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電磁波學會誌 【電磁波技術】 第28卷 第6號 2017年 11月

48

전자파 수치해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찰 정한길․지성환․

이동은․장도영

(주)모아소프트

[그림 1] 전자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뮬레이션

Ⅰ. 서  론

전자파를 이용한 전자기기 및 전자파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관한 연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고 있다. 또한,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 역시 다양화와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파

M&S를 이용한 전자파 연구는 안테나 설계, 탑재 안테나
해석, 레이다 및 스텔스 연구를 위한 RCS 도출, E3(Electro- 
magnetic Environmental Effects) 문제 중 Lightning 영향성 분
석, HIRF 및 EMP 문제 등이 있다.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
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안테나 설계를 위한 단품 안테나

해석은 지원하나, 탑재 안테나, RCS, EMP, 낙뢰 등과 같은
전기적으로 큰 구조체 및 주변 환경에 관한 해석은 요구되

는 시간과 메모리와 같은 연산자원적인 문제로 인해 각각

의 소프트웨어마다 해석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용
자는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한 뒤에 필요 전자

파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항공기 탑재 안테나 성능 분석의 경우, 해석에 요구되는

주파수가 점점 높아짐[1]～[3]에 따라 mesh의 수가 대폭 증가
되고 있으며, 높아진 mesh 수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컴퓨터
연산 자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각각의 시뮬레이션 소프
트웨어는 자신들만의 해석 방법을 개량하여 해석에 요구되

는 연산 자원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치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Lightning 영향 분석, HIRF 및 EMP 문제는 보

통 FDTD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해석하게 되는데, 
단순 FDTD 해석소프트웨어의 경우, 건물이나 항공기 전체
해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FDTD 수치해석 기법을 사
용하는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전기적으로 큰 구조

체를 해석하기 위하여 개량된 FDTD 수치해석기법을 사용
함으로써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스텔스 및 레이다 설계를 위한 RCS 해석은 컴퓨터
의 사용가능한 연산 자원의 한계로 인해 partial 모델을 이용
하여 해석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체 모델에 대한 RCS 해석
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마찬가지로 수치해석기법 개량을 통
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의 경우, 각각의 방향

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으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는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 사용은 필수적이다. [그림 1]은 일
반적으로 전자파 해석 및 E3 해석을 위해 사용하는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

션 소프트웨어를 소개하여 전자파 분야의 실무자들에게 상

황에 맞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를 바란다. 

Ⅱ. 본  론

2-1 안테나 해석 및 탑재체 성능 분석을 위한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 소개

최근 차량, 항공기, 선박 등에는 다양한 안테나가 장착되
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안테나 성능 해석, 탑재 안테
나 성능 해석 및 안테나 간 간섭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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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EKO를 이용한 안테나 탑재 해석결과 [그림 4] 비발디 array 안테나 형상

[그림 3] WIPL-D mesh 조건

형 구조체에 장착되는 배열 안테나의 성능은 복잡한 외부

돌출 구조물에 의하여 전파 특성이 왜곡되는 이유로[4],[5], 안
테나 설계 단계에서 장착 성능에 대한 예측이 사전에 수행

되어야 한다.
탑재 안테나 전자파 해석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

웨어로는 FEKO[6], WIPL-D[7]등의 MoM(Moment of Method) 
방식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천한다. FDTD나 FEM 해
석 방식의 경우, 단일 안테나 해석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
으나, 전기적으로 큰 구조체에 장착된 안테나 해석의 경우, 
해석을 위해 요구되는 리소스 및 시간의 문제로 인해 한계

성이 있다. MoM 해석 방식은 단순 MoM의 경우, FDTD나
FEM을 사용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전기적

으로 큰 구조체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나, Multilevel fast 
multipole method(MLFMM), High-order basis function이 적용
된 MoM 해석 방식과 같이 개량된 수치해석 기법을 사용함
으로써 전기적으로 큰 구조체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서 소개한 전자파해석 소프트웨어중 FEKO는 MLFMM 

방식을 이용하여 안테나 해석을 진행하며, 장착 구조체 및
주변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해석 시뮬레이션이 가능하

다. [그림 2]는 항공기에 장착된 Blade 안테나의 해석 결과
를 나타낸다. FEKO의 경우, 기본적으로 MoM 소프트웨어이
지만, MLFMM 방식을 이용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탑재
성능을 도출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기적으로 큰 구조
체에 장착된 안테나 간 커플링 분석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소개할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는 WIPL-D이

다. WIPL-D는 FEKO와 다르게 MLFMM을 사용하지 않고, 
High-order basis function이 적용된 MoM 방식을 이용하여 전
기적으로 큰 구조체 해석을 지원한다. WIPL-D는 일반적으
로 MoM 수치해석기법에서 사용하는 triangular mesh 대신

Quad mesh 기반의 directly technique을 이용하여 mesh의 수
를 줄이고, MoM 방식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다수의
포트를 가지는 배열 안테나의 경우, 포트 주변을 MoM으
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MLFMM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
워 FEKO를 이용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
우, MoM 기반의 WIPL-D를 이용하면 MoM 방식을 유지하
면서 안테나 탑재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4]는 34 by 34 비발디 array 안테나 형상을 보여준
다. 이형상과같이 port가많은 array 안테나의경우, FEKO의 
MLFMM 방식을 적용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MLFMM
으로 해석 조건을 결정하여 해석을 진행하더라도 port 주변
은 MoM으로 해석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치해석 과정
에서 시간과 연산자원의 요구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경
우, HOBF(High Order Basis Function)를 적용한 MoM 방식을
사용하는 WIPL-D는 사용하는 것이 해석에 유리하다. HOBF
는 고차함수를 이용해 MoM에서 사용되는 mesh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MoM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mesh
의 크기보다 훨씬 큰 mesh를 생성하며, 이로 인해 수치해석
을 위한 행렬의 크기가 줄어들어 더 효과적으로 전자파 해

석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5]는 안테나의 azimuth 방향의
gain pattern을 보여준다. 전자파 해석에 걸린 시간은 16 core
를 사용하였으며, 요구된 memory는 40 Gbyte, 시간은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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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발디 array 안테나 이득

[그림 6] WIPL-D를 이용한 안테나 탑재 해석 결과

Simulation Simulation characteristic

FEKO - MoM MoM 해석 방식

FEKO - MLFMM MLFMM 해석 방식

HFSS - IE MLFMM 해석 방식

WIPL-D High order basis function이 적용된
MoM 해석 방식

<표 1>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 종류 및 해석 방식

시간이 소모되었다. 
[그림 6]은 WIPL-D를 이용한 탑재 안테나 해석결과를 보

여준다. 주파수 2.4 GHz dipole 안테나를 F-16 모델에 탑재
하여 해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약 12 m 길이의 항공기
에 장착된 탑재성능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은 대략 1.5시간
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 월등히 해석 속도가 빠른 것

이 장점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각자의 방식을 통해 전

기적으로 큰 구조체의 구조 해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
자가 상황에 맞게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2-2 RCS 해석을 위한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 소개

RF 신호를 사용하여 물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Radar 시스템 설계 기술과 이를 회피하는 stealth 기술은 지

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이 때 탐지능력을 나타내는 기준 척
도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RCS(Radar 
Cross Section)이다. RCS는 표적의 전자파 반사 강도를 나타
내는 수치이며, 표적의 크기와 형상, 그리고 표적에 사용된
물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안테나 및 레이더의 목표 탐
지에 사용된다. 이러한 RCS를 정확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측정을 진행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RCS 저감 대상은
항공기나 함정 등 대형 구조체인 경우가 많아 실제 측정 환

경을 구현하기 매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
적인 대안으로는 실제와 유사하게 모델링하고 전자파 해석

을 진행하여 RCS를 도출할 수 있으나, 최근 피탐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기존의 전기적으로 큰 구조체에

다양한 전자파 흡수체 및 흡수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연산에

요구되는 리소스 및 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

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전자파 해석 소
프트웨어는 자신의 방식대로 수치해석기법을 개량하여 높

은 주파수의 RCS를 해석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 이번
챕터에서는 RCS를 도출할 수 있는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
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먼저 기본적인 RCS 해석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기 다른 해석방식을 사용하는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RCS 해석 결과 및 해석에 필요한 시간, 자원을 분석
하였다. 사용한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 및 해석 방식은

<표 1>과 같다.
기본적인 RCS 해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에 나

타나 있는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RCS 해석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모델은 1×1×0.1 m의 크기를 갖는 box 형태이며, 이
모델에 대한 Monostatic RCS를 분석하였다. 해석 주파수는
1 GHz로 Theta 90° cut에 대해 Phi 0～360° 범위로 1° 간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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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본 형상에 대한 RCS 전자파 해석 결과

Case 시뮬레이션 조건

Case 1 PEC box

Case 2 RAM volume box
(유전율 ε = 40—j50)

Case 3 PEC box & 2 mm RAM

Case 4 Aluminum box( σ = 38,160,000)

Case 5 Aluminum box & 2 mm RAM shield

<표 2> RCS 전자파 해석 시뮬레이션 조건

[그림 9] 전자파 해석에 따른 F-35 RCS 해석 결과

[그림 8] F-35 모델

로 설정하였다. 모델에 사용한 물성정보를 서로 다르게 하
여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그림 7]은 각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RCS 결과를 나타
낸다. 각 시뮬레이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다. 하지만 FEKO의 경우, 시뮬레이션 자원상의 문제로
case5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본 글에서는 물리적으
로 구현된 형상만을 시뮬레이션하였기 때문에, 유전체 해석
에 약한 MoM을 사용하는 FEKO로 결과를 얻는데 실패했지
만, FEKO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하이
브리드 해석기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이용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둔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단한 구조체에 대한 RCS 
해석 결과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F-35 항공기를 모델링하여 RCS를 진행하였다. 항

공기 모델의 재질은 PEC이며, 1 GHz에서의 monostatic RCS
를 분석하였다. FEKO-MoM 방식의 경우, 전기적으로 큰
구조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불가하기에 제외하고, FEKO- 
MLFMM, HFSS-IE[8], WIPL-D를 이용하여 전자파 해석을 진
행하였다. [그림 8]은 F-35 항공기 형상을 나타내며, [그림 9]
는 항공기 RCS 결과를 나타낸다. <표 3>은 전자파 해석 시
간을 나타낸다.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CS 전자파 해석 결과는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에 상관없이 비슷한 경향성을 보

이고 있다. 하지만 전자파 해석 시간은 WIPL-D, HFSS-IE, 
FEKO-MLFMM 순으로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1～6 GHz 정도의 주파수에서는 WIPL-D와 HFSS-IE가 빠
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주파수에서 거대 구조체에 대한 RCS 전자파 해석은
MoM 방식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며, PO, GO, Large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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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Simulation time
FEKO - MLFMM 약 3시간

HFSS - IE 약 2시간
WIPL-D 약 45분

<표 3> RCS 전자파 해석 시뮬레이션 조건

를 이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HFSS-IE와
WIPL-D는 PO, GO 해석방식을제공하지않기때문에, FEKO
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PO의 경우, 복잡한
구조체에서는 해석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reflection
이 적은 단순한 구조에서는 해석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높
은 주파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석 주파수, 
구조체 크기에 따라 사용해야할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해석해야할 목표를 명확히
한 후 필요한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를 결정해야 한다.

2-3 EMP 해석을 위한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 소개

EMP 해석을 위한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는 크게 Fre- 
quency domain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time domain을 사
용하는 소프트웨어로 분류할 수 있다. FEKO는 frequency 
domain 기반의 해석방식인 MoM(Moment of Method)를 사용
하는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로서, EMP 해석상 가장 두드
러지는 특징은 해석 대상이 포함된 field 전체를 mesh로 분
할할 필요 없이 해석 대상의 구조만 mesh 분할하여 해석하
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의 해석에 강하다는 점이다. MoM 
해석 방식은 mesh 수의 증가에 따라 해석 시간 및 소요 메
모리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전기적으로 일정 크기의

대상을 해석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FEKO는 하
이브리드 MOM 방식인 MLFMM(Multilevel Fast Multipole 
Method)를 적용하여 연산과정을 단축시킴으로써 전기적으
로 큰 구조체 해석에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9]. 하지만
건물 콘크리트 벽면 등 두께를 갖는 유전체 영역은 많은

mesh를 발생시키고, MoM 해석 방식 특성상 연산에 많은 시
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geometrical하게 해석을 시도 하는
것 대신 TDS(Thin Dielectric Sheet)기법을 작용하면 제한적
두께의 유전체 층은 단순화 하여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건
물 모델을 해석할 경우, 철근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철근 구

조를 geometrical하게 표현할 상황에서 해석시간 증가와 소
요 메모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FEKO는 wire model을 표현할 수 있는 별도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 철근 같은 요소를 표현할 때도 강점을 타나낸
다. 하지만 frequency domain 기반 해석 방식은 time에 따른
전자기 변화를 보는데 제한 사항이 있으며, 광대역 주파수
영역을 해석할 때 매 주파수마다 해석을 반복해야 하기 때

문에, 광대역 해석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XFdtd[10]는 FDTD(Finite-Difference Time-Domain) 해석 방

식을 사용하는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이다. EMP 신호는
기본적으로 정적 상태의 신호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변칙적인 특징을 갖는다[11]. 시험환경에서도 동일
한 특성을 갖는 신호가 사용되며,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반
영할 때 time domain 기반의 해석 방식을 사용해야 더욱 더
정확한 환경 반영이 가능하다. XFdtd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EMP의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시간에 따
라 해석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해석을 진행하면 광대역 주
파수 해석 시 일정 주파수 간격마다 샘플링하여 해석을 반

복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해석으로 광대역 주파수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또한, 유전체 모델 해
석 시 MoM 해석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시간과 메모
리의 증가 폭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점으로 비춰지
는 측면도 있다. 또한, GPU 가속기를 사용한 연산을 효과적
으로 지원하여 해석 장비의 GPU 가속기능 포함 여부에 따
라 더욱더 빠른 해석이 가능하다[12].
하지만 철근 등의 요소를 표현 시 이를 간략화 하여 표현

할 수 있는 별도의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지 않아 geometrical 
하게 표현한 철근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이
러한 점은 해석에 요구되는 자원의 증가로 나타난다.

EMA3D[13]는 XFdtd와 동일하게 FDTD 해석 방식을 사용
한다. 다른 FDTD 소프트웨어와 차별화 되는 강점은 실제
측정과 시뮬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연동하여 실제 측정으로

부터 얻은 다양한 요소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여 해석 알고

리즘을 최적화 하고, 변수를 고려하여 다양한 boundary 조건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뢰, EMP 등 특정 요소에
대한 해석 시 비교적 적은 메모리로 빠르게 해석이 가능하

다. 또한, 계속 언급된 바와 같이 철근 모델을 표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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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MP 해석용 원룸 모델의 구성

[그림 10] EMP 해석용 원룸 모델

εr Tangent loss

H-beam Perfect electric conductor

Concrete wall 2.1 0.957

Window 6.35 0.043

Rebar Perfect electric conductor

<표 4> 해석용 모델에 사용된 물성정보

은 건물을 대상으로 한 EMP 해석 시 가장 난점인 부분이지
만 EMA3D는 이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Thin wire 기능
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Thin gap이나 seam 등 구조적
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알고리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단, 해당 소프트웨어는 특정 대상에 전문화 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환경 설정과 사용되는
probe 등이 목적마다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어 해석 대상과
얻고자 하는 데이터에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얻고자
하는 목적에 알맞은 세부 설정을 해야 하는 등 사용상 난이

도가 있는 편이다.
본 글에서는 건물 EMP 해석을 세 가지 전자파 해석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10]
은 해석에 사용된 원룸 모델을 나타낸다. 구조의 크기는 
7.6×4.5×3.3 m이며, 건물 정면 방향에서(θ=90˚, Φ=90˚) EMP
로 가정한 planewave가 입사된다. 해당 모델은 [그림 11]처
럼 H-beam, Concrete wall, window 3가지 구성요소를 기본으
로 포함한다. 해당 시뮬레이션 이후 철근이 포함될 경우에

대한 해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들 구성요소에 대한
물성 정보는 <표 4>와 같다. 철근은 직경 15 mm 두께로 건
물 외벽을 따라 30 cm 간격으로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콘
크리트 벽의 두께는 30 cm이며, 창문의 두께는 1 cm이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0 MHz부터 200 MHz까지 10 

MHz 간격으로 건물 주변의 field 분포를 관측하였다.
XFdtd와 EMA3D의 경우, 단 한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확

인하고자 하는 모든 주파수에 대한 field를 확인할 수 있으
나, FEKO의 경우, 10 MHz 간격으로 샘플링된 구간마다 시
뮬레이션을 반복한다. 이 때 전체 해석구간을 하나의 시뮬
레이션 파일과 조건을 갖고 해석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문제

에 직면하게 된다. 가령 mesh 분할 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
어는 최대 주파수를 기준으로 mesh를 분할한다. 이 때 200 
MHz를 기준으로 나눈 mesh는 10 MHz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이상으로 촘촘히 분할한 mesh로 볼 수 있다. 또한, 
MLFMM 기법은 고주파대역에서는 수렴성과 신뢰도를 보
장하나, 저주파에서는 그렇지 않다. 통상적으로 MLFMM으
로 해석이 가능한 저대역 한계선은 100 MHz 정도로 여겨지
며, 따라서 그 이하 대역은 MoM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FEKO 시뮬
레이션 파일을 10～30 MHz, 30～100 MHz, 100～200 MHz 
의 3개의 주파수 구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뮬레이션
파일을 사용하였다. 100 MHz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
MoM 해석기법을 적용하였으며, 100 M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MLFMM 해석기법을 적용하였다.

Field를 해석한 범위는 [그림 12]에 나타냈다. 건물 상단
시점으로 지면으로부터 1.5 m 높이 field sensor를 위치시키
고, 건물영역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영역을 설정하고, 이 결
과를 이미지로 확인하였다.

<표 5>는 원룸 모델 해석에 걸린 시간 및 소요메모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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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Field sensor의 위치

Time Memory
EMA3D 32 s 0.06 Gbyte
XFdtd 2 m 14 s 0.66 Gbyte
FEKO 17 m 2 s 0.96 Gbyte

<표 5> 철근 미포함 모델의 원룸모델 해석에 소요된 시간 및

메모리

Time Memory
EMA3D 38 s 0.06 Gbyte
XFdtd 17 m 35 s 3.5 Gbyte
FEKO 1 h 6 m 36 s 6.39 Gbyte

<표 6> 철근 포함 모델의 원룸모델 해석에 소요된 시간 및 메
모리

[그림 14] EMP 해석용 철근 미포함 원룸 모델의 XFdtd 결과

[그림 13] EMP 해석용철근미포함원룸모델의 EMA 3D 결과

나타낸다. FEKO와 EMA3D는 해석에 12 core를 사용했고, 
XFdtd는 GPU 가속기를사용했다(tesla K 40c). FEKO는 FDTD 
사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메모리가

소요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10～200 
MHz라는 광대역 범위의 해석에 FDTD 소프트웨어가 가진
강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사료된다. 또한, MLFMM이 사용되
지 않았음에도 비교적 고주파인 30～100 MHz에서 많은 시
간이 소요된 점이 FEKO의 전체적인 해석시간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철근이 포함된 모델 해석 시, 해석시간과 소
요 메모리에 대해서는 <표 6>에 나타냈다. 철근이 포함된
모델일 경우에도 EMA3D와 XFdtd는 FEKO에 비해 빠른 해
석 속도 및 적은 메모리 소요를 보였지만, 철근이 포함됐을
때와 없을 때가 거의 차이가 없는 EMA3D와 차이가 상대적
으로 작은 FEKO에 비해 XFdtd는 철근의 포함 여부로 인해
해석시간이 9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냈다.

[그림 13]～[그림 15]는 철근이 미 포함된 분석 모델을, 
[그림 16]～[그림 18]은철근이 포함된 분석 모델을 200 MHz
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관측한 결과이다. 세 프로그램은 모
두 필드의 분포 및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

였다. 또한, 철근의 포함 유무가 차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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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MP 해석용 철근 미포함 원룸 모델의 FEKO 결과

[그림 16] EMP 해석용 철근 포함 원룸 모델의 EMA 3D 결과

[그림 17] EMP 해석용 철근 포함 원룸 모델의 XFdtd 결과

[그림 18] EMP 해석용 철근 포함 원룸 모델의 FEKO 결과

하는 이유는 건물의 크기가 200 MHz의 주파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사료되

며, 추후 차폐성능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의 경
우 반드시 그라운드에 대한 환경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는 결과이다.

2-4 항공기 낙뢰 해석

[그림 19]는 항공기 낙뢰 시험에 사용되는 신호 특성을
나타낸것이다. MoM 방식과 FEM 방식이대표적인 Frequency 
domain을 사용한 해석방식은 단일 주파수에 대해서 빠르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낙뢰현상처럼 짧은 시간에 변칙적으로
변화하는 펄스 유형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시불변의 정상상태(Steady - State)만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
에, 변칙적이고 과도적인 현상인 펄스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낙뢰현상을 분석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Time domain을 사용하는 FDTD 방식은 정적인 해석뿐만 아
니라, 공간영역에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
기 때문에, 펄스 유형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는 장점
이 있다[14],[15].
또한 FDTD 기법은 공간을 해석할 때, E-Field와 H-Field

의 정보만을 주고받으며, 역행렬 계산을 하지 않는 수치해
석 기법이기 때문에, 역행렬 계산이 필요한 수치 해석 기법
인 FEM과 MoM 기법에 비하여 공간 분할 병렬처리 기법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어 다중 컴퓨터 환경에서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6].
본 글에서는 항공기 낙뢰 해석을 위해서 EMA3D를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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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낙뢰 시험용 신호 특성

[그림 20] 낙뢰 시험용 항공기 모델 및 낙뢰 위치 [그림 22] Indirect 낙뢰 분석 결과 (2)

[그림 21] Indirect 낙뢰 분석 결과 (1)

레이션 소프트웨어로 활용하였다. EMA3D는 FDTD(Finite- 
Difference Time-Domain) 해석 방식을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서 낙뢰에 의해 항공기에 발생하는 전자기적

현상을 시간에 따라 해석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실제 측정
을 통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낙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최적화 및 다양한 기능을 제

공하고 있다.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낙뢰해석은 크게 direct 해석과

indirect 해석으로 분류 가능하다. Direct 해석은 낙뢰가 항공
기의 특정 지점에 접촉되었을 때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고, indirect 해석은 낙뢰가 항공기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는 않지만, 낙뢰 지역을 항공기가 통과할 때를 가정하여 낙
뢰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direct와
indirect를 모두 분석하였다.

2-4-1 Indirect 낙뢰 분석

[그림 20]은 indirect 낙뢰 분석용 항공기 모델 및 낙뢰 지
점을 나타낸 것이다. 항공기는 전면 레이돔 부분만 유전체
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동체는 Perfect electric conductor

로 구성되어 있다. 낙뢰지점은 항공기 전면상단 10 m의 거
리에 위치했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16 core 사용, 해석에 2시
간 58분의 시간과 1.72 Gbyte의 메모리가 소요되었다.
항공기 동체 표면을 따라 여러 지점에 Probe를 배치하여

항공기 동체에 유기된 E-field를 확인했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각 지점에 따른 E-field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2-4-2 Direct 낙뢰 분석

[그림 23]은 direct 낙뢰 분석용 항공기 모델을 나타낸 것
이다. Indirect 해석과 가장 큰 차이는 낙뢰 타격 지점과 낙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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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낙뢰 시험용 신호 특성

[그림 24] 항공기 내부에 cable에 유기된 current

[그림 25] 항공기의 surface current

가 흘러 빠져나가는 지점을 설정하는 것이다. 해당 모델은
내부에 cable을 포함하고있으며, 이시뮬레이션을 통해 cable
에 유기되는 전류와 동체 표면의 surface current를 관측하
였다.

[그림 24]는 Cable에 유기된 current를 EMA3D 내부에서
확인한 것이며, [그림 25]는 낙뢰 타격 직후 surface current를
마찬가지로 EMA3D에서 확인한 모습이다.
본 챕터에서 소개한 EMA3D의 경우는 낙뢰 및 HIRF 해

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이

다. FEKO나 타사 소프트웨어에서도 낙뢰에 의한 cable 해석
은 가능하나, 전기적으로 큰 구조체인 항공기 전체를 포함
하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낙뢰에 대한 소프트웨어로는
EMA3D가 적합하다.

Ⅲ. 결  론

본 글에서는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각 문제해결에 맞는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를 설명

하였다. 안테나 탑재 분석의 예시로 FEKO와 WIPL-D를 소
개하였으며, 항공기 RCS 해석예시로 FEKO, HFSS-IE, WIPL- 
D를 소개하였다. 또한, EMP 해석에는 Xfdtd와 EMA3D가 특
화되어 있으며, 낙뢰 영향성 분석의 경우, EMA3D가 가장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자파를 이용한 전자기기 및 전자파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관한 연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세분화되

고 있으며,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 또한 다양화와 전문화
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전자파 관련 해석 문제는 더욱더 증
가할 것이며, 이에 맞춰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전자
파 해석 소프트웨어 또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다양
한 전자파 해석 문제를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 하나로 해

결하기에는 점차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에 사용자는 자신이

해결해야할 전자파 문제에 맞는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를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 글이 당면한 전
자파 문제를 해결할 때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도움

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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