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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코일의 열을 냉각시켜 최대출력을 내기 위함이다.

발전기도 많은 출력을 내다보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많은 출력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발전소나 대용량 발전기는 주로 수냉식 발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열이 많이 나는 코일이나 코어 부분에 냉각수 파이프를 

(2)  열교환기 냉각방식

1) 개 요

수냉식 발전기는 발전소 또는 대용량의 발전

기(1000kW 이상)가 필요한 장소에서 주로 사용

하는 발전기이다.

발전기 예방보전기술  <7회>

  - 비상용 발전설비(Generator)의 운전과 보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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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전기 설치 및 위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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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용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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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켜 열을 식혀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2) 시동 원리

디젤기관은 실린더 내에서 연료를 폭발(연소)시켜, 팽창하

는 가스의 압력으로 피스톤을 밀어내 크랭크축을 회전시키

며, 회전속도는 그 후 급속히 상승하여 100rpm 이상에 달하

면 기관에 공급된 연료는 실린더 내에서 연소하고, 기관은 

그 폭발력에 의해 자력으로 회전한다. 회전속도가 정격의 

30% 정도가 되면 시동용 공기는 불필요하고, 그대로 회전은 

상승하여 발전기의 전압을 확립하는 규정회전속도에 달하게 

된다.

정격회전은 가바나의 설정치로 정해지며, 부하의 변화에 

따라 회전속도를 유지하도록 연료의 공급을 가감한다.

3) 발전설비의 구성

자가 발전설비는 다음의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원동기 : 본체, 조속기, 계측장치, 시동장치, 공통 베드

(스프링 또는 고무 등으로 된 방진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② 교류발전기 : 본체, 여자장치

③ 제어장치 : 발전기반, 자동시 동반

④  시동장치 : 공기시동 방식과 전기시동 

방식이 있다.

    공기시동 방식 : 상기 발전기가 이에 해당

되며, 공기압축기에 의해 압축된 공기를 공

기조에 저장해 두고, 시동 때 이 공기를 기

관의 분배밸브, 시동밸브를 통하여 프라이

휠을 회전시켜 피스톤을 강제 폭발시켜 그 

힘으로 반복하여 기관을 시동하는 방식이

다. 공기탱크와 공기압축기의 시설이 필요

하며, 공기탱크의 압력은 30kg/cm2이다.

    전기시동 방식 : 셀 모터에 의해서 시동하

는 방식이며, 고속인 예연소실식에 많이 사

용된다. 축전지와 충전장치를 필요로 한다.

저유조 연료조

체인블록장치

소음기

발전기

냉각수 방출

디젤
기관

부하

환기장치

냉각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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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냉각 방식

     수냉식 : 기관 외부로부터 냉각수를 공급하여 

냉각하는 방식(대용량)

     공냉식 : 기관이 직접 구동하여 주는 Fan으로 

냉각하는 방식(소용량)

⑨  프라이밍 펌프 : 시동할 때 윤활유를 기관에 채우는 

것을 말한다.(자동운전 2분 동작, 3분 정지)

     공기시동식 : 기관으로서 자동시동 방법의 것은 프라

이밍 펌프를 시설하고, 전동식에 의하여 프라이밍을 행

할 때는 시동시의 프라이밍은 하지 않는다.(발전기용)

     전기시동식 : 보통의 경우 셀 모터를 운전하기 전에 프

라이밍 펌프를 직류전동기에 의해서 일정 시간 구동하

고 초기 프라이밍을 행한다.

⑩ 부속장치

     연료 관계 : 연료 소출조, 연료 저유조, 이송 펌프, 

동제어반 등

     윤활유 관계 : 윤활유조

     냉각수 관계 : 냉각수(감압)탱크, 냉각탑, 라디에이터 등

     배기 관계 : 소음기

⑪  부속 설비 

⑤  연소 사이클 : 흡입 → 압축 → 폭발 → 배

기의 4행정을 반복해서 일을 하는 장치다.

     4사이클 : 4행정을 2회전 중에 행하는 것 

(발전기용)이다.

     2사이클 : 4행정을 1회전 중에 행하는 것 

(고속기관)이다.

⑥ 연소 방식

     직접분사식 : 연료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

는 방식을 말하며, 시동성과 연소 효율이 좋

다. 중저속기관에 많이 사용된다.(발전기용)

     예연소실식 : 예열하여 주는 연소실을 보

유하고 있으며, 이 속으로 분사된 연료 중 

일부를 연소시키면 동 실내의 압력이 상승

하므로 이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주연소실

로 분출, 연소가 잘되게 하는 방식이다. 소

음과 진동이 작은 것이 특색이며, 고속 기

관에 많이 사용한다.

⑦ 실린더 배열

     수직형 : 발전기용으로 4, 6, 8기통이 많다.

     V형 : 발전기용으로 8, 12, 16기통이 많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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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원에 대한 전압 및 전류를 나타내기 위

한 AC Volt Meter, AC, Ammeter와 DC 

24(V) Battery Charger를 위한 DC, Volt 

Meter, DC Ammeter, 그리고 각 Diesel 

Engine Governor의 보조 기기류를 제어하

기 위한 Switch류 및 Lamp류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Panel 내부는 각 Diesel Engine Governor

의 보조 기기류를 제어하기 위한 Sequence 

회로 구성에 필요한 MCCB, Magnetic 

Contactor Thermal Relay, Auxiliary 

Relay, Timer 등으로 구성된다.

     Panel 내부의 중앙면은 각 Diesel Engine 

Governor의 보조 기기류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Bus Bar로 

구성된다.

     Panel 후면은 각 Panel의 Sequence 회로

용 전원 및 Engine Local Panel 전원을 공

급하기 위한 Batter와 Batter Charger로 

구성되어 있다.

④ 제어 및 보조전원

     DC 24(V) : 각 Engine 및 Control Panel 

회로를 동작시키는 제어 전원으로 사용되

고 있다.

     DC 110(V) : 각 Diesel Engine Governor 

Control Panel의 VCB를 투입/차단 제어하

기 위한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C 380/220V, 60(Hz) : 3상 AC 380V는 

각 Diesel Engine Governor의 보조 기기

류의 제어 전원 및 각 Control Panel의 

Controller와 Lighting 및 Space Heater의 

전원으로 사용된다. 

환기설비, 점검용 체인블록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4) 제어장치반의 구성 요소

운전제어반(디젤 엔진발전기)은 발전기 전원을 감시 조작

하고,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Bus-bar 등으로 교류회로와 

디젤 엔진발전기반의 기동 정지 및 고장 검출과 지시를 위한 

DC 제어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제어반(Control Panel)

     제어반은 각각의 발전기에 대한 각종 지시계기류와 스

위치류, 고장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기 보

호를 위한 각종 보호 계전기류와 적산적력계 등이 취부

되어 있다.

      Panel 전면 내부에는 Sequence 회로 구성에 필요한 보

조 릴레이 및 Timer류 등으로 취부된 Relay Board와 

엔진, 발전기, 기타 외부기기와의 전면 하부 내부에는 

주회로 차단기인 VCB가 부착되어 있다.

      Panel 후면은 CT 및 PT 또는 GPT와 같은 변성기류를 

위시하여 VCB와 발전기 및 부하 측인 동기운전(Syn 

chro Panel)과의 연결을 위한 Bus Bar로 구성되어 있다.

② Synchro Panel

     Synchro Panel은 각종 지시계기류와 Synchro Scope 

및 Control Switch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Engine 

Governor를 조정하기 위한 Switch류, Lamp류 및 적

산전력계 등이 취부되어 있다.

     Synchro Panel 전면 내부는 Sequence 회로 구성에 필

요한 보조 Relay 및 Timer 등으로 취부된 Relay Board

와 Engine 및 기타 기기와의 연결을 위한 단자대 및 

Engine 속도제어를 위한 Governor와 자동병렬운전을 

위한 Autp Synchroniz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ynchro Panel 후면은 CT 및 PT 또는 GPT와 같은 변

성기류를 위시하여 차단기(VCB)와 부하 측과의 연결을 

위한 Bus Bar로 구성되어 있다.

③ Auxiliary Device Panel

     Auxiliary Device Panel의 Diesel Engine Governor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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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발전기 점검사항

① 주간점검

점 검 항 목 점       검       사       항

Engine 및 Diesel

 Engine의 청결상태 유지

 Engine의 보조계기 및 각종 S/W 정위치 각종 보조 장치 동작상태 이상 유무

 공기압축기의 공기압력 적정 유무 확인(압력 30kg/cm2 유지)

 연료의 적정량 및 밸브상태 이상 유무

 냉각수, 윤활유, 연료 등의 누설 유무

 Governor Oil Level 적정 여부

 Fuel Oil 서비스 Tank 적정량 확인

 (냉각수) 보충수 탱크 적정량 및 온도 확인

 냉각탑 정상 가동 및 이상 유무

 윤활유, 냉각수히터 작동상태 확인

 Governor Oil Level 적정치 유지 여부

② 월간점검

점 검 항 목 점       검       사       항

Engine 및 Diesel

 일상 및 주간점검

 Engine Oil Filter 점검

 Air Filter 점검

 각종 연결부 호스 및 배관상태 점검

 연료 전달 펌프 동작상태 점검

 동절기 부동액 및 부식 방지용 첨가제 함유

 Fuel Oil Filter  

 Drain Tank 점검

③ 종합점검

구     분 점     검

시     기

연 간
일일 주간 월간

6개월/
250시간

윤활계통

점 검

누설 여부 ● ● ● ● ●

오일히터 작동상태 ● ● ● ● ●

엔진오일 수준 ● ● ● ●

교 환
오일휠터 ● ●

엔진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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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계통 점 검

누설 여부 ● ● ● ● ●

냉각수 히터 작동상태 ● ● ● ● ●

호스 및 배관상태 ● ● ● ●

냉각수 수준 ● ● ● ●

부동액 ● ● ● ●

벨트상태 및 장력 ● ● ● ●

흡기계통 점 검
누설 여부 ● ● ●

배관 및 연결상태 ● ●

연료계통
점 검

누설 여부 ● ● ● ● ●

연료 수준 ● ● ●

연료배관 및 연결상태 ● ●

교 환 연료필터 ● ●

배기계통 점 검 누설 여부 ● ● ●

전장품 점 검

배터리 충전계통 ● ● ● ●

배터리 전해액 수준 및 비중 ● ● ●

안전장치 및 경보 ● ●

주발전기 점 검 비정상적 진동 ● ● ● ●

스위치기어 점 검 발전기 히터 작동상태 ●

엔진 관련 부품 점 검

자동시동 스위치 ● ● ● ● ●

전력분배 배선 및 연결상태 ● ●

전력회로 차단기 ● ●

운전 절차 실 시

엔진구동상태 ● ● ● ● ●

전압형성 여부 ● ● ● ● ●

기능성 전달 상태 ● ● ● ● ●

한다.

     진동은 조임부나 연결부를 느슨하게 하여 

접촉불량을 초래하며, Relay류의 오동작을 

초래할 수 있다.

     배전반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하여 청결을 

요한다.

     보호계전기의 Setting치 점검이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선로나 기기를 정지시키고 행

한다.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냉정하고 

④ 일반적 유의사항

     Contactor의 접속이 단선되었을 때에는 제어 전원이나 

교류입력을 개방하고 접속한다.

     반도체류는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수명이 짧아진다. 어

떤 부품은 온도치에 의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위

온도를 0~40℃로 유지하도록 한다.

     습도가 높으면 절연불량이나 접촉불량의 원인이 되며, 

녹이 스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먼지가 부착되면 습기를 흡수한다. 이 때문에 절연불량

이나 접촉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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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하게 파악한 후 확실히 처리하고, 관련

된 회로의 보조 릴레이 및 보호계전기류 등

을 재확인한다. 

     사고시에는 동작보호계전기의 종류, 설명, 

상별 및 관련 계기의 지시판 표지를 확인

하여 기록한다.

     보호계전기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동작할 

때가 많으므로 조속히 합지점을 찾아 관련

된 보호계전기를 확인하고 조치한다.

6) 발전기 운전 및 조작 방법

■   Engine 기동

       Diesel Engine Generator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Panel의 기능 점검 후 제어 전원 

S/W는 수동 또는 자동의 위치에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

①  Manual 기동

     각 Diesel Engine Generator Control 

Panel에 있는 Engine Control Selector 

Switch(Manu-Off-Auto)를 Manu 

Position에 놓은 후 기동하고자 하는 Diesel 

Engine Generator를 선택한 후 Engine 

Start Push Button를 누르면 Engine은 기

동하게 된다.

② Auto 기동

     각 Diesel Engine Generator Control 

Panel에 있는 Engine Control Selector 

Switch(Manu-Off-Auto)를 Auto Posit 

ion에 놓은 상태에서 한전 측의 정전이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한전 Power가 Off 되

면 Synchro Panel에 있는 27T Timer가 정

전 Signal을 감지한 후 약 3초간 정전을 확

인한 뒤 Diesel Engine Generator Control 

Panel에 기동 Signal을 보내어 Engine을 

기동시킨다.

      Engine은 일반적으로 수십초 Cranking 하면 자체적

으로 170~300rp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어 이상

이 없는 한 정격속도로 회전하게 되며, Crank 완료 신

호에 의해 Air Solenoid Valve가 닫히게 된다. 

계속 Crank Generator 하여도 정격 rpm에 도달하지 

못하면 Crank Generator를 멈추고 일정 시간 뒤 반복 

Module에 의하여 3회 기동을 시도할 수 있다. 이 회수

는 각 Diesel Generator Control Panel에 부착된 

Timer의 Sett Generator 시간으로 조절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운전을 Fail Signal에 의해 정지하게 된다. 이

때는 Engine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므로 충분한 

조치를 취한 뒤 재시동을 하여야 한다. 

■ Engine 정지

① 비상정지

     Diesel Engine Generator 운전 중 고장이나 위험 상태 등

으로 긴급히 Engine을 정지시켜야 할 경우 각 Diesel 

Engine Generator Control Panel 상부에 부착된 Engine 

Emergency Stop Push Button을 누르면 Engine이 비상

정지되며, 차단기가 자동 차단되면서 Buzzer가 울리고 

Emergency Stop 고장램프가 점등된다. 

     만약 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고장점을 찾아 고장상태를 

제거한 후 Diesel Engine Generator Control Panel에 

있는 Buzzer Stop Push Button과 Fail Reset Push 

Button을 눌러야만 Buzzer와 Lamp가 해제되고, Dies 

el Engine  Generator 운전이 가능하다.

② 수동정지

     부하운전 중 Diesel Engine Generator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각 Diesel Engine Generator Breaker(VCB)를 

Trip 시킨 후 무부하로 몇 분간 운전 후 각 Diesel Eng 

ine Generator Control Panel에 있는 Engine Control 

Selector Switch(Manu-Off-Auto)를 Manu Position에 

놓고서 Engine Stop Push Button S/W을 누르면 

Engine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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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동정지

     부하운전 중 상용전원의 복귀시 Diesel Engine Gene 

rator는 차단기가 차단된 후 자동으로 5분간 무부하운

전을 한 후 자동정지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선택

은 다음과 같다.

      Engine Control Selector Switch Auto Position

      Breaker Control Selector Switch Auto Position

     상용전원 복귀 신호

     Diesel Engine Generator용 차단기 차단

■ 발전기 전원용 차단기(VCB) 조작 방법

     각 발전기 전원용 차단기(VCB)는 각 Diesel Engine 

Generator Control Panel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차단

기의 2차 측은 Synchro Panel에 Common으로 Bus 

Bar로 연결되어 부하 측과 연결되게 되어 있으므로 운

전자는 각 Diesel Engine Generator Control Panel과 

Synchro Panel과의 Interlock를 생각하여 올바른 조작

방법을 숙지한 후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단기 투입(On 또는 Close)/차단(Off 또는 Open)은 

자동투입/수동투입과 자동차단/수동차단이 가능하므

로 운전자는 Diesel Engine Generator Control Panel

과 Synchro Panel에 있는 Schematic Diagram을 정확

히 숙지한 후 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차단기가 투입되면 Diesel Engine Generator Control 

Panel과 Synchro Panel에 있는 VCB On(또는 Close) 

적색 Lamp가 켜진다.

     Diesel Engine Generator의 운전 중 전기적, 기계적 중

고장이 발생시 자동으로 차단되며, 각 Diesel Engine 

Generator Control Panel과 Synchro Panel에 있는 

VCB Off(또는 Open/Trip) 초록색 Lamp가 켜진다.

7) 동기운전(Synchronized Operation) 방법

발전기 1대 단독운전으로 부하에 원활한 전원공급이 불가

능할 경우 발전기가 자동 동기 운전되도록 동기 운전반

(Synchro Panel)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동기 운전 

System을 필히 숙지한 후 운전토록 한다.

■ 구성

     Synchro Scope 및 Synchro Lamp

     운전 Mode Selector Switch

     Engine Speed Controller : 2301A 

Electronic Load Sharing and Speed 

Control

     각종 Meter류 : Frequency, Voltmeter

     Engine Governor Control Switch

      Control Switch류

      Generator / VCB Control Switch류

     표시 Lamp류

■ 동기 운전 방법

     본 Diesel Engine Generator는 발전기가 

자동/수동 병렬운전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

으므로 운전자는 병렬운전조건을 숙지한 

후 병렬운전하여야 하며, 병렬운전은

       Synchro Panel의 Schematic Diagram과 

Common Diagram의 Logic Diagram에 

상세히 나타난 바, 이를 정확히 숙지한 후 

동기운전을 하도록 한다.

■ 동기운전시 부하 조정

☞ 무부하 상태

①  kW 및 Ammeter는 정상상태에서 모두 

Zero가 된다.

② 양쪽 KW-Meter가 각각 +, -를 지시할 때

     이는 단독 운전시 엔진속도가 상이하여 발

생하며, +는 속도가 빠르고 -는 속도가 늦

음으로서 발생한다.

     각각 단독으로 운전시켜 주파수가 

정확한가를 확인

     만약 속도가 상이하면 Engine 속도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③  kW-Meter는 Zero를 지시하나 Am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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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류가 나타날 때

     이는 단독운전시 전압이 상이하여 발생하

며, 이때는 역율계의 지시치가 서로 반대

가 된다.

      Lag 상태로 표시되는 발전기는 전압이 높

으며, Lead 상태의 발전기는 전압이 낮다.

     각각 단독으로 운전시켜 PT의 2차 측 전압

이 110V인지 확인하고, 전압조정기(90G)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조정한다.

④  kW 및 Ammeter는 모두 Zero를 지시하고 

있으나 역율계는 Lag, Lead로 각각 상이하

다. 이것은 무부하시 미세한 전압 차이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운전에는 지장이 없

으므로 부하를 연결시켜 사용하면 된다. 부

하 연결 후에는 전체 부하역율에 따라 동일

한 역율에서 운전된다. 

☞ 부하상태

부하운전 중 2대의 발전기는 동일한 kW 및 전

류로 운전되어야 하며 각 발전기 정격 kW 및 전

류의 10% 이상 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동

일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① kW가 상이할 때

     2301A Governor의 Load Gain Position 

meter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동기 운전시 어려우면 단독운전 상태에서 

동일 KW를 발전기에 연결한 뒤 2301A의 

13(+), 12(-)에 DC Voltage를 측정하여 동일 

한 Load Signal이 나오도록 한다.

② kW는 같으나 전류가 상이할 때

     전압 조정기를 조정하여 무효전력량 배분

을 동일하게 한다.

     동기 운전시 어려우면 단독운전 상태에서 동

일 kW 및 LAG 역율에서 다음과 같이 AVR에 

부착된 Droop 조정기로 Droop을 조정한다.

※  Synchro Control L S/W 43S1(Single Synchro)를 Sin 

gle Position에 놓으면 무부하시의 전압과 동일하다. 

43S1(Single-Synchro)를 Synchro로 놓았을 때 PT 2차 

측 전압 변동량을 측정하여 각 발전기의 전압 변동량이 

동일하도록 Droop을 이용하여 조정한다.

☞  Common Bus에 투입된 각 발전기는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의 배분이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

① 무효전력 배분

     각 발전기의 전압 조정기(AVR)의 Droop 특성에 의하도

록 되어 있으며, 동기운전 투입 전 조정된 전압 크기에 

따라 무효전력 분담이 결정된다.

② 유효전력 배분

     엔진의 속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엔진 속도조절기와 

연결된 2301A Load Sharing Governor의 기능에 의하

여 자동적으로 엔진 출력비를 동일하게 발생하도록 한

다. 이에 2301A 있는 Load Gain Positionmeter를 이

용하여 초기에 각 발전기의 부하분담을 동일하게 조정

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상기 자동 및 수동 투입 어느 경우에나 발전기의 무부

하 전압은 사전에 동일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발전기의 

무부하시 전압이 Bus 값과 5% 이상 차이가 나면 Syn 

chro 투입 후 무효순환전류가 과도하게 흐르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발전기의 전압조정은 90G로서 무부하시 항상 동일하게 

조정한다.

     엔진의 속도는 Synchro Panel의 하부에 있는 Engine 

Speed Adjust(90E1, 90E2)로서 무부하시 항상 동일

하게 조정한다.

     본 Diesel Engine Generator는 Load Sharing 기능이 준비

되어 각 Diesel Engine Generator의 부하분담을 일정하게 

조정해 놓았으므로 사용 중 부하분담이 과도하게 상이하

면 2301A Governor에 있는 Load Gain Positionmeter로서 

부하분담을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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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장회로 검출 진단

발전기 및 Engine에 이상이 생기면 고장별로 Relay가 작

동하여 Holding 회로에 의하여 이상 신호가 소멸되어도 계

속 고장 Relay가 On 된다.

■ 고장회로 작동

① Heavy Fault(重故障)

     Engine 정지 및 Breaker가 Trip 되며, Buzzer가 울리

고 고장집합 표시등에 흰색 Lamp가 점등된다.

② Medium Fault(中故障)

     Breaker Trip 및 Buzzer가 울리며, 고장 집합 표시등에 

흰색 Lamp가 점등된다. Breaker Trip 후 3분 경과 후 

Engine은 정지된다.

③ Light Fault(經故障)

     Buzzer만 울리고 고장 집합 표시등에 흰색 Lamp가 

켜진다.

■ 경보음 정지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음이 발생하여 이상 상태 

를 운전자에게 알리게 되며, Buzzer Stop 

Push Button(3-B) Push Button S/W를 

눌러 경보음을 정지시킨다.

■ 고장 해제

①  고장이 발생되면 일단(3-B) Push Button 

S/W를 눌러 경보음을 정지시킨다.

②  고장 집합 표시등의 표시 Lamp에 따라 고

장 내용을 파악한 후 고장원인을 제거한다.

③  고장 원인 제거 후 Fault Reset Button

      S/W(3-R)을 눌러 정상상태로 복귀시킨다. 

고장이 계속된 상태에서 Reset Button 

S/W를 눌러도 복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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