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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섬유 복합재료의 부하 항에 따른 분산특성

( The Effect of the Load Resistance on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Metal-Fiber Composites )

서 동 욱
**

( Dong Wook Seo )

요  약

최근에 소개된 능동 FSS(active frequency selective surface) 는 ESS(electromagnetic smart screen)는 2차원 속섬유 복합재

료에서 속섬유의 부하 항을 변화시킴으로써 복합재료의 분산특성을 변경시키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하 항의 변화에 

따른 ESS의 분산특성을 효율 으로 계산하기 해 GEC(generalized equivalent conductor) 기법을 기반으로 수정하여 용한다. 

부하 항에 따른 ESS의 투과계수와 유효유 율을 1∼40 GHz의 범 에서 시뮬 이션 한다. 한, 부하 항을 변경함으로써 공진 

주 수와 역폭을 변경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efficient means to estimate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active FSS (or ESS) is presented. We 

nume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ive permittivity and the transmission coefficient of 2D metal-fiber composites using 

linear-lumped impedance loading. We modify the GEC method which is applied to 2D fiber composite material with 

arbitrary fiber orientation. We show that by varying the impedance value it is possible to control the resonance frequency 

of the array as well as the bandwidth.  

      Keywords : FSS, ESS, metal-fiber composite, radome 

Ⅰ. 서  론

속섬유에 의한 강화 복합재료(metal fiber 

reinforced composite)는 항공우주와 군수분야를 비롯한 

많은 역에서 속을 체하고 있다. 복합재료는 라

스틱, 폴리머, 진, 에폭시 등의 배경물질에 섬유, 입자, 

조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물질과 구성 

물질 그리고 구조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게 달라진

다. 일반 으로 복합재료의 주요한 기계 인 장 으로 

강도 증가, 무게 감소, 환경 항 증가, 열 안정성 증가, 

제조의 용이성 등이 있다. 

복합재료의 기계  특성에 한 연구를 시작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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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기  특성 역시 많은 심을 받고 있다. 특히, 

복합재료에 사용되는 속섬유에 의해 뚜렷하고 조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  분산특성(dielectric dispersion)

을 가지고 작은 농도의 속섬유에도 큰 유 율을 가진

다. 이러한 기  성질은 주 수선택 표면(FSS; 

frequency selective surface), 임피던스 결합층 

(impedance matching layer), 스마트 물질, 메타 물질 

(meta-material)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특

히 FSS의 설계는 이돔의 용을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 FSS의 용도로 사용되는 속섬유 

복합재료를 주 수선택 복합재료(FSC; frequency 

selective composite)이라 불리기도 한다. FSC는 기존의 

주기 인 배열을 가지는 FSS에 비하여 더 넓은 지

역(stop-band)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속섬유 복합재료의 기  특성은 속섬유의 재

(247)



76 금속섬유 복합재료의 부하저항에 따른 분산특성 서동욱

질과 길이, 속섬유들의 방향분포, 배경물질의 재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소를 변

경함에 따라 속섬유 복합재료가 원하는 기  특성

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다. 최근 소개된 능동 

FSS(active FSS) 는 ESS(electromagnetic smart 

screen)는 속섬유의 앙에 Pin 다이오드를 넣어 다

이오드 바이어스 류로 다이오드를 온/오  시킴으로

써 체 복합재료의 기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4～6]. 이러한 ESS는 기존의 FSS와 복합재료의 요 제

한사항인 한 번 만들어 지면 타겟 주 수, 역폭 등과 

같은 기 인 특성을 동조(tuning)를 할 수 없다는 단

을 극복한 것이다.

복합재료에 의한 산란해석은 복합재료를 유효유 율

과 유효투자율을 가지는 물질로 등가화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 이다. 특히, 속섬유 복합재료는 속섬유

에 수직방향인 계에 비해 수평방향의 계에 해 큰 

차이를 가지는 유 상수를 가진다. 복합재료의 유효유

율이나 유효투자율을 계산하기 해 다양한 계산방법

과 시험방법이 발표되었다
[7～10]
. 기존의 계산은 게 모

멘트법(MoM; method of moment)과 결합된 Monte- 

Carlo 시뮬 이션 는 최 화 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 방법은 계산시간이 많이 걸

리고, 해석하고자 하는 속섬유의 개수가 수백 개 이

상인 경우에는 컴퓨터 리소스의 제한으로 계산자체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GEC(generalized 

effective conductor) 방법은 다수의 선형 산란체의 

유효유 율을 계산하고, 유효유 율을 가지는 유효물질

로부터 산란되는 산란 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선형 산란체에 의한 산란 를 비교  정확하고 빠르

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10～11].

본 논문의 목 은 속섬유 복합재료에서 속섬유

의 부하 항이 변화함에 따라 속섬유 복합재료의 

기  특성이 변화되는 것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능동 

FSS 는 ESS의 설계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이다.

Ⅱ. 본  론

1. GEC(generalized effective conductor) 방법과 모델

본 논문에서 2차원의 속섬유 복합재료의 부하 항

에 따라 변화하는 기  특성인 유효유 율과 투과계

수를 수치해석 으로 계산하기 해 GEC 방법을 수정

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GEC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부하 항의 변화를 해석하기 해 GEC 방법을 수정한 

원리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GEC 방법[10~11]

그림 1(a)와 같이 N개의 속섬유가 폭 w, 길이 d, 

두께 h인 직사각형 (slab) 에 랜덤하게 뿌려지고, 

이 에 평면 가 수직으로 입사한다고 가정하자. 단  

평면 가 복합재료 에 수직으로 입사할 때, 속섬유 

복합재료의 유효유 율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첫 번째 아래첨자 p는 산란 의 편 를, 두 

번째 아래첨자는 입사 의 편 를 의미한다. 와 λ는 

자유공간의 고유임피던스와 배경물질의 장이다. ρ는 

속섬유의 평균 도로 단  부피당 속섬유의 개수이

다. 그림 1(b)와 같이    방향을 가지는 속섬유

에 q-편 의 평면 가   방향으로 입사하는 경우, 

속섬유에 유도된 류가 
  방향으로 p-편 의 

산란 를 생성한다. p 방향으로 유도된 류성분을 실

제 류성분 라 정의한다. 여기서 θ와 φ는 

그림 1(b)에 나타낸 속섬유의 천정각과 방 각을 의

미한다. 유효평균 류 는 실제 류성분 

(a)                        (b)

그림 1. w×d×h m3를 가지는 속섬유 복합재료 과 

한 개의 속섬유의 구조 (a) N개의 속섬유를 

가지는 2차원 속섬유 복합재료 , (b) θ=90°, 

임의의 φ의 방향과 길이 l을 가지는 단일 속

섬유

Fig. 1. Geometry of a single fiber and fiber composite 

slab with w×d×h m3 (a) 2D fiber composite slab 

with N fibers, (b) orientation and length of a 

single fiber with θ=90° for the 2D fiber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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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 평균값으로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2)

여기서 Ω는 입체각(solid angle)이고, W(θ,φ)는 확률

도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형태의 가

함수로 속섬유의 방향분포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

서는 속섬유가 xy평면과 평행한 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1(b)와 같이 속섬유의 천정각 θ는 90°로 

고정되어 있다. 속섬유의 방향이 균등분포로 x, y 방

향으로 동일한 확률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와 정렬된 경

우 W(θ,φ)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3)

    
   (4)

여기서 δ는 디락델타함수(Dirac delta function)이다.

입사 와 산란  정보를 포함하는 실제 류성분 

를 계산하기 해서 MoM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5)

여기서 Z는 하나의 선에 한 임피던스 행렬이고, 윗

첨자 T는 치연산자(transpose operator)이다. R과 V는 

각각 측정벡터와 여기벡터이다[11].

나. GEC 방법의 수정 및 적용

기존의 GEC방법은 부하 항이 없는 선형 산란체

에 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용하고자 

하는 선형 산란체인 속섬유는 부하 항이 있는 경

우이므로 GEC 방법을 그 로 용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부하 항이 있는 단일 는 다수의 선형 산란체

를 해석하기 한 몇 가지 기법이 있다[12～15]. GEC 

방법의 경우 실제 류성분을 계산하기 해 식 (5)와 

같이 MoM을 사용한다. 따라서 부하 항이 있는 선

형 산란체를 계산하기 한 방법  MoM 기반의 방법

을 사용하여 식 (5)를 변경하도록 한다. 

산란체에 항성분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6)

이 식을 입사 와 산란 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7)

방사 분을 사용하여 산란 를 류성분에 한 표

으로 변경하고 측 을 선형 산란체의 표면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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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 (8)은 완 도체(PEC; perfect electric conductor)

에 한 EFIE(electric field integral equation)에 간단히 


   항을 더한 형태이다. 여기에 Galerkin 방법을 

사용하여 해를 풀기 해 테스트함수를 양변에 곱하고 

분하면 다음과 같이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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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식은 다음과 같은 선형 방정식의 시스템으로 정

리된다[12, 16].

     (10)

여기서 Z는 부하 항이 있는 선형 산란체의 일반

인 N×N  임피던스 행렬이고, N은 미지수의 개수이

다. I는 류의 미지수 확장 계수로 표 되는 N-벡터

이다. V는 식 (5)와 동일한 여기벡터이다. Z0는 부하가 

없는 선형 산란체의 임피던스 행렬이고, ZL은 부하를 

의미하는 각행렬으로 다음과 같다.

 


∙   (11)

여기서 와 
은 각각 기 함수와 테스트 함수이

고 n번 째 세그먼트와 m번 째 세그먼트에서만 의미있

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m과 n이 다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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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금속섬유 복합재료의 부하저항에 따른 분산특성 서동욱

이 0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식 (11)은 각행렬의 형태

를 가진다.

지 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부하 항을 의미하는 임

피던스행렬인 식 (11)을 계산하고, 이 결과를 식 (10)에

서 기존의 임피던스 행렬과 더함으로써 새로운 임피던

스 행렬을 정의하 다. 새롭게 구한 임피던스 행렬을 

식 (5)를 통해 GEC방법에 용함으로써 부하 항을 가

지는 선형 산란체에 유도되는 실제 류성분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부하 항을 가지는 다수의 선형 산

란체들의 집합인 속섬유 복합재료의 부하에 따른 

기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다. 해석모델

앞에서 그림 1(b)와 같이 부하 항이 없는 단일 속

섬유의 구조에 해 살펴보았다. 부하 항은 선형 산

란체에 어느 곳에도 치할 수 있다. 하지만 반 장 다

이폴과 같은 선형태의 안테나의 경우에는 부하 항을 

의미하는 feed가 앙에 치하며, 앞에서 언 한 ESS 

는 능동 FSS를 구 한 연구들[4～6, 12～14]이 산란

체의 앙에 부하 항을 치시킨다. 이러한 이유는 해

석과 제작상의 용이함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도 부하

항을 그림 2(a)와 같이 산란체의 앙에 치시키는 것

으로 가정한다.

부하 항이 있는 선형 산란체 집합의 유효유 율

과 투과계수를 구하기 해서 수정된 GEC 방법을 용

할 때 우선 식 (5)의 실제 류성분이 MoM에 용하는 

경우 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어야 한다. MoM을 선형 

(a)                       (b)

그림 2. 부하를 가지는 속섬유의 개략도 (a) 산란체 

심에 부하 항을 가지는 선형 산란체, (b) 

MoM 용을 해 세그먼트로 나눠진 선형 

산란체의 구조

Fig. 2. Geometry of a metal-fiber with load impedance 

(a) load impedance in the center of wire 

scatterer, (b) wire scatterers separated by 

segments.

산란체에 용하는 경우 그림 2(b)와 같이 선을 세그

먼트들로 나 다. 이 때 선형 산란체의 심에 치

한 세그먼트 한 곳에만 부하 항 ZL이 직렬으로 연결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부하 항이 선형 산란체의 

심에 치시키기 해 해석 시 세그먼트 개수 N은 항

상 홀수가 되도록 한다. 따라서 식 (10)의 부하 임피던

스 행렬 ZL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12)

해석하고자 하는 개별 속섬유의 길이 l은 1 cm, 

속섬유의 단면의 폭 2a는 1/100 cm로 설정하 다. 지

까지 살펴본 해석 구조는 단일 선형 산란체인 단일 

속섬유이며, 배경물질과 다수의 선형 산란체 집합

인 복합재료의 해석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균등랜덤 모

델과 정렬된 모델 2가지이다. 그림 3(a)의 랜덤모델의 

경우 속섬유의 방 각 φ가 이 0∼360° 범 에서 균등

랜덤 발생기로부터 얻어진 방향을 가진다. 이 때의 

속섬유의 방향분포를 의미하는 가 함수는 식 (3)과 같

다. 그림 3(b)의 정렬된 모델은 모든 속섬유가 x 축과 

평행한 방향을 가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렬된 모델의 

가 함수는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해석하기 해 필요한 추가 라미터로 배경물질의 

두께 h는 0.1 mm이고, 속섬유의 도는 1.27 

fibers/cm2으로 약 1 %의 값을 가지도록 하 다.

(a)                          (b)

그림 3. 해석 속섬유 복합재료 모델 

(a) 균등랜덤 모델, (b) 정렬된 모델

Fig. 3. Analysis models (a) uniform random model 

(b) aligned model.

2. 결과 및 논의

앞에서 살펴본 해석 모델에 해 수정된 GEC 방법

을 용하여 1 GHz에서 40 GHz까지 1 GHz 단 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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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부하 항이 없는 경우 랜덤모델과 정렬된 모델

의 계산결과와 측정결과의 비교 (a) 속섬유 

복합재료의 유효유 율의 실수부, (b) 허수부

Fig. 4. Effective permittivity of the uniform random and 

aligned model (a) real part (b) imaginary part.

일 부하에 따른 속섬유 복합재료의 유효유 율과 투

과계수를 계산하 다.

그림 4는 부하 항이 없는 속섬유 복합재료의 유

효유 율의 계산결과와 기존 논문[10]의 측정결과를 실

수부와 허수부로 나 어 나타낸 것이다. 우선,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된 GEC 계산결과가 유효유 율의 실

수부와 허수부 모두에 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랜덤모델의 유효유 율이 정렬된 모델의 

유효유 율 보다 크기가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랜덤모델의 유효유 율이 정렬된 모델의 경우보다 공기 

의 유효유 율인 1.0+j0.0의 값에 더 가깝다. 이것은 

입사 의 편 와 동일한 방향의 성분이 정렬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효유 율의 실수부와 허수부는 약 13 

(a)

(b)

그림 5. 부하 항에 따른 랜덤모델 유효유 율 계산결

과 (a) 유효유 율의 실수부, (b) 허수부

Fig. 5. Effective permittivity of the uniform random 

model with respect to loading impedance 

(a) real part (b) imaginary part.

GHz에서 0의 값과 최 값을 각각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주 수가 배경물질에서의 속섬유의 공진주

수이다. 

그림 5는 랜덤모델의 속섬유의 부하 항을 0 Ω, 

200 Ω, 100 kΩ인 경우 x 방향과 y 방향의 유효유 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5(a)에서 부하 항이 증가할수록 

유효유 율 실수부가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격히 

변화하는 주 수 지 이 약 13 GHz에서 약 25 GHz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하 항이 증가할

수록 유 율의 변화폭은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림 5(b)에서도 유효유 율의 허수부가 최 치를 가지는 

주 수가 부하 항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반면에 최

치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하 항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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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부하 항에 따른 정렬된 모델의 투과계수 계산

결과 (a) x 방향 편 에 의한 투과계수, 

(b) y 방향 편 에 의한 투과계수

Fig. 6. Transmission coefficient of the aligned model 

with respect to loading impedance for 

(a) x-direction polarization 

(b) y-direction polarization.

가할수록 유효유 율의 실수부 변화폭이 어들고, 허

수부의 최 값이 어드는 이유는 입사 가 속섬유에 

입사 후 재방사되는 것보다 항에 의해 산란체에 필드

가 집 되고 소모되기 때문이다. 

수정된 GEC 방법의 계산결과는 식 (1)과 같은 복합

재료의 유효유 율이다. 이를 실제 이돔과 같은 응용

사례에 사용하기 해서 투과계수(transmission 

coefficient)를 통해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

효유 율과 복합재료의 두께를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

은 식으로 투과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17].

 
 







   

  



 




(13)

그림 6은 정렬된 모델을 부하 항에 따라 유효유

율을 계산 후 식 (13)을 사용하여 투과계수를 얻은 결

과이다. 그림 6(a)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하 항이 0 Ω

인 경우 공진주 수가 약 13 GHz이고, 부하 항이 200 

Ω인 경우 공진주 수가 증가하여 약 20 GHz, 그리고 

부하 항이 가장 큰 100 kΩ인 경우에는 부하 항이 0 

Ω인 경우에 보다 약 2배 높은 26 GHz에 공진주 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진주 수가 약 

2배 증가하는 이유는 100 kΩ의 부하 항은 기 으로 

매우 큰 값으로 1 cm의 속섬유보다는 0.5 cm의 속

섬유 2개인 것처럼 기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부하 항이 증가할수록 넓은 주 수 

범 를 통과시키지만 공진주 수에서의 투과양은 크게 

어든다는 이다. 그림 6(b)는 y 방향으로의 투과계수

로 입사 의 크기가 1이고 y-편 를 가지고 복합재료에 

입사한 경우 y-편 를 가지는 투과 의 크기를 의미한

다. 그림 6의 해석모델은 x 방향으로 정렬된 모델으로 

속섬유가 y 방향을 가지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 투과시켜 투과계수가 1.0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EC 방법을 기반으로 수정하여 2D 

속섬유 복합재료의 부하 항에 따른 유효유 율과 투

과계수의 변화 특성을 계산하고 이를 분석하 다. 메타

물질의 좁은 역폭 특성에 비해 부하 항을 사용하면, 

투과특성은 작지만 역의 주 수 특성을 구 할 수 

있음을 계산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계산 결과

는 이돔 설계와 같은 국방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것

으로 상된다. 특히, 부하 임피던스가 항성분만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 용량(capacitance)나 유도용량

(inductance)이 있는 경우에 한 향 분석을 통해 부

하 항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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