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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방사위험을 고려한 제한구역 설정방법
문현욱․이종현․선 웅

LIG 넥스원(주)

[그림 1] 전자파 인체영향: 자극작용 및 열적작용

Ⅰ. 서  론

최근 들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인체에

대한 전자파 노출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웨어러블 기기의 출현 등 일상
생활에서 전자파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향후 사물인터넷
의 확산 등이 예측됨에 따라 인체의 전자파 노출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서 2011년 5월 휴대전화 전자파를 2B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의 경우 밀양 송전탑 관련 주민 대치, 아파트 중계기 철거 요
구, 경남 성주 사드배치 등과 같이 전자파 인체 유해성과 관
련한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체의 전
자파 노출도 및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레이다와 같이 방사체를 포함한 시스템 개발 시 인체 유해성

을 유발하는 전자파 방사 위험(Radiation Hazard)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전자파에 의한 인체 영향은 [그림 1]과 같

이 크게 자극작용(electrostimulation) 및 열적작용(heating)으로
나누어지는데, 자극작용은 주로 100 kHz 이하의 저주파에서
유도 및 접촉 전류에 의해 말초신경과 근육에 자극작용을 일

으키고, 열적작용은 주로 100 kHz 이상의 고주파에서 전자
기장 에너지가 인체에 흡수되어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체

조직을 손상시킨다[1].
따라서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국제기구의 표준을 적용하여 인체영
향을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미국전
기전자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IEEE) 
또는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 표준에 대한 수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이 표준을 기반으로 
상황에 따라 안전 인자(Safety factor)를 추가로 설정하여 전
자파 방사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자파에 의한 인체 유해성을 막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에 레이다 개발 시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

준을 명시하고, 개발 시스템이 이를 만족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국제 표준인 IEEE 표준 및 국내
인체보호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레이다 제한구역 설정 방법
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레이다 개발 시 전자파 방사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거리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표준

전자파에 의한 인체 유해성을 막기 위해선 인체에 안전한

전자파 방사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IEEE 
및 ICNIRP 등 국제기구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표
준을 개발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이 표준을 기반으로 나라
및 기관별로 상황에 맞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하여 사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1]. 그러나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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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표준은 없기에 본 고에서는 미국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의 기반이 되는 IEEE 표준 및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두 표준에 대해 비교하였다.

2-1 IEEE 표준

IEEE 표준에 대한 설명에 앞서 그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
보면, IEEE 표준위원회에서는 1986년까지진행된연구들을기
반으로 1991년 방사 노출과 관련된 최초의 표준인 IEEE Std. 
C95.1-1991을 공표하였다[2]. 이후 일부 수정 및 개정을 통해
IEEE Std C95.1-1999와 IEEE Std C95.1-2004를 발표하였으며, 
2003년까지 진행된 추가 연구를 통합하여 IEEE Std C95.1- 
2005를 발표하였다[3]. 그 후에도 임계치 및 국부 노출과 공간
최대 전력 분포에 대해 재정의한 IEEE Std C95.1a-2010 및 북
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표준화 협정(Standardization Agreement; STANAG) 2345를 대
체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서의 방사 노출 관련 표준인 IEEE 
Std C95.1-2345TM-2014를 발표하였다[4],[5].
이렇게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 중인 IEEE 표준에서

는 RF 대역 인체보호프로그램에 대한 권고안인 IEEE Std 
C95.7TM-2005[6]의 RFSP(Radio Frequency Safety Program)의 제
한 분류안에 근거하여 인체보호기준에 따른 접근구역(Access 
zone)을 정하여 [그림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접근구역은
크게 제한구역 및 비제한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비제한 구
역에는 zone 0이 포함되고, 제한구역에는 zone 1, zone 2, zone 
3이 포함된다. 제한구역은 특정 인원에 대해서만 접근이 허
용되고필요시특정표지판설치가요구되며, 접근구역에대
한 허용 기준 및 특징에 대해서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이 때 각 구역(Zone) 경계에 대한 기준 레벨은 IEEE 표준

의 인체유해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IEEE 표준에서는 인체유
해기준 레벨을 표기하기 위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유해기준 레벨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DRLs(Dosimetric Reference 
Level)로 전자파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 및 인
체에 입사된 전력 밀도에 대한 제한 규격으로 전기자극 및

열적작용으로 발생하는 인체유해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다. 이에 반해 ERLs(Exposure Reference Level)은 공간상
노출된 전자기장 및 유도/접촉 전류에 대한 제한 규격으로

[그림 2] 접근구역(access zone)

<표 1> 접근구역에 대한 허용 기준 및 특징

구분
상세

구분
허용 기준 및 특징 표지판 표시

비제한

구역
Zone 0 - 일반인 포함 모두에게 개방 Information

제한

구역

Zone 1 -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알고 있
는 군 관계자 이상으로 제한

Notice

Zone 2 - 임무 기반의 전문가로 제한 Caution

Zone 3
- 접근 금지 구조물 설치

(가능할 경우)
- 특정 의료 목적으로만 허용

Warning or 
danger

DRL을 만족할 수 있도록 유도 계산된 값이다.
전자파에 의한인체 유해성 중 열적작용의 경우, 전자기파

가 인체에입사될때전자기파에의한온도변화로감지되며, 
이는 전자파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로 나타낼
수 있기에 IEEE 표준 및 ICNIRP 표준에서는 이를 기준(직업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8卷 第2號 2017年 3月

25

인의 경우, 전신 기준 4.0 W/kg)으로 하고 있으며, 둘 다 동일
하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것은 주파수마다 전파의 특성
및 인체에서의 작용 또한 달라지기에 이에 대한 적용이 가능

한 주파수 대역은 100 kHz∼3 GHz이다. 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3 GHz∼300 GHz)에서는 전력 밀도로 나타내게 된다(이
는 ERLs과 동일하기에 3 GHz 이상에서는 ERLs와 DRLs가
동일하다.) IEEE 표준에서는 이에 대해 DRLs라는 용어를 통
해 기준 레벨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2>는 100 kHz∼3 GHz 
대역에서의 DRLs에 대해 전자파흡수율로 나타낸 표이다. 전
신의 경우, 전자파흡수율 기준 4 W/kg에 안전인자 10을 고려
하여 Zone 1에서의 기준레벨이 SAR 0.4 W/kg으로 설정되어
있고, 국부 노출로 사지(팔다리)만 노출된 경우 20 W/kg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전자파흡수율은 인체 실험을 통해 측정이 어려워

동물 실험 또는 대체 물질에 대한 실험을 통해 결정된 값이

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표 2>의

비고란에 보듯이 국부 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의 경우, 임
의 인체 조직 10 g에 대해 측정한 후 이를 평균한 최대값을
적용하여 도출한 값이다.
그러나 전자파 방사에 의한 열적작용에 대해 전자파흡수

율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DRLs로부터
유도된 ERLs(Exposure Reference Level) 또한 제시하고 있다. 
ERLs는 측정이 보다 용이하도록 DRLs로부터 유도된 전기장
(E), 자기장(H), 전력밀도(S)로 그 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표

<표 2> 100 kHz∼3 GHz 대역에서의 DRLs (IEEE 표준)

Condition

Zone 0 
(unrestricted 

environments) 
SARa (W/kg)

Zone 1 
(restricted 

environments) 
SARa (W/kg)

Whole-body 
exposure

Whole-body 
average 0.08 0.4

Localized 
exposure

Localized (peak 
spatial-average)b 2 10

Extremitiesc

and pinnae 4 20

Note: For definition of each of the zones.

3> 및 <표 4>는 100 kHz∼300 GHz 주파수 대역에서의 Zone 
0과 Zone 1에 대한 ERLs를 나타낸 표이다. <표 3> 및 <표 4>

에서 보듯이, 약 300 MHz 이하에서는 전기장 및 자기장과
그에 대한 전력 밀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상 대역에서
는 전력 밀도만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Zone 0에 대한 ERL 값은 일반인에 대한 기준 레

벨, Zone 1에 대한 ERL 값은 직업인에 대한 기준 레벨로 보
면 되며, 1.2 GHz의 경우 으로는 1,200이 되며, 로는 1.2

가 된다.

2-2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현재 2003년 8월 29일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기준(제2013-118호)[7]가 가장 최신이

며, 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무선 기지국 및
핸드폰과 같은 무선기기들에 대한 전자파 영향에 보다 중점

을 두고 있으나,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기준/방법 등을 마련 중이며, 2017년
엔 직업인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적용할 예정에 있다[1].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ICNIRP 표준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전자파흡수율의 경우, IEEE 표준 및 ICNRIP 표준이
동일하기에 <표 5>의 국내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표 2>의

IEEE DRLs와 동일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파 강도에
대한 기준은 IEEE 표준과 다소 상이하다. 이에 대해 어느 표
준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며, 나라별/기관별로
기반으로 하는 표준이 다르기에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선택하

는 것이 중요하다. 
<표 5>는 국내 전자파흡수율에 대한 기준(제4조 관련)을

나타낸다. 적용 주파수 범위는 IEEE 표준과 상이하지만, 그
기준 값은 IEEE 표준과 동일하다.
앞서 IEEE 표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파흡수율은 전자파 

인체영향을나타내는중요한파라미터이긴하지만측정이어

렵기에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서도 일반인 및 직업인

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장, 
자기장, 전력밀도로 그 기준을 표시하였다. <표 6> 및 <표 7>

은 각각 일반인과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을 주파수

별로정리한 표이다. 전자파강도 기준의경우, 전자파흡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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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00 kHz∼300 GHz 대역 Zone 0에 대한 ERLs (IEEE 표준)

Frequency range
(MHz)

Electric field strength (E)
(V/m)

Magnetic field strength (H)
(A/m)

Power density (S)
E-field, H-field (W/m2)

Averaging time |E|2, |H|2

or S (min)

0.1∼1.34 614 16.3/fM (1,000, 100,000/fM2)c 6 6

1.34∼3 823.8/fM 16.3/fM (1,800/fM2, 100,000/fM2) fM2/0.3 6

3∼30 823.8/fM 16.3/fM (1,800/fM2, 100,000/fM2) 30 6

30∼100 27.5 158.3/fM1.668 (2; 9,400,000/fM3.336) 30 0.0636fM1.337

100∼400 27.5 0.0729 2 30 30

400∼2,000 - - fM/200 30

2,000∼5,000 - - 10 30

5,000∼30,000 - - 10 150/fG

30,000∼100,000 - - 10 25.24/fG0.476

100,000∼300,000 - - 6.43×10—4fG2.096 3.925×105fG2.572

Note 1: Tabulated values are rms values.
Note 2: fM is the frequency in MHz, fG is the frequency in GHz.

<표 4> 100 kHz∼300 GHz 대역 Zone 1에 대한 ERLs (IEEE 표준)

Frequency range
(MHz)

Electric field strength (E)
(V/m)

Magnetic field strength (H)
(A/m)

Power density (S)
E-field, H-field (W/m2)

Averaging time |E|2, |H|2

or S (min)

0.1∼1.0 1,842 16.3/fM (9,000; 100,000/fM2)b 6

1.0∼30 1,842/fM 16.3/fM (9,000/fM2, 100,000/fM2) 6

30∼100 61.4 16.3/fM (10; 100,000/fM2) 6

100∼300 61.4 0.163 10 6

300∼3,000 - - fM/30 6

3,000∼30,000 - - 100 19.63/fG1.079

30,000∼300,000 - - 100 25.24/fG0.476

Note 1: All values are rms values.
Note 2: fM is the frequency in MHz, fG is the frequency in GHz.

<표 5> 국내 전자파흡수율(SAR) 기준

주파수 구분
전자파흡수율 기준 (W/kg)

전신 머리/몸통 사지

100 kHz∼
10 GHz

일반인 0.08 1.6 4

직업인 0.4 8 20

과 달리 IEEE 표준과 상이하다. 

2-3 IEEE 표준과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비교

앞서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한 IEEE 표준 및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중 IEEE 표준의 ERLs 
및 국내의 전자파강도 기준의 경우 상이할 뿐 아니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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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 기준(제3조 제1항 관련)

주파수 범위 전기장 강도 (V/m) 자기장 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m2)

1 Hz 이하 - 3.2×104 4×104

1 Hz 이상∼8 Hz 미만 10,000 3.2×104/f2 4×104/f2

8 Hz 이상∼25 Hz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 kHz 이상∼0.8 kHz 미만 250/f 4/f 5/f

0.8 kHz 이상∼3 kHz 미만 250/f 5 6.25

3 kHz 이상∼150 kHz 미만 87 5 6.25

0.15 MHz 이상∼1 MHz 미만 87 0.73/f 0.92/f

1 MHz 이상∼ 10 MHz 미만 87/f1/2 0.73/f 0.92/f

10 MHz 이상∼400 MHz 미만 28 0.073 0.092 2

400 MHz 이상∼2,000 MHz 미만 1.375f1/2 0.0037f1/2 0.0046f1/2 f/200

2 GHz 이상∼300 GHz 미만 61 0.16 0.20 10

Note 1: Tabulated values are rms values.
Note 2: fM is the frequency in MHz, fG is the frequency in GHz.

<표 7>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주파수 범위 전기장 강도 (V/m) 자기장 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m2)

1 Hz 이하 - 1.63×105 2×105

1 Hz 이상∼8 Hz 미만 20,000 1.63×105/f2 2×105/f2

8 Hz 이상∼25 Hz 미만 20,000 2×104/f 2.5×104/f

0.025 kHz 이상∼0.82 kHz 미만 500/f 20/f 25/f

0.82 kHz 이상∼65 kHz 미만 610 24.4 30.7

0.065 MHz 이상∼1 MHz 미만 610 1.6/f 2.0/f

1 MHz 이상∼ 10 MHz 미만 610/f 1.6/f 2.0/f

10 MHz 이상∼400 MHz 미만 61 0.16 0.2 10

400 MHz 이상∼2,000 MHz 미만 3f1/2 0.008f1/2 0.01f1/2 f/40

2 GHz 이상∼300 GHz 미만 137 0.36 0.45 50

Note 1: Tabulated values are rms values.
Note 2: fM is the frequency in MHz, fG is the frequency in GHz.

레이다와 같은 방사체를 가진 무기체계의 전자파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전기장 및 전력 밀도로 분석하는 것이 용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비교하였다.

이 때 IEEE 표준의 경우, 전기장은 100 kHz∼300 MHz에
대해 분석하였고, 전력 밀도는 100 MHz∼300 GHz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Zone 0 기준값은 일반인에 대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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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1 기준값은 직업인에 대한 기준으로 대치하여 표시하
였다. [그림 3]은 IEEE 표준 및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따른 전기장 및 전력밀도를 도식한 그림이다. [그림 3]에서

두 표준에 대해 비교하면, 전기장의 경우 100 kHz∼30 MHz
까지는 국내 표준이 IEEE 표준에 비해 보다 엄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0∼300 MHz 대역에서는 국내 표준과 IEEE 표
준이 동일한 기준값을 갖는다. 300 MHz 이상일 경우, IEEE 
표준에서는 전기장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전력밀도
에 대해 비교할 경우, 일반인에 대한 기준은 100 GHz 이하에
서 동일하지만, 직업인에 대해서는 국내 표준이 IEEE 표준
보다 엄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레이다 운용 주
파수 대역이 2∼10 GHz임을 감안하면, 일반인에 대한 기준
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직업인에 대해서는 국내 기
준을 따를 시 안전거리가 보다 증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Ⅲ. 레이다 제한구역 설정 방법

앞서 설명한 인체보호기준에 따라 레이다 방사위험 방지

를 위한 제한구역 설정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 제시되는 전력밀도 및 전기장/자기장을
원전계(far-field)와 근접전계(near-field)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하고, 레이다 타입에 따라 적용하여 제한구역

[그림 3] IEEE 표준 및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전기장
및 전력밀도 비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1 전력밀도 및 전기장/자기장 계산 방법

3-1-1 원전계(Far-field)[9]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해 그 값이 전기장, 자기장, 전
력밀도로 주어지므로 레이다 제한구역 설정을 위한 안전거

리 계산에 앞서 전력밀도(W) 및 전기장(E)/자기장(H) 계산식
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원전계에서 전력밀도는 식 (1)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유효 등방사 전력(effective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W], 는 안테나에 전달된 전력 [W], 는

안테나 이득, 은 안테나로부터의 거리 [m]를 나타낸다. 안
테나 이득은 모의 또는 측정값으로 도출이 가능하나, 안테나
크기로부터 다음과 같이 식 (2)로 도출이 가능하다.


 (2)

여기서 는 파장 [m]을 나타내고, 는 안테나 유효 면적

으로 안테나 물리적 크기() 및 안테나 효율()로부터 다음
과 같이 식 (3)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또한, 만약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전기장 또는 자기장으
로 주어질 경우, 원전계에서 다음과 같이 전력밀도와 전기장
및 자기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식 (4)로 계산이 가능하다.

    (4)

여기서 는 자유 공간에서의 저항값으로 377 ohms이다. 

3-1-2 근접전계(Near-field)[8]

일반적으로, 전자기파의 전자기장 및 전력밀도를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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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평면파(plane wave) 특성을 갖는 원전계(far-field)를 가정
한다. 그러나 실제로 안테나 근처에서는 전자기파가 평면파
의 특성을 갖지 못하고 전기장 및 자기장의 위상이 매우 빠

르게 변하는데, 이러한 공간을 근접전계(near-field)라고 한다. 
앞서 살펴본 식 (1)∼(4)는 원전계에서의 수식으로 만약 전자
파 인체보호를 위한 제한구역의 안전거리가 원전계 거리보

다 작을 경우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안전거리를 계산해야 한다. [그림 4]는 Hansen
에 의해 개발된 근사식을 이용하여 근접전계에서의 원전계

대비 상대 전력밀도를 나타낸다[8]. 이 때 (x축) 또한 원전

계 기준이 되는 거리(  )에 대한 상대 거리를 나타

내며, 식 (5)와 같이 주어진다.

   (5)

여기서 는 안테나 반경 [m]을 나타낸다. [그림 4]를 보

면, 원전계 기준 거리 대비 1/10 거리에서 전력밀도 비가 40
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원전계 기준 거리에서의 전력밀도
대비 약 40배의 전력밀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거리가 근접전계 내에 존재할 경우, 원전계 기준 거리에서의
전력밀도를 계산 후 허용 가능한 최대 전력밀도비를 이용하

여 안전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3-2 레이다 타입에 따른 제한구역 설정을 위한 안전거

리 계산 방법[9]

3-2-1 CW 레이다

[그림 4] 원전계 기준 상대거리에 따른 상대적 전력밀도

중심주파수 1.2 GHz에서 동작하는 0.5 m 안테나 반경 및
50W EIRP를 갖는 CW 레이다에 대해 제한구역의 안전거리
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따른 최대 허용 

전력밀도 계산

일반인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은 IEEE 표준 및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동일하며, <표 3> 및 <표 6>으로부터 최대허

용 전력밀도를 계산한다.

lim      Wm  (6)

2) 최대 허용 전력밀도로부터 최소 안전거리 계산

식 (1)로부터 계산한 전력밀도가 최대 허용 전력밀도보다
작기 위한 최소 안전거리를 계산한다. 


 


≤lim

⇒≥


lim


  m

(7)

3) 식 (7)에서 구한 최소 안전거리가 원전계 거리를 만족하

는지 여부 체크

식 (7)에서 계산한 최소 안전거리가 원전계 거리를 만족하
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먼저 원전계 거리를 계산한다. 

  = 2 m (8)

식 (8)로부터 식 (7)에서 계산한 최소 안전거리가 원전계
거리보다 작기 때문에 원전계가 아닌 근접전계로 계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 만약 원전계 거리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원전계 거리 

대비 상대 거리 도출

원전계 거리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 4]에서 상대

적 전력밀도를 통해 원전계 거리 대비 상대 거리를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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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먼저원전계 거리에서의 전력밀도를 계산한다.







  Wm 

(9)

이 때 최대 허용 전력밀도는 6 W/m2이므로 원전계 거리에

서의 전력밀도 대비 약 6배가 된다. [그림 4]에서 6배에 해당
하는 상대 거리는 0.4배이므로, 원전계 거리 2 m의 0.4배인
0.8 m가 최소 안전거리가 된다.

3-2-2 펄스 레이다

펄스 레이다의 경우, CW 레이다와 달리 계속된 시간 동안
방사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5]는

펄스 레이다의 신호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 5]에서한펄스에대해총시간대비펄스구간비는 

duty factor()이며, 레이다 펄스의 반복 주기(Pulse Repetiton 
Frequency; PRF, )와는 식 (10)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10)

즉, [그림 5]에서와 같이 펄스 레이다에선 전력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전력밀도()를 아래와 같이 계

산하며, 이를 식 (1)에 적용하여 CW 레이다와 동일한 방법으
로 계산한다. 

  (11)

[그림 5] 펄스 레이다의 신호 개념

3-2-3 스캐닝(Scanning) 레이다

일반적인 탐색 레이다들은 회전하며 스캐닝하게 된다. 따
라서 이를 고려한 유효 전력밀도()는 고정 시 측정된 전

력밀도()로부터 식 (1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2)

여기서 는 안테나 회전 감소 요인(rotational reduction fac- 
tor)로 근접전계와 원전계에서 각각 식 (13)과 같이 계산된다.

 근접전계
 원전계 (13)

여기서 는 안테나 크기 [m], 는 거리 에서의 호길이

[m], 는 3 dB 빔폭, 는 스캔 각도를 나타내며, [그림 6]

은 이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다. 따라서 스캐닝 레이다의 경
우, 근접전계 및 원전계에 따라 식 (13)을 적용하여 유효 전
력밀도를 계산한 후, 이를 식 (1)에 적용하여 CW 레이다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Ⅳ. 맺음말

최근 고출력 방사체를 가지는 군사무기체계의 전자파 방

[그림 6] 스캐닝 레이다에서 회전 감소 요인(rotational reduction 
factor)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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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

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한 규제가 날
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전자파 방사 위험에
대해 국제기구인 IEEE 및 ICNIRP에서는 각각 표준을 만들
어 공표하고 있으며, 그 표준을 기반으로 각 나라별/기관별
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전
자파 방사 위험에 관한 표준 및 기준에 대해 절대적인 표준

은 없지만, 개발 무기체계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이때적절한기준선택에참고하기위해 IEEE 

표준과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살
펴보고 비교하였다. 또한, 기준 선택 후에는 개발하는 레이
다에 맞게 제한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거리 계산 방법에

대해 레이다 타입별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레
이다 개발 시 제한구역 설정에 대해 제시하고, 검증함으로써
전자파 방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레이다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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