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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ical power supply is needed to operate the radar system in the field. In addition, it should not cause 
performance deterioration under the environmental factors due to characteristics of military equipment, and should 
not cause malfunction due to electromagnetic waves generated in radar, and then should not cause malfunction in 
radar equipment. Therefore, By applying a permanent magnet to the rotor of the generator, light weighting and high 
efficiency of generator were achieved. As a result, electrical performance test of the generator, the rated output 
power was 80.8 kW, the maximum output power was 88.1 kW, and the output power efficiency was 98.1 % 
under the full load condition. When the load capacity of the generator was changed from no load to full load, the 
maximum voltage variation was 3.6 % and the frequency variation was 0.3 %. As a result of the transient response 
test for measuring the output power of the generator according to the load characteristics change, the maximum 
voltage variation of 7.9 %, frequency variation of 0.5 % were confirmed, and the transient response time was 2.1 
seconds. Environmental test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MIL-STD-810G and MIL-STD-461F to evaluate 
the operability of the generator groups. Normal operation of radar system generator group was confirmed under 
high temperature and low temperature environment conditions. Electromagnetic tests were conducted to check if 
electromagnetic wave generated from both radar system and generator group in operation caused any performance 
deterioration to each other.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deterioration due to electromagnetic 
wave inflow, radiation, and conduction did not occur. It is expected that it should be possible to provide high 
efficiency power supply and stable power supply by applying to various military system as well as radar system.

Key Words : Military Generator(군용 발전기), Permanent Magnet Generator(영구자석 발전기), High-efficiency Generator
(고효율 발전기), Environmental Test(환경시험),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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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AVR : Automatic Voltage Regulator(자동전압조정기)

 : 상간전압 [V]

EMC :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전자파 적합성)

 : 주파수 [Hz]

 : 전류 [A]

IPM : Interior Permanent Magnet(영구자석 매입형)

 : 분포계수

 : 단절계수

 : 권선계수

 : 자속분포계수

 : 회전수 [rpm]

 : 1상의 직렬도선수

 : 용량 [kVA]

  : 입력용량 [kW]

 : 출력용량 [kW]

PMG : Permanent Magnet Generator(영구자석형 발전기)

 : 매극 매상의 슬롯 수

 : 매극의 용량 [kVA]

 : 토크 [kgf ․ m]

 : 전압 []

 : 극 간격 간 코일 피치

 : 장하분배정수

 : 전압 변동률 [%]

 : 주파수 변동률 [%]

 : 효율 [%]

 : 자기장하 [Wb]

 : 기준 자기장하 [Wb]

 : 단위 표면적당 열전도도

하 첨 자

 : 무부하 조건

 : 전부하 조건

 : 정격 조건

· : Overshoot

 : 안정 조건

1. 서 론

  평상시의 레이더 체계는 상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통해 전력이 요구되는 각종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

다. 하지만 전시상황에서 야전 임무를 수행할 경우 상

전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우며 레이더 구

동을 위한 전력뿐만 아니라 기타 부하에서 요구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 그룹이 요

구된다. 특히 레이더 체계 특성 상 상시 전원 공급이 

요구되며, 이를 통한 각종 장비의 안정적인 구동이 매

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체계용 발전기 그룹은 민수용 발전기보다 성능, 내

구신뢰성 등 다양한 성능지표의 만족이 요구되며, 특

히 전기적 성능 및 효율의 신뢰성이 밑받침되어야 한

다. 특히 체계용 장비는 가혹한 운용조건에서 안정적

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적 조건에 따른 성능 

저하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의 구동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2].

  최근 별도의 여자시스템이 요구되지 않으며 계자 형

성을 위한 출력 손실이 없어 회전자에 영구자석을 적

용하는 소형발전기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전자파 차폐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량화 설계를 적

용한 80 kW급 용량의 영구자석을 적용한 발전기는 아

직 국내에 상용화 되지 않았다. 따라서 영구자석형 발

전기의 구조적 단순함과 우수한 과도응답성을 바탕으

로 성능, 유지보수 측면의 장점을 바탕으로 군용 발전

기에 적합하며[3-5], 특히 코일 권선형 발전기의 경우 여

자시스템을 통하여 회전자를 자화시켜야 하지만 개발

된 발전기 그룹은 자화가 이루어진 영구자석을 적용

하였기 때문에 자동전압조정기(AVR, Automatic Voltage 

Regulator)가 불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고조파로 인한 

문제가 감소하며 내수/내염성이 높아 외부요인으로 인

한 발전기 손상확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장점은 

체계 운용 시 우수한 내구신뢰성과 성능,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이 가능하게 

된다[6,7].

  군용 발전기의 특성상 주변 환경에 따라 받는 영향

이 클 경우 발전기 그룹의 구동이 불가능하거나 출력

케이블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효율저하가 발생하게 된

다[8,9]. 이는 체계 운용 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

능하여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훈련 시에도 군사적 손

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된 발전기는 기초적

으로 요구되는 전기적 성능시험과 더불어 환경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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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레이더 체계의 경우 체계 내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

자파로 인하여 기기간의 전자파 교류로 인한 성능 저

하, 오작동 발생확률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레이더 

체계는 전파를 탐지하는 역할로써 주변 환경에 민감

하게 성능이 좌우된다. 하지만 체계 내 장비는 모두 

전력을 발생 또는 소비하여 해당 전력은 전자파를 방

사 또는 전도시키기 때문에 체계에 영향성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레이더 체계와 같이 전자파에 민감한 

장비는 차폐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10-12].

  따라서 개발된 레이더 체계용 발전기 그룹의 전기

적 성능평가와 더불어 환경성능에 따른 운용성 및 성

능평가를 수행하였다.

2. 시스템 구성 및 설계

  레이더 체계가 설치되는 군용 차량의 쉘터부 면적 

및 레이더 시스템 외 기타 시스템의 요구 출력을 만

족시켜야 하며, 군용 장비 특성 상 저소음, 저진동, 고

효율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발전기 그룹의 외형, 흡

기, 배기부에 대한 제약사항이 존재하며 제약사항 내

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보이기 위하여 영구자석을 이

용한 회전자 조립체를 적용 및 경량화를 위하여 기구 

조립체의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였다. 또한 저온환경

에서 시동성 확보를 위한 저온시동기 적용 및 전자파 

차폐기능 확보를 위하여 EMC 필터를 적용하였다.

2.1 발전기 그룹 제원

  해당 발전기 그룹의 외형적 설계 제원은 체계 내 

쉘터부 면적에 Fig. 1과 같이 장착 가능하여야 하며 

무게 역시 허용 중량 이내로 만족하여야 하여 주요 

Fig. 1. Shelter installation of generator set

Table 1. Dimensions of generator set

제 원 단 위 값

Weight of generator set kg 약 1,990

Width of generator set mm 900

Length of generator set mm 2,400

Height of generator set mm 1,550

구성품의 배치를 최대한 소형화하여 설계 및 제작하

였으며 상세 데이터는 Table 1과 같다.

2.2 발전기 그룹 구성

  레이더 체계 전원공급을 위한 발전기 세트의 전체 

구성은 Fig. 2와 같이 발전기, 엔진, 배전반조립체, 차

단기함조립체, 덮개조립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2. Block diagram of generator set

2.3 영구자석 발전기 설계 및 제작

  영구자석을 적용한 IPM 방식의 발전기 설계를 위하

여 장하분배법을 통한 발전기 그룹의 초기설계를 수

행하였으며[13], Ansys社의 Maxwell[14]을 사용하여 유한

요소해석을 통한 전자기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발전기의 용량에 따른 정격전류를 산정, 매극의 용

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식 (1) ~ (2)를 이용하였다.

  × 

×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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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하 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식 (3)을 통한 비용

량을 산출한 다음 식 (4)와 식 (5)를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

비용량 
× 




× 


  (3)

  


 × 

 




    (4)

    × ×   ×  (5)

  권선법은 2층권으로 전압 파형 개선을 위한 분수 

슬롯을 사용하였으며 1슬롯 내 직렬도선 수를 산출하

기 위하여, 1상의 직렬도선 수를 식 (6)을 통하여 구

한 다음, 매극 매상의 슬롯수를 3.5로 선정하면 1상의 

슬롯 수는 식 (7)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 × 




× ×  × 

÷ 
  (6)

   ×   ×       (7)

슬롯내직렬도선수 


 


 ≒ (8)

  2층권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1슬롯 내 직렬도선 수

는 짝수이어야 한다. 따라서 6개로 선정하면 1상의 직

렬도선 수는 252개가 된다.

 


×

 × 
×  × ×   ≒

 ×  ×  × × 

 (9)

     는 각각 권선의 분포계수, 단절계수 및 자

속분포계수(  = 0.96 ~ 1.02)를 나타내며 자속분포계

수를   ≒ 1로 가정하고 권선계수 를 사용하면 식 

(9)를 단순화 할 수 있다.

  코일피치는 9슬롯분이고 극간격은 3 × 3.5 = 10.5슬

롯분이 되므로 그 비는 식 (10)을 통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권선계수는 식 (11)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극간격
코일피치

× 


  (10)

   ×   ×    (11)

  장하분배법을 통하여 설계된 발전기 코어 형상은 

Fig. 3과 동일하며, 발전기 사양은 Table 2에 표기했다.

  설계가 완료된 고정자 및 회전자에 발전기 그룹의 

운전 특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출력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발전기의 설계용량인 80 kW의 부하를 인가하여 

전부하상태를 형성하고 발전기 그룹의 정격 운전조건

Fig. 3. Flux-line of generator set

Table 2. Result of generator performance analysis

제 원 단 위 값

고정자 내/외경  250/390

공극  1.5

적층 mm 240

정격

입력 kW 85.9

출력 kW 85.1

전압 rm s

220.7

220.5

220.9

전류  

129.8

129.7

129.9

속도 rpm 1800

토크 Nm 463.42

효율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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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을 때, 상간전압은 Fig. 

4와 같이 220.75rm s로 나타났으며, 발전기 그룹의 요

구 정격전압인 220.0rm s이하로 전압강하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압안정률은 해석적 연구에서 1.27 %로 안

정적인 출력전압을 형성하였다.

  80 kW 용량의 발전기 그룹의 용량 검증 및 전부하 

상태 확인을 위한 전류 값은 Fig. 5에 나타났으며, 

129.85  의 전류가 유동하여 정격전압 220 이 

형성될 때 약 85.7 kW의 정격 전력을 출력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초기 설계 용량인 80 kW급을 초

Fig. 4. Voltage curve of generator set(Full load)

Fig. 5. Current curve of generator set(Full load)

Fig. 6. Torque curve of generator set(Full load)

과하여 정격부하를 초과하는 부하전력이 요구될 때에

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기 그룹의 운전 시 발생하는 토크 값에 비례하

여 발전기의 운전에 동력손실이 증가하게 되며 입력

이 상승하여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해당 발전기 그룹

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전부하 상태에서 토크 값

을 확인한 결과 Fig. 6과 같이 463.42 N ․ m로 확인되

었으며, 식 (12)을 통하여 입력용량을 산출할 수 있다.

   ×  ·× ×


 (12)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산출된 발전기 입력은 87.39 

kW이며, 앞서 진행한 발전기 출력은 85.7 kW로 약 

98.1 %의 효율을 보일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설계사양을 바탕으로 레이더 체계 전원공급을 

위한 발전기 그룹의 기구설계 및 제작을 수행하였다.

3. 성능시험 및 분석

  80 kW 용량의 부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고효율

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전자에 영구자석을 적

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별도의 여자시스템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경량화, 시스템의 단순화를 확보하였다.

3.1 레이더 체계용 발전기 그룹 성능 시험

  레이더 체계의 주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기 

그룹의 전기적 성능 시험 수행을 위해 발전기 그룹의 

출력성능 및 효율 특성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체

계의 요구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3.1.1 발전기 그룹 정격출력 및 최대 출력 성능

  발전기 그룹의 정격출력 및 최대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발전기 그룹, 가변부하기, 리액

터 부하기를 설치하였으며, 발전기에서 부하기로 공급

되는 전력을 계측하기 위한 계측장비를 설치하였다.

  발전기 그룹의 정격출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부하 

상태에서 발전기를 가동시킨 다음 부하를 투입하여 

파워미터의 출력 값이 80 kW ± 1.5 %(설계 값)에 해

당하는 용량이 출력되도록 한다. 그 후 리액터 부하기

를 투입하여 유/무효 전력 계산을 통해 역률이 0.8 %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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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agram of generator performance test

Fig. 8. Result of generator power factor measurement

     Fig. 9. Measuring wave at generator output 

performance test

  시험 결과 무부하 상태에서 전압 값은 최대 0.26 %

의 오차율을 보였으며, 전부하 상태에서 최대 0.15 %의 

오차율을 보였다. 또한, 출력전력 값은 최대 1 %의 오

차율을 보여 정격 출력 시험을 만족하였으며, 역률 1.0

은 Fig. 8, 고조파 1.67 %는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정격 출력 시험이 종료된 다음 가변부하기의 부하

를 발전기 그룹의 110 % 과부하를 투입하여 전압, 출

력 등을 측정한 결과 출력전압은 최대 0.21 %의 오차

율을 보였으며 출력전력 값은 최대 0.11 %의 오차율을 

보였다. 출력 성능 시험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발전기 그룹 정격출력 및 최대출력 시험을 수행한 

결과 레이더 체계 전원공급용 발전기 그룹의 출력전

력 품질의 안정성 및 정격출력을 초과하는 부하 요구 

Table 3. Result of generator performance test

구 분
전압
[V]

전류
[A]

주파수
[Hz]

출력
[kW]

무부하 381.0 · 59.97 ·

정격출력 379.4 123.0 59.95
80.8

(±0.01 %)

110 % 
과부하

379.2 134.1 59.95
88.1

(±0.001 %)

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야전에서 추가적인 부하 변동이 발생 또는 설계 스펙 

대비 높은 발전용량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 발전기 그룹 효율 측정

  개발된 레이더 체계 전원 공급용 발전기는 영구자

석을 회전자 조립체에 적용하여 높은 효율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발전기 동체의 출력전력 효율 시험을 수행하였다.

  발전기 동체 효율 측정시험 진행을 위하여 발전기 

동체를 효율 측정시험용 다이나모에 장착하여 정확한 

입력 값(모터 구동 토크)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 부하

기, 계측장비 등의 설치 후, 모터의 회전수를 1800 rpm

으로 구동한다.

  모터가 정격회전속도에 도달하면 가변 부하기를 통

하여 부하를 투입하면서 각 단위별 전압, 전류, 출력, 

회전수, 토크를 측정 후 측정된 데이터를 식 (13) ~ 

(14)을 통하여 효율을 계산한다.

   ×  ×  (13)

  


×  (14)

  발전기 효율 측정 시험결과 전부하 상태에서 98.1 %

의 효율을 보였으며 설계 목표치인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험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높은 발전효율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발전기 동체

의 회전자 조립체가 코일 권선방식이 아닌 영구자석

을 적용하여 설계 및 제작된 영구자석형 발전기의 특

성으로 출력손실이 없기 때문으로 고효율 출력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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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generator efficiency test

Load
[kW]

전압
[V]

전 류
[A]

P.F
Torque

[kgf ․ m]
Efficiency

[%]

81.1 226.8 120.1 1.0 438.1 98.1

   Table 5. Results of generator voltage/frequency 

regulation test

부하 
변동

변동 전 변동 후 변동률 [%]

주파수 
평균
[Hz]

전압 
평균
[V]

주파수 
평균
[Hz]

전압 
평균
[V]

주파수
[Hz]

전압
[V]

N,L→
F,L

59.9 381.3 59.7 367.8 0.3 3.6

F,L→
N,L

59.7 368.8 59.9 381.5 0.3 3.3

3.1.3 발전기 그룹 단기 전압/주파수 안정도 측정

  부하 투입량의 변동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전력 특

성이 변화하는 경우 해당 발전기는 운용하기에 부적

합하며 설계상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어 

군용뿐만 아니라 민수시장에도 공급하기 어렵다. 따라

서 해당 시험을 통하여 개발된 영구자석형 발전기의 

전압/주파수 변동률 측정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시험 절차는 MIL-STD-705C Method 608.1b에 따라 수

행하였다.

  전압/주파수 변동률은 식 (15) ~ (16)를 통하여 구할 

수 있으며, Table 5에 해당 시험 결과를 나타냈다.

  발전기 그룹의 전압/주파수 변동률 측정 시험 결과 

규격 값인 정격 전압/주파수의 10 % 이내로 우수한 시

험결과를 보였다.

 

or or
×  (15)

 

or or
×  (16)

3.1.4 발전기 그룹 과도응답 특성 측정

  발전기가 정상상태에 있을 때 부하 변동으로 인한 

정상상태가 무너져 발전기 출력 전력의 변화가 다시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시간은 부하 변동으로 인한 출

Table 6. Result of generator transient response test

부하 
변동

Overshoot
[V]

Undershoot
[V]

안정값
[V]

변동률 
[%]

과도응답 
시간

0→
25 %

351 381 7.9 2.1

25→
0 %

40.2 380.8 5.6 2.1

부하 
변동

Overshoot
[Hz]

Undershoot
[Hz]

안정값
[Hz]

변동률 
[%]

과도응답 
시간

0→
25 %

57.8 59.7 0.5 2.1

25→
0 %

61.8 59.9 0.5 2.1

력전력 품질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80 kW 용

량으로 설계 및 제작된 영구자석형 발전기의 과도 응

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기 그룹을 기동시킨 

후 정상상태를 유지한 다음 25 % 부하를 투입, 차단, 

투입의 순서로 인가하여 부하 변동 전후로 과도응답 

특성과 시간을 산출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과도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계산식을 식 (17)에 나타내었다.

과도응답특성 

 
×  (17)

  발전기 그룹의 과도응답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압 

및 주파수변동률은 10 % 이내인 각각 7.9 %와 0.5 %

로, 과도응답시간은 5초 이내인 2.1초로 규격 값을 

만족하였으며, 자세한 시험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

었다.

4. 환경시험 및 분석

  군수용 장비는 민수용 장비 대비 가혹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요구하며 특히 전력을 공급하는 발

전기의 경우 체계 장비의 운용을 위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성이 낮아야 한다. 따라서 레이더체계용 발

전기 그룹의 환경시험을 통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4.1 발전기 그룹 환경시험

  발전기 그룹의 환경적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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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dition of generator environmental test

장비명 장비제원

제 2 대형 

온도시험기

온도 범위 : -50 °C ~ 80 °C
시험실 크기(W*L*H, m) : 7*15*6

온도 변동범위 : ± 2 °C

시험항목 온도조건 관련규격

고온 43 ± 3 °C
MIL-STD 810G 
Method 501.5

저온
-22 ± 3 °C,
-32 ± 3 °C

MIL-STD 810G 
Method 502.5

기 위하여 주변 온도를 변화시켜가며 장기간동안 저

장 및 운용 시험을 수행하였다. 해당 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MIL-STD-810G 규격[15]을 참고하였으

며, 시험에 활용된 챔버의 사양 및 시험조건 및 규격

은 Table 7에 나타내었다.

4.1.1 고온 및 저온 저장 시험

  레이더 체계의 고온 환경에서 설비의 안전, 무결성 

및 성능 등에 대한 운용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온도 조건을 형성 및 유지시킬 수 있는 챔버에 

설치 후 해당 규격에 맞추어 Fig. 10 (a)의 온도조건에 

맞추어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하우징 및 외관상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

았으며, 채결부의 조립상태 정상, 연료와 부동액 등 

유체의 누유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저온 저장 시험은 체계를 챔버 내부에 설치한 다음 

-32 ± 3 °C의 환경에서 72시간동안 유지하며, 해당 시

험에 대한 온도 프로파일을 Fig. 10 (b)와 동일하다.

  시험 전/후 검사를 통하여 발전기 그룹의 외함 결함

여부, 기계적 및 전기적 체결부 이상 유무, 부품의 변 

형 여부 등을 확인 한 결과 외관상 결함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전기 그룹의 작동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정상 운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온 저장시험과 고온 저장 시험 결과 레이더 체계

용 발전기 그룹은 대기온도 조건 변화에 관계없이 안 

정적인 운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MIL-STD 810G 

규격의 경우 국내 전 지역의 대기온도 범위를 포함하

기 때문에 환경적 조건에 따라 운용 시 제약을 받지 

않고 체계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여 체계 운용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10. Temperature profile of high & low 

temperature storage test

4.1.2 고온 및 저온 동작 시험

  고온 및 저온 저장 시험의 경우 환경적 조건 변화

에 따라 레이더 체계의 발전기 그룹을 작동시키지 않

는 상태에서 장시간 보관을 거친 후 상온에서 작동 

검사를 수행하였으나 고온 및 저온의 극한 조건에서 

직접적인 운전을 수행하지 않아 해당 환경에서의 보

다 상세한 평가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관련규격에 명시된 조건에서 Fig. 11과 같이 레이더 

체계 및 레이더 체계용 발전기 그룹의 고온 및 저온 

환경에서 작동 시험을 수행하였다.

  고운 운용 시험에 대한 온도 프로파일을 Fig. 11 (a)

에 도시하였으며, Fig. 11에 고온 동작 시험 현황을 

나타내었다.

  고온 동작 환경의 Pre-test, 1주기, 2주기, 3주기 그리

고 Post-test 수행 시 레이더 체계용 발전기 그룹의 시

동 꺼짐, 헌팅 등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

으며 자체점검 기능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였다.

  저온 동작시험은 레이더 체계 및 체계용 발전기 그

룹의 저온 환경에서 동작 시험을 위하여 시편인 레이

더 체계 및 체계용 발전기 그룹의 온도를 -20 °C와 

-32 °C로 유지시킨 다음 각각 장비의 작동 시험을 수

행하였다. 저온 동작 시험의 온도 조건이 2가지로 세

분화 된 이유는 레이더 체계의 실내장비의 동작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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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외장비의 동작 온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며, 

저온 동작 시험 수행 시 온도 프로파일을 Fig. 12 (b) 

나타내었다.

  저온 동작 시험 결과 2가지 저온 환경에서 체계 장

비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였으며, 연성재질인 고무, 실

리콘 재질의 실링부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외관상의 결함, 시동불량, 시동 꺼짐 등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온도 시험기를 활용한 고온 및 저온 환경시험 결과 

  Fig. 11. Arrangement of high & low temperature 

operation test

     Fig. 12. Temperature profile of high & low 

temperature operation test

레이더 체계 전원공급용 발전기 그룹의 환경적 요인

의 변화에 따라 성능 저하나 발전기 엔진의 시동 꺼

짐, 구성품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발전기 

그룹의 안정적인 출력성능으로 체계 운용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2 발전기 그룹 전자파 시험

  군 체계용 장비는 전자파로 인한 장비의 오작동 또

는 효율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히 전자파를 통

하여 일정 반경을 탐지하는 레이더 체계는 전자파에 

매우 민감하게 성능이 좌우된다. 따라서 전력을 생산

하는 발전기 그룹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의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8에 수행된 EMC 특성

시험을 나타내었으며, 모든 시험은 MIL-STD 461F[16]에 

기술된 시험 조건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발전기 그룹이 사용하는 주요 주파수는 엔진과 발

전기 모두 60 Hz로 배터리를 통하여 엔진과 컨트롤러

에 전원을 공급하며 엔진으로부터 기계적 동력을 얻

은 발전기 동체는 회전자가 회전함에 따라 고정자에

서 전력을 생산한다. 따라서 발전기 내부에 EMC 필

터를 적용하여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였으며 동시에 외부에서 유입되

는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전자파 시험을 위하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의뢰하여 EMC 특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전자파 시

험 수행 시 운전 조건은 출력 전압 AC380 V ± 10 %, 

부하조건 56 kW로 수행되었다.

Table 8. EMC characteristic requirements

항목 내용

전도내성

(CS)

CS114
10 kHz ~ 200 MHz, 
Bulk Cable Injection

CS115
Bulk Cable Injection, 

Impulse Excitation

CS116
10 kHz ~ 100 MHz, Cables 
and Power Leads, Damped 

Sinusoidal Transients

복사감응

(RE)
RE102

2 MHz ~ 18 GHz, 
Electric Field

복사내성

(RS)
RS103

30 MHz ~ 18 GHz, 
Electr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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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MHz ~ 30 MHz(Center)

2. 30 MHz ~ 200 MHz(Center)

3. 200 MHz ~ 1 GHz(Center)

4. 1 GHz ~ 18 GHz(Right side)

5. 1 GHz ~ 18 GHz(Left side)

Fig. 13. Arrangement of generator RE102 test

(a) 수직편파(2 MHz ~ 1 GHz), 
Center 3.423 dB @ 20.71 MHz

 (b) 수평편파(2 MHz ~ 1 GHz), 
Center

(c) 수직편파(1 GHz ~ 18 GHz), 
Right

 (d) 수평편파(1 GHz ~ 18 GHz), 
Right

(d) 수직편파(1 GHz ~ 18 GHz), 
left

 (e) 수평편파(1 GHz ~ 18 GHz), 
left

Fig. 14. Results of generator RE102 test

  레이더체계용 발전기의 전자파 차폐를 시험하기 위

하여 Fig. 13과 같이 챔버를 구성한 다음 2 MHz ~ 18 

GHz 사이의 주파수를 감응하여 발전기에서 발생 하

는 주파수를 확인 및 검증하였다. 전자파 복사감응 시

험은 피 시험 장비를 구동한 다음 시스템 규정된 주

파수 범위에서 발전기 그룹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수

신하여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시험 결과 수신된 주파

수는 시험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Fig. 14에 나

타낸 바와 같이 허용 방사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는 발전기의 구동으로 인한 타 장비에 대한 영향

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사내성 시험을 위하여 시험장비의 배치 후 발전

기를 구동하고 안정화 상태에 도달하면 신호발생기

(안테나)를 통하여 측정 센서에 관측되도록 해당 시험

규격에 맞추어 출력을 변화시킨다. 주파수를 MIL-step

으로 상승시키며 시험한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

다. 이는 레이더 체계 전원공급용 발전기 그룹의 방사

내성 한계치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주변 기기의 

전자파 방사에 따른 영향성 없이 레이더체계용 발전

기 그룹은 출력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발전기 그룹 내부 케이블의 전자파 전도내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Table 10의 시험항목 및 규격을 바탕으

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9. Test results of electric field radiated 

susceptibility

시험포인트 주파수범위 안테나편파 시험결과

발전기 

그룹 

중앙부

2 MHz ~
30 MHz

Vertical 정상동작

30 MHz ~
80 MHz

Vertical 정상동작

Horizontal 정상동작

80 MHz ~
1 GHz

Vertical 정상동작

Horizontal 정상동작

발전기 

그룹 좌측 

및 우측

1 GHz ~
4 GHz

Vertical 정상동작

Horizontal 정상동작

4 GHz ~
7.5 GHz

Vertical 정상동작

Horizontal 정상동작

7.5 GHz ~
18 GHz

Vertical 정상동작

Horizontal 정상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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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pecification of conducted susceptibility test

시험항목 시험 대상 주파수 범위

CS114 전원 및 신호선 10 kHz ~ 200 MHz

CS115 출력 및 통신케이블 Impulse 30 Hz, 5 A

CS116 출력 및 통신케이블 10 kHz ~ 100 MHz

  발전기 그룹의 전원 및 신호케이블에 결합된 RF 신

호에 대한 CS114 시험은 발전기 그룹이 안정화된 다

음 사전에 교정된 순방향 전력량을 주입 프로브에 인

가하고 감응성이 기록될 때마다 임계 레벨을 결정하

고 요건을 상회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주파수 범위

에 따라 반복하였다. 그 결과 발전기 그룹의 케이블에 

시험 규격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유입될 때 장비의 오

동작, 성능 저하 및 규정 지시 값에서 편차가 나타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CS115 규격에 해당하는 시험은 출력 및 통신케이블

에 Impulse 신호를 인가하고 피 시험 장비의 성능저하

를 감시한다. 이후 감응성이 기록되면 규정 요건 상회 

여부를 검증하고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난 케이블에 유

도된 피크 전류를 기록한 다음 사전에 계획된 케이블

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시험을 수행하였으

며, 규격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발전기 그룹 내 케이블의 감쇠 정현 트랜지언트에 

대한 내성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CS116 규격의 시험

을 수행한 결과 사전에 계획된 케이블에 대하여 순차

적으로 감쇠 정현파 발생기를 시험 주파수로 인가하

고 발전기 그룹의 오동작, 성능저하, 규정 지시 값에

서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레이더 체계 전원공급용 발전기 그룹의 전자파 시

험의 수행 결과, 우수한 성적의 전자기 적합성을 보유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발전기 그룹의 구동 시 

외부로 방사되는 전자파로 인한 주변 기기의 성능저

하 및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및 해당 발전

기 그룹이 적용되는 레이더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자파로 인하여 발전기 그룹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음을 검증받았다.

  따라서 군 작전 및 훈련 시 레이더 체계에 안정적

인 전력을 공급하고 각종 환경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하지 않으며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능

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결 론

  레이더 체계의 전원공급을 위한 80 kW급 영구자석 

발전기를 개발하였으며 성능특성 시험과 환경운용 시

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80 kW 영구자석형 발전기 그룹의 출력 성능시험 

결과 정격 80.8 kW, 최대 88.1 kW(110 % 과부하)

의 전력을 출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효율 시

험 결과 전부하 상태에서 98.1 %의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전압 변동률 7.9 %, 

최대 주파수 변동률 0.5 %이며 과도응답 시간은 

2.1초로 관련 규격을 만족하였다.

(2) 발전기 그룹을 레이더 체계에 장착 후 온도 시험

기를 활용하여 고온 및 저온 환경에서 저장시험과 

운용시험을 수행한 결과 발전기 그룹의 시동 꺼짐

이나 오작동 없이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였으며, 

체결부의 이상이나 부품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 

체계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3) 발전기 그룹의 전자파 방사로 인한 주변기기에 대

한 영향 및 주변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발전기 그룹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EMC 시

험을 수행한 결과 수행한 모든 시험 항목에서 해

당 전자파 주파수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자파를 활용하는 레이더 체계에 

적용되어도 상호간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4) 레이더 체계용 발전기 그룹의 개발을 통하여 기존 

발전기 대비 소형화를 달성하였으며, 안정적이고 

고효율의 출력전력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정격부하용량 대비 높은 출력용량으

로 부하변동률에 안정적인 대응 및 전부하상태의 

연속운용 비율 감소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극한의 온도조건에서 안정적인 성

능을 확보하였으며, 레이더 체계 특성 상 필연적

으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레이더 그룹과 전력

을 생산하는 발전기 그룹의 상호간 전파장애 및 

성능저하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레이더 체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 작전 

시 전력이 요구되는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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