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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등과같은스
마트 모바일 기기의 기능과 작동 속도, 휴대의 용이
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들 기기는 점차 기능 복합화, 대용량화, 고속화 등
에 초점을 맞추어 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회
로의 초고속 신호 전송 처리, 저전압 대전류 구동 기
술 등의 급속한 발전과 기기의 경박 단소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고밀도 실장에 의한 기기 내부에서의 전

자기 노이즈 간섭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 영상 품질에 대한 사
용자들의 높은 기대치로 인하여 신호 품질의 확보와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소형 디
지털 전자기기 내에 고밀도로 실장된 전자 부품들과

배선들 간에 발생하는 준 마이크로파 대역의 전자기

간섭 문제(EMI)는 소형 전자기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스마트폰을 필두로 소형 전자기기에서 사용

하는 전자기 신호의 주파수 대역이 수 GHz 이상의
고주파 영역까지 올라감에 따라 데이터 신호나 고조

파 성분의 파장이 회로 패턴과 유사한 수준이 되어, 
종래의 노이즈 필터나 페라이트 비드와 같은 집중

정수 노이즈 대책 부품만으로는 노이즈 문제를 충분

히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노이즈 대책
부품으로 주로 사용되던 페라이트 소재의 경우, 
GHz 이상의 대역에서는 투자율이 낮아져 노이즈 대
책 부품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이 매우 얇

은 두께를 갖는 소형 전자기기 내에서 노이즈 대책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파원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초근역장에서 발생한 고

주파 전도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임피던스가 매우 낮은

자계 성분이 강한 전자파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

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형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전도

노이즈 문제 해결에 적합한 대책 소재로서 준 마이

크로파 대역에서 자성 손실(magnetic loss)이 큰 편평
상의 연자성 금속 분말과 유연성이 뛰어난 고분자

소재로 구성된 새로운 전자파 흡수 원리를 이용한

노이즈 억제용 연자성 금속 /고무 복합 시트(이후

[그림 1] 파원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른 파동 임피던스
와 노이즈 억제시트의 작용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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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성 복합 시트로 표기함)가 개발되었으며, 소형
디지털 전자기기의 준 마이크로파 대역 노이즈를 해

결하는 용도로서 사용이 확대되어 왔다.[1],[2]

본고에서는 고주파 대역용 자성 재료의 물성, 전
자파 흡수 원리, 연자성 복합 시트의 설계 개념과 구
조적인 특징을 기술하고, 아울러 고주파 회로에서의
노이즈 억제 원리와 응용 및 본 소재의 기술 개발 동

향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EMC 분야의 연구자나
관련 엔지니어들이 연자성 복합 시트의 재료적인 구

성과 작용 원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여 회로 설

계의 최적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EMC 문제를 본 소
재를 적절히 사용하여 해결하도록 돕는데 있다.

Ⅱ. 강자성체의 자화 거동과 노이즈 억제 원리

2-1 강자성체의 자화 거동

노이즈 대책 부품들 중 인덕터용 자성 재료로는

스피넬계 페라이트가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스피
넬계 페라이트 중 하나인 Ni-Zn 페라이트는 값싼 산
화철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제조 공정의 난이도 또
한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며, MHz 대역에
서 우수한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적층형 칩 인

덕터나 칩 비드 등의 노이즈 대책 부품 소재로 널리

활용된다.
스피넬 페라이트는 자성 재료의 분류상 결정 구

조 내에 서로 다른 크기의 자기 모멘트가 반대 방향

으로 배향되어 있는 페리 자성체에 속한다. 산소 이
온이 면심입방 구조(FCC)로 불리는 조밀 충전 구조
를 하고 있으며, 산소 이온 사이의 빈 자리 중 사면
체 자리(A site)와 팔면체 자리(B site)의 일부가 양이
온으로 채워져 있다. A site와 B site를 채우고 있는
양이온들의 자기 모멘트는 서로 반대지만, 그 크기
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A site와 B site 간에 상쇄되고, 
남은 순자기 모멘트(net magnetic moment)가 존재하
여 자발자화가 일어나 전체적으로는 강자성체와 유

사한 자화 거동이 나타내게 된다[3]. 페라이트는 산화
물이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높아 고주파에서도 와전

류가흐르지않고손실발생이적어, 고주파디바이스
용 재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페라이트도 GHz 
대역에서는 Snock의 한계치로 인하여 주파수의 증가
와 함께 자성 재료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4],[5].
본 절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강자성 재료는 외부

자장에의해쉽게자화나탈자가일어나지않아영구

자석 재료로 사용되는 경자성 재료와 작은 외부 자

장에서도 쉽게 자화나 탈자가 일어나는 연자성 재료

로 나눌 수 있다. 연자성 금속 재료는 전기저항이 낮
아 와전류에 의한 손실이 쉽게 발생하여 고주파에서

는 이용하기 어렵다. [그림 2]에 강자성체의 자화 과

정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강자성 소
재는 자발적으로 자화되어 있는 작은 자구(magnetic 
domain)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자구는 완전
히 포화 자화된 미소 자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
지만 외부 자장이 없는 상태에서 강자성 재료 내부

의 자구들은 정자기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그림과

같이 무질서하게 배향되어 전체적으로 소재의 순자

화 값은 모두 상쇄되어 재료로부터 발산하는 자계가

검출되지 않는다(a). 강자성체에 자계 H를 인가하며, 
자계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내부의 자구들의 자벽의

이동과 자화 방향의 회전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외부

자장과같은 방향으로 배향되고, 그때의자화의 값을 
포화자화 Ms(b)라고정의한다. 포화된상태로부터외
부 자기장을 줄여 외부 자계가 영(H=0)이 되어도 강
자성체의자화는 영(M≠0)이되지않으며, 잔류 자화
(Mr)를 갖는다(c). 이후 역방향으로 자계를 가하면

자화가 감소하며, 보자력(Hc)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
계를 가해야 자화가 영(M=0)이 된다(d). 역방향 자계
를계속 증가시키면역방향으로포화되고(e), 이후 역
자계를 감소시키면 잔류 자화에 이르고(f), 이후 다
시 자계를 반전시켜 가하면 다시 자화가 영(M=0)이
되며(g), 계속 같은 방향으로 자계를 증가시키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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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된다(b). 이곡선을자기이력곡선(magnetic hys- 
terisis curve)이라고 한다. 경자성 재료는 잔류 자화
나 보자력이 크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

이 넓으며, 연자성 재료는 보자력이 거의 영((Hc≃0)
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6].

2-2 연자성 재료의 투자율과 노이즈 억제 원리

앞에서 설명한 보자력이 매우 작은 연자성 재료

의 경우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자계를 따라서 재료

내부의 자구들의 배향이 매우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자성 재료에 비하여 훨씬 높은 투자율을 가지며, 
시간에 따라 방향이 변하는 교류 자계 하에서도 [그

림 2]에서 설명한 것 같은 자화의 반전이 쉽게 일어

날 수 있다. [그림 3]에 보자력이 낮은 연자성 재료

에 교류 자계가 인가되는 경우, 주파수에 따른 재료
내 자구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낮은주파수의교류자계하에연자성재료가

놓일 경우, 내부의 자구(미소 자석)들의 자화 방향도
변화하는 외부 자계를 따라 부지런히 반전하며 배향

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의 자구의 방향은 모두
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배향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주파수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외부 자계의

[그림 2] 강자성 재료의자기이력곡선(hysteresis curve)

[그림 3] 교류 자계 내에서 주파수에 따른 자구들의
배향 거동

변화와 연자성체의 자화 방향 변화 사이에는 시간적

지연에 의한 위상차가 생기게 되어, 자화 방향이 외
부 자계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자구가 생기게 된

다. 교류 자계의 주파수가 매우 높을 경우, 자구의
회전이 자계의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자구
들의 자화 방향이 자화 방향과 관계없이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자성 재료로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고주파 교류
자계 하에 놓여있는 연자성 재료의 투자율을 시간적

지연에 의한 위상 지연 항을 고려하면 식 (1)처럼 나
타낼 수 있다.

 


 

   

 

  

 

 cos  

 sin

 ′ ″ (1)

[그림 4]에 대표적인 Ni-Zn 페라이트의 투자율 스
펙트럼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외부 자계의 주파수가 증가하면 투자율 ′은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는일정한값을 가지지만, 주파
수가 증가하면 점차 감소하여 진공의 투자율 (=1)

과 같아지며, 투자율 ″은 투자율 ′이 감소함과
동시에 증가하여 특정 주파수에서 완만한 피크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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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표적인 Ni-Zn 페라이트의 주파수에 따른
투자율 스펙트럼

리게 된다. 이와 같이 주파수의 증가와 함께 ′는
감소하고 ″가 증가하는 것은 위의 [그림 3]에서

설명했듯이 내부의 자구들의 배향 방향이 외부 자계

의 변화 속도를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지 못하게 되

어 투자율이 점차 감소하며, 이 과정에서 연자성 복
합 소재 내부에는 전기적인 저항이 발생하게 되어

전자파의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 흡수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것은 초고주파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림 5]는 임의의 복소 투자율을 갖는

자성 재료 내에 입사된 전자파의 감쇄 거동과 재료

의 복소 투자율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전자파
의 매질 내에서의 감쇠는 재료의 도전율, 복소 투자
율, 복소 유전율에 영향을 받는데, 자성 재료의 경우, 
복소 투자율의 실효 투자율(′)은 위상 상수(phase 

constant, )에 비례하고, 도전율과 허수 투자율(″ )

은 전자기 에너지의 감쇄 상수(attenuation constant, 
)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허수 투자율이 클수록
감쇄 상수 가 커지게 된다. 결국 매질 내로 들어온
전자파의 에너지는 식 (2)에 의해 매질의 허수 투자
율(″ )이 큰 값을 가질수록 전자파의 감쇠가 크게

일어나, 전자파의 에너지의 흡수가 크게 일어나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5] 자성 재료 내에 입사된 전자파의 감쇄 거동
과 복소 투자율과의 관계

    (2)

Ⅲ. 연자성 금속 복합 재료의 구조 설계

앞에서 기술된 것처럼 최근 휴대용 전자기기에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집적 반도체 소자가 탑재되는 추세이며, 이로 인
하여 발생하는 높은 주파수의 전자기 노이즈를 줄이

기 위해 자기 손실을 이용한 연자성 복합 시트의 사

용이 전에 비해 늘고 있다. [그림 6]은 연자성 복합

시트에 입사되는 전자파 흡수 과정을 개념적으로 표

현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한 전자파
흡수형 노이즈 억제 소재로 사용되기 위하여, 먼저
재료의 표면으로 입사되어 들어오는 전자파의 반사

를 가능한 줄여 대부분의 전자파가 소재 내부로 들

어가도록 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반사되지 않고 재
료 내부로 들어온 전자파 에너지의 열에너지 전환

효율을 가능한 높여야 한다. 전자파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원리는 전송 선로를 따라 흐르는 전도 노

이즈에 등가적인 저항 성분을 부여함으로 이루어지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때 등가 저항의 크
기는 자기 손실항 ″ 의 크기와 자성체의 부피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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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성체 내부에서의 전자파 에너지의 흡수
개념

례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이 협소한 소형 단말기의
공간 내에서 노이즈 억제 효과가 우수한 자성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허수 투자율(″ )의

성능을 갖는 소재가 필요하며, 동시에 표면에서의

전자파의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체적 저항을

가능한 높여 주어야 한다. ′=M/H이므로, 투자율(µ)
을 높이기 위해서는 페라이트에 비해 포화 자화(Ms)
의 값이 2배 이상 큰 퍼멀로이나 샌더스트 같은 금
속 자성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수
십∼수백 µm 크기의 벌크 금속 자성 재료의 경우, 
와전류 손실이 쉽게 발생하여 높은 주파수에서 사용

이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주파수 특성을 갖는 자성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와전류 손실이 가능한 일

어나지 않도록 입자의 크기를 소재의 고유 전자파

침투 깊이(skin depth) 수준으로 줄이고, 고무와 같이
전기 절연성이 우수한 고분자 소재와 복합화하여 재

료의 체적 저항을 높여야 한다.[7],[8]

이러한 조건의 자성 재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자성 합금 중 재료의 전기 저항이 비교적 큰

샌더스트로 알려진 FeSiAl 합금의 금속 분말을 미세
단조(micro forging)라고 하는 가공 기술에 의해 편평
상(flake type) 형태로 가공해야 하는데, [그림 7]은미
세 단조를위해사용된 FeSiAl 합금의원료분말[그림
7] (a)와 미세 단조 공정을 통해 변형된 분말[그림 7] 

(b)의 SEM 사진이다. 사진에서볼 수있듯이직경 20
∼60 µm 구형의 원료 분말(a)이 미세 단조 공정을 통
해 두께 2∼4 µm, 직경 20∼80 µm의큰형상비(aspect 
ratio)를 갖는 편평상 분말로 변형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같이 미세 가공된 편평상 분말들을 전기적
으로 절연시키기 위하여 비저항이 매우 높은 고분자

소재 내에 고밀도 혼합 분산시켜 전기적인 고립을

시킴으로써 체적 저항 108Ωcm 이상의 높은 절연 저
항을 가지며, 유연성이 뛰어난 연자성 복합소재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를 따라 구현된 연자성

(a) 가공 전 분말

(b) 가공 후 분말

[그림 7] EMI 노이즈 억제용 자성 복합 시트의 원료
분말과 미세가공 후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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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소재의 경우, 와전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손실 없이 일정한 크기의 실효 투자율(′ )을 갖는
주파수 영역을 MHz 대역까지 개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파 흡수 현상이 나타나는 허수 투자율(″ )
을 GHz 대역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그림 8]은 이런 재료적 관점의 설계를 따라 실제

제조된 연자성 복합 시트(두께 100 µm)의 SEM 단면
사진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편평상의 금
속 분말들이 필름의 면을 따라 평행하게 매우 잘 배

향되어 있으며, 이 때 각 금속 편평상 분말들은 고무
와 같은 고분자 소재에 의해 분리되어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그림 9]는 상용화된 연자성 복합

시트의 실제 사진 및 제품의 층간 구조를 나타낸 개

략도이다. 거의 대부분 연자성 복합 소재의 경우, 시
트 형태로 가공되며, 소재의 하부에는 감압형 점착
필름이 적층되어 있어 전자파의 억제가 필요한 부분

에 쉽게 부착될 수 있다. 사용되는 제품의 두께 범위
는 0.03∼1.0 mm 정도이나, 스마트 모바일 전자기기
의 경우, 기구적인 이유로 대부분 0.1 mm 이하의 제
품들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0]은 실제
상용화된 금속 연자성 복합 필름의 주파수에 따른

복소 투자율의 변화를 제품의 성능별로 비교한 것인

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림에서 볼 수 있

[그림 8] 연자성금속/고무복합시트파단면의 SEM 사진

[그림 9] 연자성 복합 시트의 형상 및 제품 구조도

[그림 10] 성능이 다른 연자성 복합 시트의 주파수에
따른 투자율 스팩트럼

듯이 초기 실효 투자율(′  at 1 MHz)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후 실효 투자율의 감소와 함께 발생하는

허수 투자율(″ ) 피크(peak)의 크기도 커서 그만큼
노이즈 억제 성능이 좋을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반
면에 실효 투자율이 낮은 시트일수록 더 높은 주파

수까지 투자율의 저하 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통상 연자
성 복합 시트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1 MHz에
서의 실효 투자율(′)이 사용되고 있다.

Ⅳ. 복합 자성 소재의 근역장 노이즈

억제 효과

각종 소형 전자기기의 회로에서 발생한 전자파

노이즈의 발생원이나 전달 경로 등에 연자성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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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를 위치시킴으로써 노이즈의 방사나 전달을 억

제시킬 수 있다. 근역장 영역의 노이즈 억제 효율은
연자성 복합 시트의 허수 투자율(″ )이 크고 두께

가 두꺼울수록 증가하고, 노이즈의 파장이 커질수록
억제 효과는 줄어든다. 한편, 연자성 금속 복합 시트
가 소형 전자기기 내에서 사용되는 유형은 크게 신

호 케이블 등의 전도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한 것과

부품이나 회로선으로부터의 방사 노이즈를 억제하

는 것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적용 유형에 따
른 근역장 노이즈 억제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IEC 
62333-2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는 표
준화된 방법을 통해 평가한 연자성 복합 시트의 근

역장 노이즈 억제 효과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4-1 전도 노이즈 억제 효과

전송 선로를 분포 정수 회로로 보면 파장 λ의 전

송 선로에 상당하는 등가회로를 [그림 11] (a)와 같이 
나타낼수있으며, 이전송선로위에자성손실을갖
는 소재를 올려놓으면 전송 선로는 자성체와의 유도

결합에의해 [그림 11] (a)의직렬저항  및병렬컨

덕턴스 는 자성체의 손실성 투자율 ″의 크기와
주파수에 의존하여 [그림 11] (b)의 ′  및 ′로 변
화한다. 이러한 등가 저항에 의해 전기적인 에너지
가 Joule 열로 소비되는데, IEC 62333-2에 표준화된
전도 노이즈 억제 효과의 평가 방법을 개략도로 [그

림 12]에 나타내었다. 이때의 손실의 크기는 전송 특
성 (반사 파라미터 S11 및 투과 파라미터 S21)의 변화
로부터 손실량 /은 다음과 같은 식 (3)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반사계수, 는 투과계수이다. [그림
13]의 (a)와 (b)는 투자율과 두께에 따른 전도 노이즈

(a) 금속 자성 복합 시트가
없는 경우

(b) 금속 자성 복합 시트가
있는 경우

[그림 11] 마이크로스트립 라인의 등가회로. 

[그림 12] Micro strip line을 이용한 전력 손실 측정 개
략도

억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용화된 연자성 금

속복합 시트를마이크로스트립 라인위에 올려놓고, 
100 MHz부터 6 GHz까지의 전력 손실(/)을 

측정한결과이다. 10 % 이상의전력손실이일어나는 
주파수를 필터링 주파수(cut off frequency)라고 가정
할 때 [그림 13] (a)에서 볼 수 있듯이 실효 투자율
(′)이 60, 100, 180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터링 주파

수는 각각 370, 300, 200 MHz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이고, 세 가지 시트 모두 필터링 주파수 이후부터 주
파수의 증가에 따른 전력 손실의 증가폭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에
서 투자율이 높을수록 전력 손실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3] (b)는 투자율(′) 100인

자성 복합 시트의 두께에 따른 전력 손실의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써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투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5卷 第1號 2014年 1月

47

(a) 투자율의 변화 효과(t=0.1 mm)

 

(b) 두께의 변화 효과 (′=100)

[그림 13] 마이크로스트립 라인법에 의한 전도 노이즈 억제 효과.

자율의 시트에서는 시트의 두께 변화가 필터링 주파

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필터링 주파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시트의 두께가

아니라 복소 투자율임을 의미하며, 복합 자성 시트
가 전송 선로를 따라 흐르는 고주파 전류를 제거하

는 Low Pass Filter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 전력 손실(/)은 자성 시트의 투자율 허

수와 두께 및 주파수에 비례하며, 전송 손실에 영향
을 주는 인자들의 관계를 식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Ploss / Pin ∝ ‧ ′′ ‧  ‧  (4)
(m은 전송 선로와 자성체의 유도 결합 계수)

4-2 방사 노이즈 억제 효과

소형 전자기기 내부의 신호선이나 IC로부터 방사
되는 고주파 자계 성분에 의해 인접한 신호선이나

소자에 유도 결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근역장 방사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해 자성 복합 시

트가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복합 시트에 의
한 근역장 방사 노이즈의 억제 효과를 평가하는 방

법으로 표준화된 마이크로 루프 안테나법의 개략도

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이 방법은 노이즈 원과
검출용으로 두 개의 1.5 mm의 마이크로 루프 안테
나를 사용하며, 평행하게 위치한 두 루프 안테나 배
면에 측정시료를 위치시켜 측정하는 intra-decoupling 
ratio와 두 루프 안테나 사이에 측정 시료를 위치시
켜 측정하는 inter-decoupling ratio로 구분된다. [그림
14]는 이 중 inter-decoupling ratio 측정시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Inter-decoupling ratio(Rde)는 하
기와 같은 수식에 의해 계산된다.

 or      (5)

은 측정 시료가 없을 경우, 은 측정 시료

를삽입한경우의투과파라미터를의미하므로, Inter- 
decoupling ratio(Rde)는 측정 시료가 교류 자기장의 투
과를 방해하는 정도, 즉 근역장 내 노이즈의 차폐율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방법으로 100 MHz에
서 1 GHz까지의 주파수 범위에서 자성 복합 시트
(100 mm × 100 mm × 0.5 mm)의 투과 손실을 측정하
여 [그림 15]의 (a)와 (b)에 나타내었다. [그림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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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자율의 변화 효과(t=0.1 mm)

 

(b) 두께의 변화 효과(′=100) 

[그림 15] 마이크로 루프 안테나법에 의한 방사 노이즈 억제 효과. 

[그림 14] 루프 안테나법에 의한 투과 손실 측정 시스
템 개략도

나타난 데이터를 통해 실효 투자율(′)이 높을수록, 

혹은 두께가 증가할수록 S21의 절대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21의 절대 값은 [그림

15]의 (a)와 (b) 경우, 모두 100 MHz 대역에서부터 1
GHz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21은 입사파가 연자성 복합

시트에 의해 차폐되거나, 시트를 투과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것을 의미하며, 입사파가 근역장 내의 교류
자기장임을 고려할 때 자성 복합 시트의 실효 투자

율(′)에 의한 자기장 차폐나 허수 투자율(″ )에

의한 자기 손실 효과에 의해 차폐효율이 감소한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자성 복합 시트의 복소 투자율(′ , ″ )이 모두

100 MHz로부터 1 GHz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림 15]의 Inter-decoupling 
ratio S21(Rde)이 주파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것은
실효 투자율(′)과 허수 투자율(″ ) 두 인자 모두

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연자성 금속 복합 자성 시트의 응용 예

연자성 복합 시트는 최근 여러 종류의 소형 전자

기기에 사용되고 있는데,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
어 응용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의 스마트폰
은 인터넷 접속을 위한 단말기, 디지털 카메라, 캠코
더, TV, 3D 게임기 등 많은 기기들이 각자 수행하던
역할을 통합하고, 휴대성을 부여한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볼 수 있으며, 전화 통화라는 본래의 역
할은 스마트폰 기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양
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수 GHz로 동작하는 LS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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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GB의 메모리 등 PC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준의
하드웨어들이 얇고 가벼운 휴대용 플랫폼 안에 고밀

도로 집적되면서, 전파 노이즈 발생원도 과거에 비
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회로
로부터 발생된 고조파 성분의 노이즈가 있을 경우, 
이러한 노이즈는 액정 디스플레이와 본체 기판을 접

속하는 케이블에 전도될 수 있고, 이 전도 노이즈는
다시 RF 회로 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자
성 복합 필름을 신호 케이블에 부착하는 것에 의해

전자 노이즈를 억제시켜 수신 감도를 향상시키는 목

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5]는 이 같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노이즈 방사 회로를 구

성하고, 그 회로 위에 연자성 복합 시트를 장착하기
전과 후의 노이즈의 레벨을 전파 암실(3 m법)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동작 주파수 25 MHz의 IC를 이용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고조파가 방사됨을 알 수 있

는데, 실효 투자율(′ ) 40과 60인 두 가지 종류의 연
자성 복합 시트를 신호선 위에 각각 올려놓고 측정

한 결과, 100∼1,000 MHz에서 노이즈의 방사가 억제
되는 효과가 일어남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효 투자율(′ ) 40인 자성 복합 시트를 올려놓은

경우(b)보다 실효 투자율(′ ) 60의 복합 시트를 올려
놓은 경우(c), 노이즈의 억제 효과가 다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OLED의
후면이나, 플랫 케이블, LSI의 상부 등에 부착함으로
서 디지털 회로로부터 방사 노이즈나 전도 노이즈를

억제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의 동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거나 통화를 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어폰 케이블이 외부 전
자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로 작용하여 외부에서 들어

온 노이즈가 이어폰 케이블을 통해 전도되어 휴대전

화 단말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어폰 케이블이 노이즈 전도의
매체로써 작용하는 경우, 복합 자성 필름을 일부 감
아주어 고주파에서의 임피던스를 증가시킴으로 고주

파 노이즈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가정하여 연자성

(a) 노이즈 발생 회로

(b) 시트 투자율 40(′=40)

(c) 시트 투자율 60(′=60)

[그림 16] 2종류 연자성 금속 복합 시트의 투자율 변
화에 대한 방사 노이즈 억제 효과.

복합 자성 시트의 응용 가능한 예를 설명하였는데, 
정리하면자성복합시트는전계보다자계성분이 강

한 근역장 고주파 노이즈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며, 
노이즈 억제 효과는 10 MHz∼3 GHz 범위에서 발휘
된다. 또한 초기 실효 투자율(∼1 MHz 이하)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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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노이즈 억제 효과가 우수

하므로, 노이즈를 억제하고자 하는 위치의 공간과

주파수 등을 고려하여 초기 실효 투자율과 두께를

적절히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연자성 복합 시트의 개발 동향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노이즈 억제용 연자성 복

합 시트는 초기 투자율이 높을수록 자성 손실이 크

고, 노이즈 억제 효과가 우수하다. 또한 투자율이 높
을수록 사용하는 복합 시트의 두께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얇고 투자율이 높은 노이즈 억제용 자성 복합 시트

의 사용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각 노이즈 억
제용 자성 복합 시트의 제조사들은 투자율을 향상시

키고, 보다 얇은 두께의 복합 시트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자성 복합 시트의 투자
율을 결정하는 연자성 금속 편평상 분말의 자기적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연구 및 편평상의 분말을 얇은

시트 내에 고밀도 분산 배향시키는 제조 공정의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3
년부터 노이즈 억제용 편평상 분말과 자성 복합 시

트의 개발이 진행되어, 현재 1 MHz 기준으로 230 이
상의 실효 투자율( ′ )을 구현할 수 있는 연자성 복
합 시트와 25 µm 수준의 두께까지 박형화하면서도
표면 및 두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무기 복합

체 제조 기술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측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기
전자기기의 고속화 고집적화의 진행으로 노이즈 규

격의 주파수가 향후 18 GHz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MHz 대역뿐 아니라 수 GHz에 이르는 고
주파 대역까지 노이즈 억제 기능을 유지하는 광대역

노이즈 억제 시트가 요구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점
차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유

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자기적 특성과

난연성, 신뢰성을 갖는 자성 복합 시트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Ⅶ. 결  론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 PC 등과 같은 소형 전
자기기의 준 마이크로파 대역 노이즈 대책을 위해

연자성 금속 /고무 복합 시트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
다. 본고에서는 자성 복합 시트를 이용하여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는 재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자성

복합 시트에 대한 소재의 구조적인 이해, 전도 노이
즈 또는 방사성 노이즈의 억제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복소 투자율의 의미 등을 초고주파 이론과 연결하여

서술하였다. 아울러 현재 상용화된 자성 복합 시트
의 투자율 성능과 이미 확보된 기술 수준 및 향후 나

아갈 연구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아무쪼록 본
고의 내용이 EMC 관련 연구자 또는 대책 부품이나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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