에서
기 체계에 적용 MIL-STD-461 EMI/EMC
규격을 만족해야 함

<표 2> HEMP

구분
고정형
HEMP
방호용
필터
이동형
HEMP
방호용
필터

용도별 HEMP 방호용 필터 특성
구분
용도
특성
- 전류용량: 10 A～1,250 A
: AC 220 V 1Φ 60
전원 - Main power에 적용 - 전압
Hz～400 Hz
선용
AC 380 V 3Φ 60 Hz～400

<표 3>

Hz

등 신호
: 1～10 A
를 제어하는 회로 -- 전류
전압
: DC 5 V～100 V
에 적용
- 전화선 등 음성신호
- AC 100～200 V
에 적용
- 전압: DC 5～10 V
Data - RS 232, LAN 등 통 - 통신회로 특성에 따라 10
line용
신회로에 적용
kHz～100 MHz 대역의 차
단 주파수
RF
- 안테나에서 수신되 - 사용되는 signal 대역의
신호용 는 RF 신호에 적용 band-pass 필터 회로 적용

신호/제
어선용
전화
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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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alarm

[그림 4]

전원선용 HEMP 방호용 필터 사진

Ⅲ. HEMP 방호용 필터 국내외 동향
3-1 HEMP 방호용 필터 국외 동향

국외에서는 오래전부터 HEMP 방호용 필터를 개발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HEMP 방호용 필터 회사로는
M社(영국), E社(미국), E社(프랑스), M社(스위스), F社(미국)
등이 있다. M社는 90년전 설립된 회사로써 EMC/EMP 필터
제조 전문회사이다. E社(미국)은 20년전 EMC 장비제작 업
체 및 부품업체 등 EMC 관련 업체를 합병하여 회사 설립 후,
EMC 관련 측정 시설, 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양한
종류의 Facility 필터와 HEMP 방호용 필터를 생산하고 있다.
E社(프랑스)는 50년전 이전에 설립되어 EMI/EMC 필터를 생
산하는 회사로서, 커패시터 및 Magnetic Core 등 수동소자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와 같은 Group에 속해 있다.
해외 제조社 중 주요 회사인 M社, E社(미국), E社(프랑스)
는 여러 종류의 HEMP 방호용 필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세 개의 회사 모두 대용량 전원용 1,000 A급 이상의 필터 제
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방호시설에 납품 하고 있
다. [그림 5]는 해외 제조社의 대용량 전원용 HEMP 방호용
필터를 보여준다.
3-2 HEMP 방호용 필터 국내 동향

국내의 HEMP에 관한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00
년 초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북한의 핵실험 증가로 인
하여 국가 차원의 HEMP 연구 및 HEMP 방호시설 사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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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외 제조社의 대용량 전원용 HEMP 방호용 필터 예

진 중에 있다. 2012년에는 핵심기술사업으로 국방과학연
구소에서 전원용, 신호/제어용 고정형 시설 HEMP 방호장
치 개발 사업이 21개월 동안 연구하여 성공하였다. 이처럼
2012 년도부터 국내에서도 HEMP 방호용 필터 개발이 본격
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본 저자가 소속된 회사 또한
HEMP 방호용 필터의 구조와 기능이 유사한 EMI/EMC 시험
실용 200 A급 대용량 필터를 2006년부터 생산하여 납품한
실적과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방산 장비용 필터를
수백여 종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2년 국방과학연구
소에서 주관한 HEMP 방호용 필터 국산화 과제에 참여하여
전원용 200 A급, 신호/제어용, 전화용, Data line용 HEMP 방
호용 필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완료함으로
써 HEMP 방호용 필터의 판권 확보 및 본격 생산을 시작하
였다. 현재 당사 이외에도 국내 몇 개 업체에서 HEMP 방호
용 필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외 도입품과 품질과 가격에
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
품 실적 미흡에 따른 검증 미비로 국내 HEMP 방호 시설에
국산 필터가 외면을 받으면서 국내 HEMP 방호용 필터 개
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HEMP 방호용 필터의 주요 부품인
Feed through Capacitor와 과도전압방지 소자인 대용량 MOV
의 자체개발에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부품까지 100
% 자체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설계 자유도와 품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HEMP 방호용
필터에 대한 신제품인증(NEP, [그림 6])을 기술표준원으로
부터 취득하고 조달청에 우수 조달 물품으로 등록하여 품질

방호용 필터에 대한 부품․소재 신뢰서 인증
서(좌) 및 NEP 인증서(우)

[그림 6] HEMP

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HEMP 방호용 필터는 전원선
400 A급 개발을 완료하여 2015년 국내 모 시설에 설치하였
고, 해외 도입품과 경쟁을 위해 전원선 1,250 A급 HEMP 방
호용 필터를 2017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 시험 중에 있다. 또
한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이동형 HEMP 방호용 랙
에 장착할 수 있는 HEMP 방호용 필터도 개발하였다. 이동
형 HEMP 방호용 랙의 경우, 접지가 불완전한 환경에서 사
용될 가능성이 많아 누설전류가 높은 고정형 HEMP 방호용
필터를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약 15 mA 이하의 누설전류를 가지면서 PCI 성
능과 삽입손실 등 기본적인 성능을 만족하는 이동형 HEMP
방호용 랙용 필터의 개발도 완료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저용량 및 대용량 전원선용, 신호/제어선용, 전화선용, Data
line용, 특수 장비용 등 해외 도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필터의 개발,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내 HEMP 방호용 필터 기술 개발은 기술적 측
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기
술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는 첫 번째로 국내 HEMP 방호용
필터의 주요 자재 국내 자체 개발을 통해 HEMP 방호용 필
터의 자체 설계 다양성 확보 및 기술 축적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HEMP 방호용 시설에 해외 HEMP 방호용 필터를 적
용할 경우, 국가 주요 HEMP 방호시설의 규모, 정보 및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자료가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필
터를 국산품으로 적용 시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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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HEMP 방호뿐만 아니라,
EMP 탄 공격에 대응하는 필터의 적절한 방호 수준을 자체
기술로 제공할 수 있다.
경제․산업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는 첫 번째로, HEMP
방호용 필터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 두 번
째로, 도입 HEMP 방호용 필터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
다. 세 번째로, 국내 HEMP 방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기간
을 단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자재 국산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 및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해외시
장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맺음말
국내 HEMP 방호용 필터 개발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되
어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원선 및 신호용 필터가 개발
되어, 일부 시설에는 국산품이 적용되어 있다. 국내 HEMP
방호용 필터가 개발됨에 따라 해외 도입품을 사용하는 것
에 비해 방호시설 구축 시 설계 유연성 확보 및 설치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HEMP 방호시설의
방호수준과 규모가 해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국내 HEMP 방호용 필터 개발 기술은 역사가 짧고,
관련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환경하에서도 50년 이상
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해외 제조사의 개발 기술을 극복하
기 위하여 꾸준한 기술개발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켜 제품
력은 동등 이상 수준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며, 가격 경쟁력
은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단지, HEMP 방호용 필터의 국산화 개발 및 생산기술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구축되고 있는 국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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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HEMP 방호시설에서는 적용 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내 제조사 HEMP 방호용 필터를 배제하고, 해외 제조사
HEMP 방호용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HEMP 방호용 필터 기술은 사장
될 것이며, 국내 HEMP 방호용 필터 제조사 또한 추가 기술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지금까지 구축했던 기술과 제반 인프
라가 사라지게 되어, 다시 해외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국내 HEMP 방호용 필터 개발 수준
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도입해왔던 1,250 A급 대용량 전원선
필터는 2017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가능하고, 이외의 모든
사양의 전원선 필터를 포함한 신호용, DATA용 등 모든 종
류의 필터를 요구하는 규격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제반 능
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신규로 건설하는 HEMP 방호시설
에는 국산 HEMP 방호용 필터 적용을 유도하여 국내 수요
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해
외 제조사의 필터 개발 기술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도 경
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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