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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현대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눈에보이지 않는 전자

기파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높은
전력(high power)과 광대역(ultra wide-band) 특성을지
닌 전자장 전원(electromagnetic field source)의 활용도
가높아짐에따라, 그로인하여발생하는주변시스템
의오작동및인체유해성그리고의도적전자기파를

활용하는 전자기 무기(electromagnetic weapon)에관한
연구가논의되고있다. 특히, 전자기파의안전성을 판
단하는데있어서거대구조물은소형 구조물보다더
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의도적인 혹
은 의도하지 않은 불필요한 전자기 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로 인하여 거대 구조물이 피해
를 입을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 및 인명피해가우려
되기 때문이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 
mmission)는 1989년부터 HPEM(High Power EMP)의 안
전성에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관련문서인 SC77A, 
SC77B, SC77C에서는 EMC(Electromagnetic Compati- 
bility), HIRF(High Intensity Radar fields), HEMP(High 
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관련 내용 등을 기술하
고있다. 특히, HEMP는공격무기측면과 방어적측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격적 측면에서는 NEMP 
(Nuclear Electromagnetic Pulse)와 NNEMP (Non-Nuclear 
Electromagnetic Pulse)로 분류된다[1]. NEMP는 핵폭발
이 발생할 때방출되는전자기파를이용하고 NNEMP
는 화학에너지 혹은 전기에너지의 펄스를 이용한다. 

NNEMP가 NEMP에 비해 폭발력은 떨어지지만, 군사
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NEMP보다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EMP가 공중에서 폭파될 시 지상의 전자장비의 마비
시킬 수 있으며, 그 범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

EMP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 측면 연구도
다양하게진행되었는데, 특히본 논문에서는거대구
조물이 외부 전자계 영향에 얼마나 안전한가를 판단

하는 차폐(SE: Shielding Effectiveness)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수 백 년 동안 거대 구조물의
전자파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 해석 방법인 수치 해석
기법은 비교적 정확한 결과 값을 주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대부분의 상용 시뮬레이터들은 수치 해석
기법을기반으로하고있다. 하지만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한 상용 시뮬레이터는 해석 대상을 Mesh cell로

[그림 1] EMP탄 개요 및 원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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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단계에서 구조가 크거나 복잡할 경우, Mesh 
cell의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단점이 있다. 
Mesh cell의 증가는 데이터양을 급증하게 만드는 원
인이 되며[4], 이는 해석 시간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
런 현상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드(mode) 수가
증가하는 [그림 2]의성질과유사하다. 또한, 수치 해
석 기법의 해가 결정론적(deterministic)이라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급변하는 현대 전자파 환경 속에서
특정한 단일 환경에 대한 전자기파 안전성 판단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시간에 다양한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해석방법의필요성이요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 PWB Method와 BLT 방
정식을연동한해석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두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 구조물에 대해 차폐(SE: Shiel- 
ding Effectiveness) 성능을 확인하고, 수치 해석 기법
과 시간 및 데이터 활용 측면을 비교하고자 한다.

Ⅱ. PWB Method를 이용한 해석 방법

2-1 대형 구조물에 대한 확률 도입의 필요성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확한 크기 및 매질 정

보를 알고, 그 구조가 단순할 때 전자기장 해석은 수
치 해석으로 풀이하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해석

[그림 2] 주파수 증가에 따른 모드 개수 변화[7]

대상이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일 때에는 크기와 매질

정보를정확하게얻기란어려운일이다. 특히, 비행기
와건물같은구조물은내부에수많은케이블이연결

되어있을뿐만아니라, 무선데이터통신으로인한다
양하고 복잡한 전자기장형태가존재하게된다. 이와 
같은구조물을수치해석기법으로해석하는것은한

계가있다. 이에따라, 수치해석을대체할수있는다
양한 기법이 소개되어 왔으며, 본논문에서는 확률론
(Stochastic)과위상학적다이어그램을기반으로한해
석방법을제시하고있다. 본래확률론해석은실내음
향학(acoustics) 분야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근래에는
레이다 단면적(radar cross section) 특성 연구 및 반향
실 내에 전자기파 관련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5],[6]

확률론으로 해석한 결과 값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확률밀도함수의관계를숙지하는것은유용하다. 
몇가지대표적인확률밀도함수를소개하고자한다. 
전자장의 단방향 성분은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

(Gaussian PDF)를따르며, 아래 식 (1)로표현할수 있
다. 전자장의 단방향 절대 값은 레일리 분포(Rayleigh 
distribution)를 따르며, 전자장 절대 값의 제곱은 카
이스퀘어 분포(chi-square distribution)를 따른다. 각각
식 (2), (3)으로 쓸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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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의 x, y, z 모든 방향 성분 절대 값은 카이
분포(chi distribution)를 따르며, 절대 값의 제곱은 카
이스퀘어 분포(chi-square distribution)를 따른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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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일 사각구조 내부에 단방향 전자장의 절대
치 측정치와 이론값 비교(레일리 분포)[7]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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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4가지 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하면 확률 데이
터 검증 및 경향성 파악이 가능하다.

2-2 PWB Method

[그림 4] 단일 사각구조 내부에 전자장의 절대치 측정
치와 이론값 비교(카이 분포)[7]

PWB Method는 단일 구조체 내부에 고주파 응답
을 계산하기 위한 해석 방법으로 D. A. Hill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PWB Method는 확률론을 바탕
으로 하고 있으며, 해석 주파수 대역에서 해석 대상
내부 시스템의 파장이 해석 대상 크기에 비해 매우

작아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가정은
시스템 내부의 모든 지점에서 전자기파의 크기가균

등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PWB Method의 결과를 신뢰할수
있고,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시스템을 일반적으로잔
향실(MSRC: Mode Stirred Reverberation Chamber)이라
고 부른다. PWB Method는 구조체 내부에서 높은 주
파수간섭현상을 mean quality factor와 mean coupling 
cross section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quality 
factor 표현식은 다음과 같다.[8]





(6)

이식에서 는주파수, 는구조체내부에서의정
상 상태 에너지(mean steady state energy)를 의미하며, 
는평균소비전력(mean dissipated power)을나타낸

다. 다음으로정상상태에너지 를전계의분산함수 
와 구조체의 부피 로 아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7)

구조체내부에 전력밀도는 식 (8)로쓸수있으며, 
는 구조체 내부 매질의 파동 임피던스(wave impe- 
dance)이다.

 


(8)

최종적으로 구조체 내부의 평균 소비 전력,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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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전력으로 표현 가능하다. 정
상상태인 경우에는 구조체 내부로 전송되는 전력과

내부에서소비전력의크기가같고, 이는아래에서언
급한 네 가지의 전력의 합과 같다는 의미가 되겠다.

⦁구조체 벽면에서의 손실()

⦁Points of entry(POE) 혹은 일반적인 개구(開口)에서
의 재복사()

⦁구조체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안테나에서 소멸하
는 에너지()

⦁구조체 내부의 물체에 의한 에너지 흡수()

   (9)

또한, 구조체의 mean quality factor를 위의 네 가지
quality factor , , , 의 함수로써 표현

이 가능하고, quality factor는 마치 병렬 연결 저항의
합과 같이 표현된다.





















(10)

식 (10)의 각각의 quality factor는 다음과 같다.

 


 



 


 



(11)

다음으로구조체내부에서주요손실전력을 mean 
elementary quality factor와 mean coupling cross section
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두 값은 매
질과 구조체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며, 정
의된 4가지의 quality factor를 모두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mean power density를 쓸 수 있다.

 
 ‧















(12)

식 (12)에 는 파장, 는 구조체의 부피, 는 인
가한전원을의미한다. 위의식을최종전력식으로정
리하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  (13)

식 (13)의 는 식 (10)과 같은 값이며, 위에 식은
앞서 언급한 4가지 경우의 에너지 변화를 모두 포함
한 전력식이다.

2-3 PWB Method 시뮬레이션

PWB Method를 적용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은

정육면체 구조를 모델링하였다. 외부에서 평면파가
구조체 상단 개구면으로 입사하고, 내부에 전자계를
균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mode stirrer를 높이 40 
cm 지점에 위치시켰다. [그림 5]의 경우, 내부 벽면

[그림 5] 상단에 개구면이 존재하는 정육면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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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조체 상단 개구면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고려

해야 하므로 , 를 이용하여 전력을 계산할 수

있다. 위의 구조체에 해당하는 mean power density 
는식 (14)로쓸수있으며, 와 는식 (11)과같

은 식이다. 최종적으로구조체내부벽면에서의 전력 
손실을 계산한 을 식 (13)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비교할 최종 결과 값인 차폐(SE: 
Shielding Effectiveness)를 식 (15)로 정의할 수 있다.

 
 ‧









(14)

 log
  (15)

차폐는 입사 전력  과 투과 전력 의 비로 나

타낼수 있으며, 해당구조의경우, 구조체내부의 전
력 손실은 구조체 벽면 손실뿐임으로 을 와

동일한 값으로 둘 수 있다. PWB Method 식을 통해
구한 결과 값과 상용 Full-wave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결과 값을 [그림 6]에서 비교하였다. PWB Method의
결과값이 Full-wave의중간값부근을나타내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그림 5]의 SE 결과 값 비교

<표 1> 시뮬레이션 시간 및 데이터 용량 비교

해석방법 Time(sec) Memory(kB)

PWB Method 0.11 0.480

Full-wave 540 1021260

두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PWB Me- 
thod를 활용하면 경향성과 크기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아래 표에 나타나 있듯이 PWB Method의 경우, 
시간적 측면과 메모리 활용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Ⅲ. BLT방정식을 이용한 해석 방법

3-1 위상기하학

BLT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해 구조물의 전파 경로
및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전자파 위상기하학(EMT: Electromagnetic To- 
pology)이라 부른다. 위상기하학은 외부에서 입력된
전원을 에너지 레벨로 구분하는데, 이는 차폐 단계에 
따라 분류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9] [그림 7]은 위상

기하학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그림 7] (a)는 외부 평
면파가 정육면체 구조물 상단 개구면으로 입사되고

있는 시뮬레이션상황을묘사하고있으며, 구조물내
부에 PCB가 존재하고 PCB 양 끝단에는 저항이 존
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b)는 [그림 7] 
(a)를 위상기하학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구조물의 불
연속 지점과 회로의 수동소자는 노드로 등가할 수

있으며, 전자기파가 이동하는 통로 및 선로는 Tube
로 등가할 수 있다. [그림 7] (b)에서 노드는 편의상
N으로 표기하였다. [그림 7] (a)에서 외부 입사파가
들어오는영역이제일높은에너지레벨단계로써 N1
으로 등가되고, 개구면은 두 번째로 높은 에너지 레
벨 단계로 N2와 N3로 표현하였다. 개구면을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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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부에 PCB가 존재하는 정육면체 구조

(b) 그림 (a)의 위상학적 모델링

[그림 7] 위상학적 모델링의 예

전자기파의에너지레벨을세번째로높은에너지레

벨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조체 내부 도체 표면
에서의 손실을 N4, 내부 PCB의 양쪽 끝단의 저항을
N5, N6로 등가할 수 있다.

3-2 BLT 방정식

BLT 방정식을 정의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위상기
하학모델의입사파와반사파가 정의되어야한다. 아

래 그림에서  는 노드로 입사하는 전압을 의미하

며,  는 노드에서 반사되는 전압을 의미한다. 노
드 1과 노드 2 사이와 노드 2와 노드 3 사이에 각각
전원(Source)이존재하며, 전원의 종류는 외부에서인
가된 전자계 혹은 선로상의 전압 및 전류가 되겠다.

[그림 8] 위상학적 다이어그램 전압 정의

위상기하학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파가 정의된 후에

BLT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BLT 방정식은 전파방정식(propagation equation)과

산란방정식(scattering equation)을 연립함으로써 구해
진다. 첫 번째 전파방정식은 두 노드 사이에 존재하
는 전자기파의 전달 특성을 나타내는 식으로 전달계

수 로 표현이 가능하며, 식 (16)로 나타낼 수 있다. 
산란방정식은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 산란 특성을 나

타내는 식으로 산란계수 를 포함한 식 (17)로 표현
할수 있다. 전달방정식과산란방정식을 연립하여최
종 BLT 방정식을얻을수있으며, 식 (18)이최종 BLT 
방정식이 되겠다.[10]

    ‧      (16)

     ‧    (17)

     ‧  ‧      ‧   (18)

Ⅳ. PWB Method와 BLT 방정식을 연동한

해석 방법

4-1 PWB Method와 BLT 방정식 연동

본 절에서는 PWB Method와 BLT 방정식의 연동
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PWB Method를 이
용하여 신속하게 계산한 전력 값을 위상학적 모델링

을 활용한 BLT 방정식에 전원(Source)으로 대입하
면, 복잡한 대형 구조물의 전기적 특성을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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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동된 해석 방법의 해석 단계를 거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해석 대상의 위상학적 모델 정의
2. PWB Method를 이용한 해석 대상 내부 대표 전력
값 계산

3. 대표 전력 값을 BLT 방정식 입력 Source로 변환
4. BLT 방정식을 이용한 내부 구조 해석
5. 상용 Tool과 비교 검증
해석 단계 1은 복잡한 대형 구조물을 간단한 위상

학적 모델로 등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석 단계 2, 
3, 4는 위상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두 가
지 이론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
서는 위의 순서에 맞추어 단일 박스 내부의 PCB를
해석하였고, 소형화 된 비행기 동체에 제시된 이론
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2 단일 박스 내부 PCB 구조

첫 번째 해석 대상은 길이 60 cm 정육면체 박스
내부에 PCB가 존재하는 구조로 박스 상단에서 평면
파가 13.5 cm2의 정사각형 개구면으로 입사하고 있

으며, [그림 9]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위상학적 모델링 결과는 [그림 10]과 같

다. N1은 Box의 외부 자유공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N2, N3는 Box 상단에 Aperture 부분을 의미한다. 개
구면은 도파관의 성질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으로 두

개의 Node로 등가하였다. N4는 Box 내부 벽면의 손
실을 나타내며, N5와 N6은 PCB의 양 끝 저항을 의
미한다.
두 번째 단계인 대표 전력 값 계산은 식 (13)을 이

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결과 값을 BLT 방정식에 전
원(Source)으로 두어 좌측 저항의 전압 응답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 방법의 결과와 상
용 시뮬레이션 툴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가 아래 그

림에 나타나 있다. 두 그래프가 20 dB 범위 내에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 내부에 PCB가 존재하는 정육면체 구조

[그림 10] [그림 9]의 위상학적 모델

<표 2>는 PWB Method와 BLT 방정식을 연동한해
석 기법과 상용 시뮬레이션 툴의 시간 및 메모리를

비교한 결과이며, 제시된 해석 방법의 효율이 상용
시뮬레이션 툴에 비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비행기 동체 구조

본 논문에서 제시한해석법이 실제 구조물에 적용

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잉 757을 20배 축
소하여 [그림 12]와 같이 모델링하였다.[11] 동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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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좌측 저항의 전압 응답 비교

<표 2> 시뮬레이션 시간 및 데이터 용량 비교

해석 방법 Time(sec) Memory(kB)

PWB Method + BLT eq 0.15 4.368

Full-wave simulation 3958 432704

에서 평면파가 입사할 때 동체 정면으로부터 z 방향
으로 50 cm, y 방향으로 6 cm 지점에 프로브를 위치
시켜 전계를 측정하였다.

PWB Method 해석을 위해 동체에 영향을 주는

Q-factor를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 은 식 (11)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정면과 후면의 개구면의 크기는 가로 18 cm, 
세로 8 cm이며, 옆면 창문의 크기는 가로 5 cm, 세로
3 cm이다. 다음으로, 동체 내부 벽면 손실을 나타내
는  역시 식 (11)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 시 개

구면을제외한면적을이용하였다. 도체 내부에서 손
실되는 모든 전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개구면과 동체

벽면손실을 포함하여식 (13)을 계산하여야 한다. 최
종 비교 값인 SE를 상용 시뮬레이션 툴과 비교한 결
과를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주파 대역에
서는 PWB Method의 결과 값이 상용 시뮬레이션 툴
결과오차가있지만, 주파수가높아지면서 비슷한 경

[그림 12] 비행기 동체 구조[11]

<표 3> [그림 12]에 포함된 Q-factor

Q-factor

동체 정면 개구면 

동체 옆면 개구면 

동체 내부 벽면 손실 

동체 후면 개구면 

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주파 대역
에서는파장의길이가충분히짧지않아 PWB Method
의 적용이 어렵지만, 파장이 충분히 짧을 경우에는
PWB Method의 적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시뮬레이션의 시간과 메모리 측면을 비

교한결과, 상용시뮬레이션툴이상당한메모리와시
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비행기 동체 SE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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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뮬레이션 시간 및 데이터 용량 비교

해석 방법 Time(sec) Memory(kB)

PWB Method 0.138672 4.744

Full-wave simulation 52479 1849964

Ⅴ. 결  론

현대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

로 넓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대형 비행기, 대형
선박 등이 설계, 제작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형 구조
물의 형태와 개수 그리고 크기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현대까지 대형구조물의 전자기파 안
전성을 판단하던 수치 해석 기법의 시간 효율 및 데

이터 용량 부분에 있어서 단점 보완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

률론을 바탕으로 한 PWB Method와 위상학적 모델
링을 이용한 BLT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두 해석 방
법을 연동하여 사용할 경우, 시간 효율과 데이터 효
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확도 측면
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현재
까지확률론을이용한대형구조물해석연구는주로

국외에서 진행되어왔다. 대형 구조물의 전자기파 안
전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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