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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함정에 탑재되는 통신장비들은 장비 성능에 따라 전

자기 간섭 최소화 위치에 배치된다. 그러나 협소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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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 고출력 및 고감도 통신장비의 밀집, 장비간 주

파수 대역 간섭, 구조물로 인한 반사파 등 다양한 원

인들로 인하여 전자기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1].

  함정의 MIL-SATCOM은 해상에서 무궁화 위성과 전

파 신호를 송수신하여 군 작전 수행을 위한 음성 및 

데이터를 교환하는 통신체계이다. 36,000 km 상공에 

위치한 무궁화 위성과 송수신하기 위해 고출력, 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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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the sea trial test, we discovered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between MIL-SATCOM parabolic 

antenna and ES(Electronic Warfare Support) omni antenna. Emitted side lobe of CW(Continuous Wave) from 

MIL-SATCOM raises the threshold level of ES omni antenna. Therefore detection rate of ES is decreased. To 

solve this problem, the path of side lobe of CW from MIL-SATCOM should be blocked using EMI shield.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 how to calculate the size of EMI shield, material, and optimized deployment. The test 

of the EMI shield effect was performed on a surface ship. After installing EMI shield, EMI has been decreased 

significantly. This paper will provide a method how to design EMI shield and a way to verify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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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GHz 대역)를 사용하며, 지향성이 좋은 파라볼릭 

안테나를 통해 위성을 추적한다[2,3]. 위성통신 안테나의 

빔폭은 좁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고지향성을 띄고 

있어 주변 안테나와의 전자기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위치에 배치한다.

  ES는 함정의 전술적인 임무 지원을 위한 체계로 함

정을 공격하는 대함 미사일, 대함 레이더의 펄스폭, 펄

스간격, 주파수, 스캔 특성 등을 신속하게 탐지, 분석 

및 식별하여 운용자에게 경보하는 전자전 지원 임무

를 수행한다. 수신단은 전방향 수신 안테나(ES omni), 

방향 탐지 안테나(ES Direction Finding)로 구성되며 음

영구역 최소화를 위해 마스트 상부에 설치된다[4]. 본 

연구는 수상함 상부 갑판에서 발생한 MIL-SATCOM과 

전방향 수신 안테나인 ES omni 안테나 간의 전자기 

간섭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상함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간섭은 안테나 절체, 

전자기 간섭 발생 장비의 동시운용 금지, 안테나 설치

높이 변경, 안테나 재배치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MIL-SATCOM은 이중화배치 되지 않으므로 

절체가 불가능하며 MIL-SATCOM과 ES omni 안테나

의 동시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함정 임무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설계 초기단계에서 

여러 전파 환경을 분석하여 이미 배치된 통신장비를 

재배치하는 것은 많은 제한사항이 따르며 다른 통신장

비간의 전자기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 간섭 원인을 분석하

여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EMI 차폐판을 제시하였다. 

함정 운용 중 EMI 차폐판에서 발생하는 응력과 불요

파 반사를 위한 기하학적 조건, 차폐율, 중량 및 인장

강도를 고려하여 EMI 차폐판 재질, 두께, 최적 크기

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선 시험을 수행하여 차

폐판의 전자기 간섭 개선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전자기 간섭 개선 대책

  Fig. 1은 MIL-SATCOM과 ES omni 안테나의 배치, 

MIL-SATCOM의 주엽, 부엽 및 후엽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경우, 전자기 간섭은 MIL-SATCOM으로

부터 방사되는 CW의 부엽이 ES omni 안테나와 간섭

되어 발생하였다. 이때, MIL-SATCOM의 CW 신호가 

잡음으로 작용하여 ES omni 안테나 수신단의 문턱 레

벨을 높임에 따라 ES omni 안테나의 정상적인 레이더 

신호 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전자기 간섭 

개선은 간섭 안테나의 위치 조정과 간섭 유발 안테나

의 부엽 및 후엽과 같은 불요파 송신 억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Fig. 1. EMI between MIL-SATCOM and ES omni

  전자기 간섭 발생 안테나 간 이격거리는 원거리 조

건을 만족하므로 식 (1)과 같이 Friis 전송 방정식에 

따라 안테나 상호 결합량을 계산하여 ES omni 안테나

의 위치 조정에 따른 전자기 간섭 완화 효과를 검증

하였다. ES omni 안테나의 설치 높이를 증가시켜 안

테나 상호 결합량 감소를 유도한다. 여기서, f는 MIL- 

SATCOM 송신 주파수, GT는 송신 안테나의 이득, GR

는 수신 안테나의 이득, c는 빛의 속도, d는 MIL- 

SATCOM과 ES omni 안테나 간 이격 거리이다[5,6].

Ant.Coupling = 10log 

 (1)

Fig. 2. Value of antenna coupling for ES omni height

  Fig. 2는 식 (1)에 따라 계산된 ES omni 안테나 설치 

높이별 안테나 상호 결합량이다. ES omni 안테나의 설



수상함 MIL-SATCOM과 ES간의 전자기 간섭 개선을 위한 EMI 차폐판 최적설계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0권 제1호(2017년 2월) / 65

치 높이를 증가시킬수록 d가 증가하며 안테나 상호 결

합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설치위

치를 3 m 높였을 경우와 최초 상태의 안테나 상호 결

합량을 비교할 때, 변화율이 약 0.38 %로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ES omni 안테나로 유입되는 불요파 수신 억

제를 위해 MIL-SATCOM이 ES omni 안테나를 지향하

는 경로에 EMI 차폐판을 설치하여 전자기 간섭 개선

을 유도한다. 함정의 최초 설계에 미치는 영향성이 적

으므로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효과성

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EMI 차폐판 재질, 두께, 크

기 등의 최적 설계값 도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EMI 차폐판 최적 설계값 도출

3.1 EMI 차폐판 재질 선정

  EMI 차폐판 재질은 MIL-SATCOM에서 방사되는 고

주파 대역의 빔을 차단해야 하므로 도전율이 높아야 

한다. Table 1은 EMI 차폐판 선정대상에 대한 구리 기

준의 상대도전율()과 상대투자율()을 나타내었다. 

재질별 물성치를 바탕으로 Schelkunoff 이론을 적용하

여 전도체의 차폐효과를 예측하였다[7].

Table 1. Characteristic of conductor

Material
Conductivity

(  )

Permeability

() above GHz

Copper 1 / (5.80×107)

≒ 1

Iron 0.17 / (1.03×107)

Aluminum
(6061-T6)

0.61 / (3.54×107)

Galvanized
steel(Zinc)

0.18 / (1.06×107)

STS316 0.017 / (1.03×106)

  식 (2)는 차폐율 계산식이다. 여기서, SEdB는 고주파

에 대한 차폐율, AdB는 흡수손실, RdB는 반사손실, BdB

는 다중반사손실이다.

SEdB = AdB + RdB + BdB (2)

  MIL-SATCOM은 GHz 대역에서 운용되며 차폐 물질

이 도체이므로 AdB, RdB에 비해 현저히 작은 BdB는 무

시한다[8-10]. 식 (3)은 흡수손실을 나타내며 식 (4)는 반

사손실을 나타낸다. 여기서 fMHz는 MIL-SATCOM 송신 

주파수, t는 EMI 차폐판 두께, 는 MIL-SATCOM 송

신 주파수 파장이다. RdB의 경우 /2의 값이 차폐판

과 MIL-SATCOM의 간격 r보다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원거리 조건에 해당하여 식 (4)를 적용한다.

AdB = 131.4t   (dB) (3)

RdB = 108.1 - 10log


  (dB), for r>>/2 (4)

  식 (3)과 식 (4)로 부터 AdB는 EMI 차폐판의 두께 t

에 따라 영향을 받으나, RdB는 그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에 나타난 자성체의 은 GHz 

대역 이상에서 1에 근사되므로 RdB는 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차폐판 선정대상에 대한 

두께별 AdB, RdB, SEdB를 나타내었다.

Table 2. Value of AdB, RdB and SEdB for thickness

Material Thickness AdB RdB SEdB

Copper
1 mm 11.75

69.07
80.82

2 mm 23.50 92.57

Iron
1 mm 4.85

61.37
66.22

2 mm 9.69 71.06

Aluminum
(6061-T6)

1 mm 9.18
66.92

76.10

2 mm 18.36 85.28

Galvanized
steel(Zinc)

1 mm 4.98
61.62

66.60

2 mm 9.97 71.59

STS316
1 mm 1.53

51.37
52.90

2 mm 3.06 54.43

  Table 2와 같이 GHz 대역에서 차폐효율은 AdB보다 

전도체에 의한 RdB에 종속되므로 구리, 알루미늄, 아

연도금강판, 철, STS316 순으로 유리하다.

  Table 3은 EMI 차폐판 선정대상에 대한 밀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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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운용성 및 함정 무게 변화율 최소화, 설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중량 역시 EMI 차폐판 재질 선

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철, STS316, 구리 순으로 유리하다.

Table 3. Density(g/cm3) of conductor

Material Copper Iron
Aluminum

(6061-T6)

Galvanized 

steel(Zinc)

STS

316

Density 8.96 7.87 2.70 7.86 7.98

  철과 아연도금강판은 앞서 살펴본 차폐효율과 중량 

측면에서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이나, EMI 차폐판은 

해상 환경에서 취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식성에 

있어 아연도금강판이 철에 비해 월등히 유리하다.

  전기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알

루미늄과 아연도금강판이 EMI 차폐판 재질로 적합함

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Boundary condition between air and conductor

Medium 1 (Air) Medium 2 (Conductor)

 = 0  = 0

 ×   =   = 0

 =   = 0

 = 0  = 0
 

  Table 4는 시변상황에서 두 매질이 각각 공기와 완

전도체일때 각 매질에서의 E, H, D, B 값을 나타내었

다[11]. 여기서, E는 전계, H는 자계, D는 전속밀도, B는 

자속밀도이다. Maxwell 방정식을 통하여 E의 접선성분

과 B의 법선 성분은 두 매질 사이의 경계조건에서 연

속임을 알 수 있다.

  알루미늄과 아연도금강판의 차폐성능에 대한 이론적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MATLAB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적용된 해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매질 1은 공기, 매

질 2는 도체, 매질 2의 두께 1 mm, 매질 2 도체 표면

은 구조적 특이성이 없는 평면형, MIL-SATCOM 부엽 

입사각도는 30°, MIL-SATCOM 운용주파수는 GHz 대

역, Table 1에 따른 알루미늄과 아연도금강판의 도전

율, 투자율, 공기 및 도체 유전율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도체 내부에는 분극에 관련된 구속

전하는 생기지 않으므로, 알루미늄과 아연도금강판의 

유전율은 진공중의 유전율인 (8.85×10-12 F/m)를 적용

하였다.

  Fig. 3은 알루미늄과 아연도금강판 각각의 경우 TE 

Wave에 대해 해석된 E-field를 나타내었으며, Fig. 4는 

TM Wave에 대해 해석된 H-field를 나타내었다. x축은 

EMI 차폐판의 가로길이에 대한 해석범위이며, y축은 

MIL-SATCOM측 공기층과 EMI 차폐판과의 위치를 나

타내며 ‘0’을 지시하는 지점이 두 매질의 경계면이다. 

알루미늄과 아연도금강판에 입사되는 고주파 해석결

과, 두 재질은 거의 동일한 차폐 성능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 도전율 차이로 인하여 아연도금강판

의 경우 EMI 차폐판 내로의 MIL-SATCOM 부엽 침투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a) E-field of aluminum(6061-T6)

  

(b) E-field of galvanized steel(Zinc)

Fig. 3. Progress and regress E-field at EMI shield

  

(a) H-field of aluminum(6061-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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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field of galvanized steel(Zinc)

Fig. 4. Progress and regress H-field at EMI shield

  Fig. 5 및 Fig. 6은 진행파와 반사파를 포함한 Total 

Field를 나타내었다. E-field에 대한 효율은 알루미늄 

99.98 %, 아연도금강판 99.96 %이며 H-field에 대한 효

율은 알루미늄 99.95 %, 아연도금강판 99.91 %임을 해

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알루미늄이 아연도금강판

에 비해 더 큰 차폐율을 가지나 큰 차이가 없으므로 

중량 또는 인장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유리한 재

질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 Total field of E        (b) Total field of H

Fig. 5. Total field at aluminum(6061-T6)

  

   (a) Total field of E        (b) Total field of H

Fig. 6. Total field at galvanized steel(Zinc)

  Table 5는 EMI 차폐판 선정대상에 대한 인장강도이

다. 앞서 SEdB, 중량 및 내식성을 고려하였으며, 알루

미늄과 아연도금강판의 차폐효율에 차이가 없음을 

MATLAB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인장강도가 상

대적으로 더 큰 아연도금강판을 EMI 차폐판 재질로 

최종 선정하였다.

Table 5. Tensile strength(MPa) of conductor

Material Copper Iron
Aluminum

(6061-T6)

Galvanized 

steel(Zinc)

STS

316

Tensile
Strength

220 760 300 540 515

3.2 EMI 차폐판 두께 선정

  EMI 차폐판 두께 선정에 앞서 본 연구에 적용되는 

평면형 EMI 차폐판은 완전 도체가 아님에 따라 표피

두께만큼 송신전파가 침투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식 (5)은 EMI 차폐판 내로 침투

되는 전파의 표피두께 계산식이다[12].

 


 (5)

  식 (5)에 따라 계산된 MIL-SATCOM 운용 주파수

(GHz 대역)에서 알루미늄의 표피두께는 약 2.67×10-6 

mm, 아연도금강판의 표피두께는 약 5.03×10-6 mm 이

다. 두께 가공 최소단위인 1 mm를 기준으로 하여 두

께에 따른 차폐 영향성 검토를 하였고, 이론적 검증을 

위해 MATLAB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7은 아연도금

강판재질의 EMI 차폐판 두께 1 mm 적용 시 TE Wave 

및 TM Wave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 그

림과 같이 표피두께는 약 4.29×10-6 mm로 산출되었으

나, EMI 차폐판의 두께 1 mm에 비해 표피두께는 무시

할만한 수준이므로 차폐판의 두께는 차폐 성능에 영향

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MI 차폐판 중량, 설치 

안정성 및 구조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소두께를 고

려하여 1 mm를 선정하여 중량을 최소화 했다.

  

     (a) E-field(1 mm)      (b) E-field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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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field(1 mm)        (d) H-field expansion

Fig. 7. Penetration depth of EMI shield

3.3 EMI 차폐판 크기 선정

  본 장에서는 EMI 차폐효율 극대화와 운용성을 고려

한 중량 최소화를 위해 EMI 차폐판 최적 x, y를 도출

하였다. 여기서 x, y는 각각 EMI 차폐판의 세로길이, 

가로길이다. EMI 차폐판이 MIL-SATCOM 주엽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EMI 차폐판의 정비성 및 설

치성을 고려하여 EMI 차폐판과 MIL-SATCOM의 이격 

거리 r은 750 mm로 적용하였다.

  Fig. 8은 원거리 조건에 따라 MIL-SATCOM 송신파

를 평면파로 근사하여 MIL-SATCOM 부엽 차단를 위

한 EMI 차폐판을 적용한 개념도이다.

 

Fig. 8. Side view of the concept drawing

 

  전자기 간섭 현상은 MIL-SATCOM 부엽의 영향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x는 주엽이 방사되는 높이인 h지

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주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

간인 지점 “A”까지의 거리이다. 본 연구 대상 수상함

의 설계치수 h는 1780 mm 이다.

  Fig. 9는 EMI 차폐판의 기울기 각도 에 따른 차폐

판 세로길이 x를 나타내었다. 이때, 한국해역에서 무

궁화 위성을 지향하는 고각은 45°로 가정하였다. 가 

작아질수록 풍압으로 인한 차폐판에 작용하는 응력이 

작아지나, MIL-SATCOM과 EMI 차폐판의 거리가 가

까워지거나 간섭되어 주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는 75° ~ 85°가 적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평

균값인 80°를 적용하여 x를 1180 mm로 선정하였다.

  가로길이 y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차폐판에 작용하

는 응력 및 MIL-SATCOM과 ES omni 안테나 간 LOS 

(Line of Sight)를 고려해야 한다. 고주파 장비들 간에 

LOS가 형성되면 전자기 간섭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다. MIL-SATCOM 부엽의 고각, EMI 차폐판 및 MIL- 

SATCOM 및 ES omni 안테나의 기하학적 위치를 고

려할 때 ES omni 안테나로 방사되는 불요파를 억제하

는 최소 y는 1940 mm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x value of EMI shield

 

Fig. 10. Drawing of EMI shield support structure

  EMI 차폐판의 최대 y를 결정하기 위해 지지구조물

의 최대 휨모멘트와 인장강도를 분석하였다. 외력으로 

인한 EMI 차폐판 파단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세로방향

이 취약하므로 세로방향의 단면이차 모멘트를 고려하

였다. Fig. 10은 알루미늄과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한 

EMI 차폐판 지지구조를 나타내었다. Fig. 10 형상에 

따른 단면 이차모멘트 I는 289089 mm4 이다. 식 (6)에 

따라 계산된 P는 473 kg/m ‧ s2 이다. 여기서 P는 동압, 

는 공기밀도, 는 풍속이며 약 28 m/s로 가정하였다. 

Table 6는 식 (8) 및 식 (9)에 따라 계산된 알루미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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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Mmax,, max이다. 이때, W는 

일, Mmax는 최대 휨모멘트, max는 인장강도, a는 지

지구조 재질별 두께이다.

  

∙∙ (6)

  ∙  (7)

max 


 (8)

max 
max∙

, (     ) (9)

Table 6. Stress of EMI shield support structure

Material Aluminum Polycarbonate

max ∙ N ․ mm

max  ∙ ∙

max 90 N/mm2 40 N/mm2

  Fig. 11은 max 를 나타내었으며 지지구조 재질별 

인장강도 90 N/mm2, 40 N/mm2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y는 각각 알루미늄  4696 mm, 폴리카보네이트 4820 

mm로 계산된다. 앞서 LOS를 바탕으로 추정된 최소 y

값을 고려할 때, 두 재질 모두 만족하는 조건은 1940 

mm < y < 4696 mm 이다.

  효율적인 EMI 차폐를 위해서 y가 증가되어야 하고 

풍압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할 때 y가 감소되어야 

하는 상충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평균값인 

3300 mm을 y로 선정하였다.

Fig. 11. Tensile strength curve for y

4. 시험 및 결과

4.1 시험방법 및 EMI 판단기준

  함정의 전 방위에 대한 전자기 간섭 개선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함속 10 knot로 선회를 실시하였으며, 함

수 방위각 5° 마다 ES omni 안테나 탐지율을 계측하

였다. EMI 차폐판 설치/미설치 조건에서 각각 선회시

험을 실시하였고, 전자기 간섭 영향에 있는 방위를 분

석하였다. Table 7은 문제점 개선을 입증하기 위한 전

자기 간섭 판단 기준이다. ES omni 안테나에서 탐지

하는 표적개수는 해상 상태, 함정의 위치와 시험구역, 

표적의 움직임에 따라 그 변화량이 크다. 따라서 탐지

되는 표적개수의 절대량이 전자기 간섭 판단의 기준

이 될 수 없으므로 탐지율을 고려하였다. 이때, 선회

가 완료되는 시간동안 해상상태 및 주변상태의 조건

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Table 7. EMI criterion of sea trial test

Range Level

Detection rate ≤ 20 % high

20 % < Detection rate ≤ 50 % low

50 % < Detection rate -

4.2 시험 계측결과

  선회 시 계측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좌선회 및 우선회 

시험을 각각 수행하였다. Fig. 12 및 Fig. 14는 각각 우

선회 시험 1차 및 2차 시험결과를 나타내었으며, Fig. 

13 및 Fig. 15는 각각 좌선회 시험 1차 및 2차 시험결

과를 나타내었다.

 

   (a) Before EMI shield     (b) After EMI shield

Fig. 12. EMI azimuth of clockwise turning(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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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efore EMI shield     (b) After EMI shield

Fig. 13. EMI azimuth of cnt-clockwise turning(1st)

 

    (a) Before EMI shield     (b) After EMI shield

Fig. 14. EMI azimuth of clockwise turning(2nd)

    (a) Before EMI shield      (b) After EMI shield

Fig. 15. EMI azimuth of cnt-clockwise turning(2nd)

4.3 결과 분석

  좌선회 및 우선회 시험에서 전자기 간섭이 발생한 

함수 방위각 범위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함수 방위

각이 약 180° ~ 270°인 경우 MIL-SATCOM과 ES omni 

안테나 간의 전자기 간섭이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MIL-SATCOM은 동경 113°에 위치한 

무궁화 위성을 통해 송수신하며, 한국해역에서 MIL- 

SATCOM이 무궁화 위성을 지향하는 함수 방위각은 

약 200° ~ 215° 이다. 상기 영역에서 MIL-SATCOM이 

무궁화 위성을 지향하는 경로에 ES omni 안테나가 위

치하기 때문에 관측된 결과이다.

  EMI 차폐판 설치 후 함수 방위각 약 335° ~ 45° 영

역에서 관찰된 미약한 전자기 간섭은 MIL-SATCOM이 

무궁화 위성을 지향할 때, MIL-SATCOM의 후부가 ES 

omni 안테나를 향하므로 후엽 및 주변 구조물로부터 

반사된 반사파의 영향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질, 두께, 크기 및 무게, 설치각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EMI 차폐판을 설치하여 시험한 결과, 1차 시

험의 경우 EMI 차폐판 설치 전 우선회시 High Level 

전자기 간섭이 방위각 360° 영역 중 약 90°(25.0 %) 

영역에서 발생되었으나, EMI 차폐판 설치 후 간섭 영

역이 방위각 360° 영역 중 약 15°(4.2 %) 영역으로 크

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좌선회 시 High 

Level 전자기 간섭이 방위각 360° 영역 중 약 90°(25.0 

%) 영역에서 발생되었으나, EMI 차폐판 설치 후 간섭 

영역이 방위각 360° 영역 중 약 30°(8.3 %) 영역으로 

크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차 시험의 경우 EMI 차폐판 설치 전 우선회시 High 

Level 전자기 간섭이 방위각 360° 영역 중 약 205° 

(56.9 %) 영역에서 발생되었으나, EMI 차폐판 설치 후 

간섭 영역이 방위각 360° 영역 중 약 45°(12.5 %) 영역

으로 크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좌선회 

시 High Level 전자기 간섭이 방위각 360° 영역 중 약 

200°(55.6 %) 영역에서 발생되었으나, EMI 차폐판 설

치 후 간섭 영역이 방위각 360° 영역 중 약 25°(6.9 %) 

영역으로 크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험 결과와 같이 실선 시험 시 해상 환경, 파고, 날

씨 및 표적개수 등의 변수들이 변화되어 대상 장비 및 

함 구조물에 대한 전파 환경이 매번 차이가 있으므로 

시험 계측결과는 물리적으로 고정된 값이 아님을 고려

해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수상함의 MIL-SATCOM과 ES omni 안테

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간섭 발생 원인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EMI 차폐판을 제시하였다.

  고파수(GHz 대역)에서 운용되는 MIL-SATCOM의 송

신파를 평면파로 근사하여 함정에 설치된 안테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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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EMI 차폐판 재질 및 최적형

상을 계산하여 EMI 차폐판 형상을 도출하였다. 이론적 

분석을 통해 제안된 EMI 차폐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선에 설치하여 해상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ES omni 안테나 탐지율이 개선되어 탐지

성능 신뢰성이 향상되었으며 EMI 차폐판 설치가 MIL- 

SATCOM과 ES omni 안테나 간의 전자기 간섭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수상함 운용 환경 상 다양한 변수로 인해 고정된 조

건에서 EMI 차폐판 성능을 정량적으로 계측할 수 없

으나, 2차에 걸친 실선 시험 수행을 통해 전자기 간섭 

개선 경향을 확인하였다. 추후 수상함 건조 및 항해 

시운전 시 유사 원인으로 전자기 간섭이 발생하거나 

전자기 간섭 개선 대책으로 안테나 절체 및 안테나 

재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된 

EMI 차폐판 최적설계 방법을 활용하여 전자기 간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과제를 통해 차폐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서 Ray Tracing 기법을 적용하여 EMI 차폐판 형상을 

더욱 정교화하고, ES omni 안테나로의 회절파 유입 방

지를 위한 형상을 제안된 EMI 차폐판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ES omni 안테나 음영구역 최소화를 위한 보

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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